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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재한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WPS(WiFi Positioning System) 측 시스템의 표  실내 측  기법은 핑거

린트이다.  Radio map 으로 구성된 AP의 정보와 수집된 AP의 정보 차이를 계산하여 측 를 수행한다. 즉, 장된 정

보와 오차가 가장 은 치를 단하는 연산이다. 그러나 기존의 실내 핑거 린트와 radio map 방식을 실외에 사용

할 경우 측  성능 하와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 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WPS 측  시스템의 특징에 

하여 설명하고 기존 핑거 린트 연산의 문제 에 하여 언 한다. 한 이를 해결하기 한 실외 환경의 특징을 

용한 Radio map 구축과 WPS_WS(WiFi Positioning System_Weak Signal) 기법에 하여 설계  구  결과를 설명

한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제안한 WPS_WS의 성능을 테스트를 통해 비교하여 이에 한 결과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most typically utilized positioning method in the existing indoor WPS that is a positioning method utilizing distributed wireless 

network is the finger print. Its positioning is carried out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 information map and WiFi AP signal 

collected. However, there are problems like low accuracy and high cost when the existing method and the radio map formation are applied to 

outdoors.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WPS are surveyed and their problems are examined. In addition, we propose a new 

WPS using weak signal and a method to construct radio map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nd then, the results of experimental test 

will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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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WPS(WiFi Positioning System)는 GPS의 실내 음 을 

해결하기 해 등장한 측  시스템이다. WPS는 실내의 

AP 정보를 수집하여 Radio map을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

와 측  수행 시 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 치

를 단한다. 수집된 정보와 장된 정보의 비교를 해 

일반 으로 핑거 린트 기법을 활용한다. 핑거 린트 

기법은 구축되어 있는 정보와 얼마나 근 했는지를 

단하는 기법으로 WPS에서는 Radio map의 AP 정보와 측

 과정에서 수집된 AP 정보사이의 유사도를 단하기 

하여 사용 된다.

실내의 경우 한정된 공간이므로 WPS 용 AP를 설치

할 경우 일정 개수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산재한 

AP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선정 알고리즘을 사용

할 경우 효과 인 WPS를 구축할 수 있다[1].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지와 고가도로  등의 공간

은 정상 인 GPS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다. 내비게이션

의 경우 이런 음 지역에 들어서면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신호가 수신된 지 에서 진행 

방향을 측하여 단하거나 음 지역을 벗어나 신호

가 재 수신되면 그 상황에 한 안내를 해 다. 음

지역이 길어지거나 재 수신에 필요한 처리 시간이 증가

되면 기존 경로를 벗어날 확률도 같이 증가한다. 따라

서 이러한 음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이 필요

하다[2-6].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GPS의 문제 을 해결하

기 한 방안으로 실외에서 활용 가능한 개선된 WPS 시

스템인 WPS_WS(WiFi Positioning System_Weak Signal)

에 하여 설명하며 기존의 WPS 시스템과의 차이   

개선된 성능에 하여 설명한다. 한 기존 방식과 

WPS_WS방식을 구 하여 테스트 결과를 통해 성능 우

에 하여 증명한다. 

본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기존 WPS의 

특징  문제 에 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III장에서

는 실내 환경과 실외 환경의 차이로 인한 기존 WPS 

용 시 문제 과 제안된 WPS_WS 시스템에 하여 설

명한다. 이어오는 IV장에서 구  결과와 테스트를 통

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V장 결론을 맺

는다.

Ⅱ. 련 연구

통  WPS 기법으로 마이크로소 트사의 RADAR

시스템과 Intel PlaceLab의 WPS를 들 수 있다. 기  AP를 

실내에 설치하여 여기서 나온 정보를 토 로 Radio Map

을 구축하여 측 에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RADAR

는 건물 내의 사용자 치를 인식하고 추 하기 한 RF 

기반 시스템으로서 다  수신기에서 수집된 신호세기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좌표를 측정한다. 이동 개체

가 고정 지 에 설치된 Base Station에 신호 패킷을 송

하여 반송 된 신호를 장한다. 치 결정시 핑거 린트 

연산을 수행하며 장된 Base Station 의 신호 세기와 수

집된 세기를 비교하여 치를 단한다. PlaceLab의 

WPS는 AP 고정 설치 이후 정보 수집 매니 를 이용하여 

Radio Map을 구성하고 이동 개체에 GPS를 같이 탑재하

여 3차원 정보를 산출한다[7-8]. 

