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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실내 환경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추정 기법

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층 구조의 선박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하

였고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기반  Fingerprint 기법에 의한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Fingerprint 기법을 

쓰기 위해 39개의 에서 각각 회의 수신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DB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임의의 위치에 있는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Fingerprint 기법에 의한 위치 

추정 성능은 아주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Many studies have been made on location estimation under indoor environments which GPS signals do not reach, 
and, as a result, a variety of estima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In this paper, we deeply consider a problem of 
location estimation in a ship with a multi-story structure, and investigate a location estimation method using the 
fingerprint scheme based on the K-Nearest Neighbor algorithm. A reliable DB is constructed by measuring 100 
received signals at each of 39 RPs in order to employ the fingerprint scheme, and, based on the DB, a simulation to 
estimate the location of a randomly-positioned terminal is performed. The simulation result confirms that the 
performance of location estimation by the fingerprint scheme is quite satisfactory.

키워드 : GPS 신호, 선박의 실내 환경,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Fingerprint 기법, 위치 추정 방법

Key word : GPS signal, Indoor environment of ship, K-Nearest Neighbor algorithm, Fingerprint scheme, Location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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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림 1과 같이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선박의 실

내 환경에서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실내 네트워크 환경을 어떤 통신방식으

로 구성해야 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장비의 간소화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야 한다. 둘째는 위치 추정의 정

확도는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
째는 선박의 환경에서 위치 추정은 평면상의 추정문제

인가 아니면 공간상의 추정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림 1. 선박내 구조 및 위치 추정에 대한 개념도

Fig. 1 Diagram of the structure and location estimation 
in a ship.

첫째의 관점에서 보면 선박의 실내 환경에서는 IEEE 
802. 11의 표준인 WLAN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WLAN은 

AP(Access Point)와 NIC 카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1-4]. 둘째의 관점

에서 보면 실내 측위의 방법은 AOA(Angle of Arrival), 
TOA(Time of Arrival), RSS(Received Signal Strength),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Fingerprint 방식이 

있는데 선박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5-8]. 선박의 실내 환경은 

도심지 건물의 실내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정보

의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변정보의 DB화에 의해 단말

의 위치를 추정하는 Fingerprint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의 관점에서는 선박

은 여러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은 두꺼운 철

판으로 막혀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층 구조의 환경에서 단말기의 

위치 추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를 정확하게 보면 각 층마다 평면상의 추정이 

아닌 공간상의 3차원 추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공간상의 추정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계

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면상의 추정문제로 접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선박내에서 단말기의 위치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어

느 지점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공간에 있는가가 중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Fingerprint 방법을 

쓴 평면상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Ⅱ. 관련기술

위치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GPS는 3개 

이상의 위성을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환경에서

는 무선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도심지의 실

내 환경이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위치 추정 

방법으로는 AOA(Angle of Arrival), TOA(Time of 
Arrival),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RSS 
(Received Signal Strength), Fingerprint 방식이 있다.  
AOA 기법은 두 개 이상의 AP를 써서 단말기로부터 들

어오는 신호의 방향, 즉,  ⋯를 추정하여 위치

를 찾는 방법이고. TOA 기법은 AP를 중심으로 반지름  

⋯을 갖는 원을 그려 모든 원들이 교차하는 지

점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TDOA 기법은 AP와 단

말기 간의 신호의 전달 시간차인 ⋯를 구해 위

치를 찾는 방법이며, RSS 기법은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

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Fingerprint 
기법은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구역을 격자 모양의 셀

로 나누어 각 교차점에  RP를 배치하여 사전에 수신신

호의 정보를 DB로 만들어 놓고, 임의의 위치에서 오는 

신호에 대한 정보와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RP를 위치

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환경은 육지의 실내 환경에 비해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별도의 무선 장비를 설치하는 것

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육지의 환경은 여러 가지 네트

워크 구성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반면, 선박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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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네트워크의 구성이 비교적 열악하다. 따라서, 선
박내 환경에서는 WLAN를 이용한 Fingerprint 기법을 

적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현

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9-18]. 