WPS 실내 측  련 논문 [9]에서는 기존 WPS 시스

템의 문제 으로 AP  시스템 구축비용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신규로 기  AP를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해결하기 해 산재해 있는 무선 

AP를 활용하여 기  AP를 지정하는 개선된 WPS 기법

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산재한 기  AP의 경우 신호

세기가 비교  안정 인 AP를 선정하여 Radio Map으로 

구축하여 측 를 수행 한다. WPS 용 AP 설치도 필요 

없으며 MSE(Mean Square Error)표  오차 연산을 핑거

린트 연산으로 활용하여 오차 값이 가장 작은 치를 

찾는 시스템이다.

통  WPS의 경우 환경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개선

된 WPS의 경우 AP의 특징을 통한 측 를 수행한다. 실

내의 경우 AP의 구축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며 안정

인 AP를 Radio Map으로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외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용하기 쉽지 않

은 문제가 있다. 행정구역 단 로 가장 작은 구역도 그 

넓이가 범  하므로 실외 서비스를 한 AP 신규 설치

는 비 실 이다. 한 산재한 안정 인 AP를 활용하는 

방법 한 실외의 경우 수신 세기의 변동이 실내에 비하

여 크게 일어나므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실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처

하며 별도의 AP 설치 없이 측 를 수행 할 수 있는 

WPS_WS에 하여 제안한다. 이어오는 3장에서 구체

인 내용을 설명하며 기존 WPS 시스템의 문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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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되는지 구  결과와 테스트를 통해 증명

한다. 

Ⅲ. WPS_WS 측  시스템

3.1 환경 차이에 따른 기존  WPS의 문제

실내의 경우 특정 치에서 수집되는 AP 신호 세기에 

향을 주는 요소가 실외에 비하여 다. 반면에 실외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신호세기의 변동이 크게 나타

난다[10-11]. 를 들어 날씨가 흐린 날에는 기 에 많

아진 수분이 의 흐름을 방해하여  세기가 약해

진다. 한 실내 보다 많은 수의 AP가 설치되어 있으므

로 채  간섭의 향도 피하기 힘들다. 언 한 사례뿐만 

아니라 AP 신호에 향을 주는 요소들은 실외에 많이 존

재한다. 즉, 이런 환경에 능동 으로 처 할 수 있는 

WPS 시스템이 필요 하다.

실내의 경우 제어 가능한 WPS용 AP를 설치하여 측

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외의 경우에는 AP의 신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AP의 설치 개수에 따른 비

용 증가와 함께 설치된 AP 유지보수  설치 치를 선

정하기 한 비용이 WPS 시스템의 운용비용 보다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외 환경에서는 산재한 AP를 활용하

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실 이다.

그러나 실외에서 산재한 AP를 활용하여 기존 WPS를 

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 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 은 측  정확도의 하락이다. 기존 WPS 

시스템의 경우 핑거 린트 연산으로 측 를 수행한다. 

핑거 린트 연산에 사용하는 측  알고리즘은 통  

WPS의 경우 핑거 린트 연산으로 유클리드 거리 공식

을 사용하며 개선된 WPS는 표  오차 공식을 사용한다. 

비교  AP의 정보가 변동이 없을 경우 정확한 치를 계

산 할 수 있지만 비교 상으로 사용되는 AP  하나라

도 신호 변동이 클 경우 정확도에 치명 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앞서 언 한 실외 환경은  간섭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측 를 한 Radio Map을 구성할 당시 나타나

지 않는 방해 요소가 측  시 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존 WPS 용은 쉽지 않다.

두 번째 문제 은 측  연산 시간의 증가이다. 일반

으로 실내 환경에서는 Radio Map을 구성 할 시 에 각 

참조 포인트별 4개의 기  AP를 장하여 사용한다. 그

러나 신호 세기의 변동이 빈번한 실외의 환경 변화에 

응하여 측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실내보다 많은 

수의 AP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측  연산 시

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1은 유클리드 거리 공

식과 표  오차 공식이다. 

유클리드 거리 공식

표  오차 공식(MSE)

그림 1. WPS 핑거 린트 수식
Fig. 1 A mathematical formula of WPS Fingerprint 

이 두 가지 수식을 활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수식 처

리 API를 활용해야 하며 복잡한 연산 과정을 가지게 된

다. 비교 상 AP가 증가할 때마다 실제 연산에 소요되

는 시간은 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실외 환경에서 WPS를 활용하기 해서는 기

존 시스템의 문제 인 정확도와 연산 시간을 고려한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3.2 WPS_WS 측  시스템

WPS_WS는 기존 WPS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수식 연산이 아닌 단순 비교 연산을 활용하여 연산 

성능을 높이며 실외 환경 특징에 능동 으로 처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 으로 WPS는 두 가지 단계로 측 를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는 측 를 한 Radio Map 구축 단계로 

참조 포인트를 설정하고 참조 포인트 별 기  AP를 선정

하는 단계이다. WPS_WS의 AP 구축 방식은 WS(Weak 

Signal)우선 선별 장 방식을 사용한다. 

WS 우선 선별 장 방식은 각 참조 포인트에서 수집

된 AP  신호세기가 약한 AP를 측  특징 으로 선정

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표 1은 WS 우선 선별 장 방식

의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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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adio map 알고리즘
Table. 1 Radio map Algorithm

* WS 우선 선별 장 방식 알고리즘

[참조 포인트 선정] -> [AP 테이블 생성] -> [AP 정보 수집]

for 수집되는 AP

    - 신호 세기가 약한 순서로 AP 테이블에 장 (Mac,        

Signal Strength)

    - 일정 시간 동안 수집하여 DB 테이블 생성

for 생성된 테이블 내의 데이터 (다음 과정 반복)

    - 추가 시간 동안 AP 정보 재수집

    - 테이블 내의 AP 신호세기와 비교하여 수집된            

신호세기가 높을 경우 상 AP 세기 정보 갱신

    - 갱신 된 AP들의 세기가 오름차순에 배될 경우 정렬 

과정을 통해 재 정렬

    - 활용될 AP 선택, 남은 AP 보조 검색 테이블에 장

Radio Map 구축 단계의 핵심은 WS 심의 테이블 구

성에 있다. 약한 세기의 AP의 경우 약간의 거리 이동으

로도 신호 변동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조 포인

트별 특징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강한 세기의 AP는 

인  지역에서 탐색될 확률이 높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 

재 치의 수신세기와 인  치의 수신세기가 유사

할 확률이 존재한다.

반면에 약한 세기의 AP는 인  치와의 세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기  AP로 선정하여 활용할 경우 

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WPS_WS는 수신 세

기가 약한 AP를 각 참조 포인트 별 기  AP로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측 를 수행 단계이다. 참조 포인트가 

선정되고 Radio Map이 구축되면 측 를 수행 할 수 있

다. 측  수행은 표 2의 과정으로 진행 된다. WPS_WS의 

측  연산 과정을 살펴보면 수집된 AP정보와 구축된 

Radio Map에서 일치하는 MAC 정보를 가진 AP의 수신

세기를 비교하여 True/False를 단하는 비교 연산 과정

을 거친다. 

최종 으로 반환 되 연산 결과는 비교 과정에서 (True 

Value - False Value) 값이 가장 큰 참조 포인트이다. 앞서 

언  되지는 않았지만 검색 상에서 제외된 AP의 경우 

별도의 보조 탐색을 한 임시 list에 장한다.

표 2. WPS_WS 측  알고리즘
Table. 2 WPS_WS Positioning Algorithm

* WPS_WS 측  연산 과정

[측  포인트] -> [AP 정보 수집] -> [수집된 AP list 구성]

[측  연산]

for 수집된 AP list 와 Radio Map 비교

    if 수집 AP.Mac = Radio Map AP.Mac

    - 수집 AP.SS =< Radio Map AP.SS

    - Counter True Value & False Value else 보조 탐색을 한 

AP 장

측  연산 결과 = (True Value - False Value) 값이 가장 큰 

참조 포인트 

WPS_WS는 기존 시스템의 복잡한 수식연산 보다 

비교 연산으로 인한 연산 시간의 감소를 통해 비교 

상으로 사용되는 AP의 개수를 늘려 측  정확도 한 

높일 수 있으므로 실외 환경에서 효과 으로 측 를 

수행 할 수 있다. 이어오는 4장에서 테스트를 통한 증

명을 한다.