Ⅲ.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기반 Fingerprint 

방법을 적용한 위치 추정 방법

그림 1과 같은 선박의 실내 환경에서 2개 이상의 

를 써서 Fingerprint 방식에 의해 단말의 위치를 추정하

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먼저 고찰해야 하는 점은 하나

의 를 써서 직선상의 거리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로부터 만큼 떨어

진 지점에서 수신신호의 세기 은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기준거리에서 이전에 측정된 신호

세기이며 은 경로손실 지수이고 은 와 단말사이

에 존재하는 벽 감쇄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경로 손실 

지수는 와 단말 사이의 장애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

며, LOS( Line of Sight)인 경우  이며 장애물이 있

는 경우 2에서 4사이의 값을 갖는다. 
식(1)의 의미는 거리를 추정하기 전에 기준거리에서 

신호의 세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로부터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수신신호를 측정

하여 거리 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선을 축

상에 놓으면 은 가 되기 때문에 가 원점에 있다고 

가정하면 의 거리를 추정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직선상의 추정 문제를 평면상의 추정문제로 확대

해 보자. 이는 임의의  지점에서 두 개의 로부

터 거리를 변수 ′과 ″으로 표기하면 (2)와 (3)을 얻을 

수 있다. 직관적으로 (2)와 (3)에 의해  의 추정값 

를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
′
× (2)

″   ″ ″ 
″
× (3)

더 구체적으로 두 개 이상의 를 써서 로부터 

단말로 전파되어 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Fingerprint 추정은 두단계

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Database Correlation
을 구축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임의의 위치에 

있는 단말의 위치를 추정하는 Estimation 과정이다. 먼
저 Database Correlation 과정을 보자. 선박에서 위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공간을  ×   격자 모양으로 그리고 

모든 교차점에   ⋯을 둔다. 그

런 다음 각 에서 회 만큼 개의 , 즉, 
  ⋯로부터 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다. 마지막으로 각 에서 측정된 값을 평균하여 이를 

DB화 한다. 그러면 DB화된 값은 (4)와 같다. 여기서 

는 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번 측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가 된다. 

  

⋯


  
 
⋯
              (4)

   ⋮

  

⋯


이제 Database Correlation 과정에서 구축된 DB를 

토대로 하여 임의의 위치에 있는 단말의 위치를 추정

하는 문제를 그림 2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 이는 단말

이 있는 위치에서  개의 , 즉,   ⋯
로부터 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측정된 값인 

  ⋯  로부터 추정값 를 구

하는 문제가 된다. 

그림 2. Fingerprint 기법에 의한 위치 추정

Fig. 2 Location estimation by the fingerpri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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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1 (0,0) 4 2 1 1 2
2 (0,1) 5 5 0 2 2
3 (0,2) 4 8 1 5 6
4 (1.0) 2 4 3 1 4
5 (1,1) 2 2 3 1 4
6 (1,2) 3 5 2 2 4
7 (2,0) 4 9 1 6 7
8 (2,1) 2 1 3 2 5
9 (2,2) 3 4 2 1 3
10 (3,0) 2 3 3 0 3
11 (3,1) 3 2 2 1 3
12 (3,2) 2 5 3 2 5
13 (4,0) 3 4 2 1 3
14 (4,1) 3 2 2 1 3

이를 단순히 생각하면 측정된 값   

⋯ 를 DB에 있는 각 의 값과 비교하여 

Distance가 가장 작은 것을 택해 그 의 위치를 단말

의 위치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은 단말의 위치 가 격자점에 있지 않

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정에러를 내포하고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

까를 생각해보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최근접하는 개의 이웃을 이용한다는 의

미를 뜻한다. 이 방법은 학습 데이터 집합에 있는 표본

들 간의 유사도에 따라 라벨이 붙여져 있지 않는 표본

들을 분류하는 매우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라벨이 없는 표본 ∈가 주어질 경우, 학습 

데이터 집합에서 개의 가장 가까운 라벨이 있는 표본

을 찾아내고 개의 부분 집합 내에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클래스에 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단지 상수 , 라벨이 있는 학습 데이

터 집합의 표본, 거리 척도 만이 필요하다. 
위치 추정이라는 측면에서 K-최근접 이웃 알고리

즘을 보면 단말의 위치 에서 측정된 값 

  ⋯  과 DB에 있는  ×   개수

의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사도가 근접하는 

{ ⋯}의 수는 몇 개인가를 결정

하는 것이다. 여기서, Distance를 유클리드로 쓸 때 유사

도는 (5)와 같이 된다. 

 ∑  ,   ⋯ ×   (5)

여기서, 는 에서 측정된 값    

⋯ 과 DB에 저장된   ⋯ 

중 째 값 
 ⋯
과의 유사

도이고, 는 에서 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의 

측정값이며 는 DB의 째 에서 의 

의 평균값이다. 
식 (5)에 의해 계산된 유사도 값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개 값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을 이용하여 단말

의 위치에 대한 추정값 를 구할 수 있다. 