Ⅳ. 구  결과  테스트

4.1 구  환경  로그램 구  결과

WPS_WS 시스템의 구 은 안드로이드 로요, 진

드 기반 OS에서 개발하 으며 로그램을 탑재한 

기기는 삼성 자의 갤럭시 S모델과 갤럭시 Tab 모델을 

사용하 다. 순수 탐색 시간 테스트의 경우 도우7 기

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수행하 으며 이외의 테스트

는 로그램 탑재 단말기에서 수행 되었다.

그림 2는 기존 WPS와 WPS_WS의 Radio Map 구축을 

한 개발된 AP 수집 로그램이다. 

수집 로그램을 통해 Radio Map을 구축하고 기존 

WPS는 통  핑거 린트 연산을 사용하는 기법과 개

선된 핑거 린트 연산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구분하여 

Radio Map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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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P 수집 로그램
Fig. 2 AP collect Program

그림 3. 테스트 환경
Fig. 3 Test environment

그림 3은 테스트를 한 환경으로 부산 시내의 도심

지를 나타낸다. 참조 포인트를 5m ~ 30m의 거리 차이를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 으며 거리 차이를 둔 이유는 기

존 시스템과의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원거리

와 근거리로 나 어 테스트를 진행하 다.

그림 4는 WPS_WS를 구 하여 차량 안내 시스템의 

측  모듈로 개발한 화면이다. GPS 신호에 문제가 발생 

하 을 경우 WPS_WS 모듈로 자동 환하여 Radio Map

이 구축된 지역은 측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수집 로

그램과 구 된 로그램을 통하여 기존 WPS 시스템과 

WPS_WS 시스템의 측  성능을 비교 하 다. 

그림 4. WPS_WS 차량 안내 시스템
Fig. 4 WPS_WS Vehicle Navigation System 

표 3은 비교를 한 각각의 WPS 시스템 특징  테스

트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WPS 특징  테스트 환경
Table. 3 Characteristics of WPS & Test environment

통

핑거 린트

개선된 

핑거 린트
WPS_WS

측 용  

AP
기  AP 설치 산재한 AP 활용 산재한 AP 활용

Radio Map 

구성

기  AP 

신호만 활용

세기 변동이 

은 AP 장

WS 우선 선별 

장

측  연산
유클리드 

거리연산
MSE

비교 연산

A > A'

= true or false

특징

- AP 설치비용 

증가

- 수식 연산

- 환경 응을 

한 AP 

구축방법

- 실외 환경에 

최 화

테스트 

환경

약 5 ~ 10m, 30m의 거리 차이를 두고 16개의 참

조 포인트 설정

기  AP 

개수

4개

임의로 선정

4개

Radio Map 구성 

공식 활용

4개, (수집되는 

모든 AP)

WS 우선 선별 

장  

4.2 순수 탐색 연산 시간의 비교

순수 탐색 연산 시간은 각 WPS의 핑거 린트연산

을 통한 순수한 탐색 시간을 의미한다. 측 를 한 핵

심 연산이며 100,0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처리한 

결과를 비교 하 다. 실외 환경의 경우 신호변동이 많

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림 5. 순수 탐색 연산 시간
Fig. 5 Pure Arithmetic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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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결과를 보면 기존 WPS 연산은 복잡한 수식

을 활용하므로 처리 시간이 높으며 WPS_WS 연산은 단

순 비교 연산이므로 은 연산시간 소모를 보이고 있다.

4.3 테스트 환경에서의 측  성능 비교

그림 4와 표 3에서 언 된 테스트 환경에서 16개의 참

조 포인트를 설정하여 각 참조 포인트별 80개의 AP 정보

를 수집하 다.

그림 6. 측  연산 시간
Fig. 6 Arithmetic Time

그림 6, 7은 1280개의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6은 각 WPS 핑거 린트 연산의 수행 시간 결과

이다. 각각 4개의 AP를 기  AP로 선정하 으며 마지막 

그래 의 경우 WPS_WS Radio Map 구성 당시 수집된 모

든 AP를 비교 AP(평균 개수 10.2개)로 지정한 결과이다.

그림 7은 측  정확도 결과이다. 4개의 기  AP를 활

용할 경우 신호 세기가 약한 WPS_WS에서 정확도의 하

락을 보 으나 수집된 모든 AP를 기  AP로 지정하

을 경우 WPS_WS의 측  정확도는 기존 WPS 보다 증가

됨을 보 다. 

그림 7. 측  정확도
Fig. 7 Accuracy of the positioning result

수집된 모든 AP를 측  연산에 활용할 경우 WPS_WS

의 총 연산 시간은 10.02s 으로 기존 WPS 연산의 시간보

다 약 10~20% 정도 감소하 으며 측  정확도의 경우 

약30%의 증가를 보 다. 즉, 유사 연산시간을 활용할 경

우 WPS_WS는 더 많은 AP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환경이 

변화여 특정 AP의 수신세기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WPS_WS 정확도는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기

존 WPS의 경우 앞서 언 한 특정 AP가 기  AP와 일치

하는 경우 정확도에 미치는 향은 치명 이다.

4.4 거리에 따른 치 정확도 차이

그림 8은 참조 포인트별 거리가 30m 이상일 때의 결

과이다. 기존 WPS와 WPS_WS 모두 정확도 결과가 우수

하게 나타난다. 이유는 실외 환경에서 참조 포인트를 일

정 거리 이상 벌리면 복 되는 AP가 기  AP로 잡 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8. 측  정확도 (원거리)
Fig. 8 Accuracy of the positioning result 

(long distance)

그러나 거리가 늘어나면 치 정확도가 낮아진다. 

를 들어 30m 내에 갈림길이 두 개가 존재할 경우 정확히 

재 치가 어디인지 단하기 쉽지 않다. 즉, 거리가 

멀면 측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정확한 치를 단 할 

수 없으므로 치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

4.4 WPS_WS의 최  기  AP 개수

그림 9는 기  AP의 개수 변화에 따라 WPS_WS의 측

 정확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4개 미만일 경우 기존 

시스템보다 낮은 정확도를 가지며 5~6개의 기  AP를 

가질 경우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 한 9개 이상 될 경우 

정확도 상승 폭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WPS_WS의 경우 최  9개 이상의 기  AP 정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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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높은 측  정확도를 보장하게 된다.

그림 9. AP 개수 증가로 인한 측  정확도 변화
Fig. 9 Accuracy of the positioning result caused by 

an increase AP

그림 10. AP 개수 증가로 인한 연산 시간 변화
Fig. 10 Arithmetic time change caused by an 

increase AP

그림 10은 기존 WPS 연산 시간 비 WPS_WS의 기  

AP 개수 변경에 따른 연산 시간 결과이다. 약 12개의 기

 AP를 활용할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 연산 시간을 

가지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 증명하 다.

Ⅴ. 결  론

기존 WPS의 경우 실내 측 를 목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외 환경에서 효과 인 측 를 수행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WPS 시스템을 구  하여 실외 용 

시 나타나는 측  정확도와 연산 시간의 문제 을 확인 

하 으며 이를 개선하기 한 WPS_WS 기법을 제안하

다.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된 WPS_WS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교 연산을 활용한 효율 인 연산 시간

과 이를 활용한 측  정확도이다. 기존 WPS에 비하여 연

산 시간이 낮기 때문에 유사 연산 시간동안 비교 할 수 

있는 기  AP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측  정확도 한 

좋은 성능을 보 다. 

두 번째로 치 정확도의 정 함이다. 참조 포인트의 

거리가 짧아도 기  AP의 반 이상이 동시에 Radio 

Map의 정보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WPS_WS 치를 찾

아 낼 수 있다.

언 한 장 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에 용할 경우 GPS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측  시스

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심지의 경우 AP의 정보가 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이상 탐색 되므로 정확도와 연산 시간을 고려하

여 WPS_WS 측  시스템을 용하기 좋은 인 라가 구

축되어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향후 연구 과제는 지속 으로 AP정보를 수집하여 임

시 장하여 이후 측  수행 시 수집되는 AP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임시 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 치를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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