  
 




  (6)

즉, 단말이 있는 위치에서 측정된 신호세기의 값과 

가장 가까운 개의 를 결정하여,  방향으로 평균

값과 방향으로의 평균값을 구해 와 를 구한다. 

Ⅳ. 모의실험

선박의 실내 환경에서 Fingerprint 기법을 적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선박의 실내 환경과 유사하게 가로 25m × 세로 4m인 

공간을 만들고 1m간격으로 39개의 를 배치하고 두 

개의 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단말로 Samsung 
노트북 R530을 써서 실험을 하였다. 

[ SNR DB 구축 ]

WLAN 환경에서 과 로부터 각 로 들어

오는 신호의 세기를 Netstumbler를 써서 1초 단위로 

100회를 측정하였다. 각 에서 측정된 값으로부터 

 




와  




를 구하

여 표 1과 같이 DB화 하였다. 

표 1. AP1과 AP2에 대한 각 RP에서의 수신 SNR의 평균값과 

거리값

Table. 1 Average values of the SNRs of signals received 
at each of RPs from AP1 and AP2 an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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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2) 5 4 0 1 1
16 (5,0) 4 4 1 1 2
17 (5,1) 2 3 3 0 3
18 (5,2) 3 2 2 1 3
19 (6,0) 4 3 1 0 1
20 (6,1) 1 5 4 2 6
21 (6,2) 4 2 1 1 2
22 (7,0) 5 1 0 2 2
23 (7,1) 4 5 1 2 3
24 (7,2) 3 2 2 1 3
25 (8,0) 7 3 2 0 2
26 (8,1) 5 4 0 1 1
27 (8,2) 4 3 1 0 1
28 (9,0) 5 5 0 2 2
29 (9,1) 4 5 1 2 3
30 (9,2) 3 3 2 0 2
31 (10,0) 5 3 0 0 0
32 (10,1) 4 2 1 1 2
33 (10,2) 5 1 0 2 2
34 (11,0) 3 1 2 2 4
35 (11,1) 4 3 1 0 1
36 (11,2) 5 3 0 0 0
37 (12,0) 4 4 1 1 2
38 (12,1) 5 3 0 0 0
39 (12,2) 6 5 1 2 3

[ Example ]

그림 3의 Test Point 위치인  에 단말이 있을 

때, 그 지점에서 과 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여 측정된 값으로부터 단말의 위치를 추

정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림 3. Fingerprint 기법에 의한 위치 추정 [Test Point 위치 

   ]
Fig. 3 Location estimation by the fingerprint scheme: the 
location of the test point is (7.5,0.7)

단말이 있는 지점에서 신호의 를 측정하였는데 

  이고,    나타난다. 로부터 수신

된 신호와 DB의 각 에 구축되어 있는 값과의 차이

인  과 로부터 수신된 신호와 DB의 

각 에 구축되어 있는 값과의 차이인  
를 구하여 각 에서 Distance  ∑    를 

구하였는데 표1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후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값을 구하

였다. 그림 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 때 Mean 
Error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를 10으로 결정하

였다. 

그림 4. 에 따른 Mean Error (일 때 최소값)
Fig. 4 Mean error versus  (minimum at =10)

표 1에서 Distance 가 작은 순으로 10개의 를 

선택하였고 와 를 구하였다. 즉, 일 때의 선

택된 의 좌표값은    = {(0,0), (4,2), (6,0), (6,2), 
(8,1), (8,2), (10,0), (11,1), (11,2) (12,1)}이 되기 때문에 

방향의 추정값은  이고, 방향의 추정값은 

 됨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선박의 실

내 환경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추정

방법으로는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기반  Fingerprint 
기법에 의한 위치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Fingerprint 
기법을 쓰기 위해 가로 25m × 세로 4m인 공간을 만들

고 1m간격으로 39개의 를 배치하고 두 개의 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단말로 Samsung 노트북 R530
을 써서 실험을 하였다. 39개의 에서 각각 

회의 수신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DB를 구축

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치에 단말기가 있을 

때 위치를 추정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모의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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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향의 추정값은  이었고, 방향의 추정값은 

 이었다. 
모의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선박의 환경에서

는 정확한 위치보다는 어느 공간에 단말을 갖고 있는 

선원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추정 성능은 대체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비교적 적은 무선 장비를 사용하는 

Fingerprint 기법을 적용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것에 대

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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