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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위치기반제어, 개인화된 광고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요구된다. 미아발생 

방지나 현장 학습을 위한 지원,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적절한 Push 이벤트 등 그 응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기존의 많

은 연구들이 위치 확인의 정확도에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 별도의 장비를 장착하거나 시설물에 특정 장치를 해야 하

는 등의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

본 사양만으로 위치 추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스마트 폰에 의해 수집 가능한 GPS와 WiFi RSS, 가속도

계 센서 데이터를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여 센서 융합을 실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설계․구현하였고, 실
험 결과, 사용자의 위치 확인 정확도가 다른 비교 알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 해당 알고리즘의 실제 환경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echnology that can determine the location of individuals is requir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location 
based control, a personalized advertising. Missing-child prevention and support for field trips, and applications such as 
push events based on the user's location is endless. In particular, the technology that can determine the location without 
interruption in the indoor and outdoor spaces have been studied a lot recently. Because emphasizing on accuracy of the 
positioning, many conventional research have constraints such as using of additional sensing devices or special 
mounting devices.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has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positioning only with 
standard equipment of the smart phone that has the most users. In this paper, sensor Fusion with GPS, WiFi Radio 
Map, Accelerometer sensor and Particle Filter algorith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Experimental results of this 
algorithm shows superior performance than the other compared algorithm. This could confirm the possibility of using 
proposed algorithm on ac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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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치 추적 기술은 사람이나 물체의 물리적, 지리적, 

논리적 위치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1]. 개인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위치기반제어, 개인화된 

광고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요구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은 실외 영역에서 위치 확인 

기술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신호 차단 현

상으로 인해 실내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다. 이

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근 실내 환경에서의 무

선랜 신호와 이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 중의 

하나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를 계기로 스마

트폰을 이용한 실내 위치인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실내에서의 위치 추적에는 WiFi나 이동 통신망 무선 

네트워크의 AP(Access Point)부터 수신하는 신호의 세

기(RSS : Received Signal Strength)를 이용한 핑거프린

팅(Fingerprinting)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어 왔다.  

RSS 기반 핑거프린팅 방식은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관

리자가 미리 위치가 알려진 여러 RP(reference point)에

서 네트워크 AP 의 RSS 를 측정하여 Radio Map을 생

성하고, 이후 사용자가 측정하는 RSS 와 Radio Map 간 

근사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그러나 

RSS는 주변환경 변화 및 사용하는 무선단말 차이에 따

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며[2], Radio Map 제작

(offline) 단계와 사용자 측위(online) 단계 간 차이는 측

위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최근에는 핑거프린팅 방식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핑거프린팅 방식을 관성센서 

기반 측위 방식과 융합하는 위치추적 기법들이 소개되

고 있다[3].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 폰

에 내재된 다양한 센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만으로도 실내 및 실외에서의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

는 것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은 위치 인식을 위해 고가의 센서 장비를 활

용하는 연구를 피하고, 별도의 디바이스 추가 없이 스

마트폰만으로 스마트폰의 기본 구성인 GPS 센서, Wifi 

센서, 가속도 센서 데이터의 융합을 파티클 필터와 결

합하는 센서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해당 

알고리즘의 위치 추적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파티클 필터와 위치 추적

을 위한 센서 데이터 융합을 다루며, 3장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실험을 통해 타당성

을 입증한 후,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계획이 뒤따른다.

Ⅱ. 관련 연구

2.1. 파티클 필터

센서 정보 융합을 위한 최첨단 기술 중의 하나로 사

용되고 있는 기법인 파티클 필터는 잡음이 많은 입력으

로부터 동적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는 베이지안 필터

의 확률적 접근 알고리즘이다. 다양한 베이지안 필터 

중에서도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는 위치 추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칼만 필터는 가우시안 모델이라는 가정

과 상태간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조건을 가지지만 파티

클 필터는 비가우시안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며 비선형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 모델을 선형으로 변

환해야 하는 칼만 필터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파티클 필터는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여 베이지안 필

터를 구현한 예측기술이다. 주어진 관찰 데이터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다[4]. 베이즈 추정

은 시각  t에서의 상태 벡터를, 시각 t-1에서 예측한 사

전 확률과 시각 t에서 관측 결과에 의한 사후 확률에서 

계산한 확률 밀도 분포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상

태 벡터의 모든 상태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

렵다. 이에 반해, 파티클 필터는 이산적인 유한개의 샘

플(파티클)의 랜덤 샘플링과 가중치(중요도)를 이용, 확

률 밀도 분포를 근사계산함으로서 현실적인 이용이 가

능하다. 

파티클 필터에 의해 추정되는 상태 의 사후확률은 

식 1과 같고, 그림 1은 일반적인 파티클 필터 알고리즘

이다[5].

   
 




  

 .                (1)

Line 3~4는 예측 단계로서 사전 확률을 이용하여 수

신된 측정값 를 이용한 가중치를 갖는 파티클을 N개 

생성한다. Line 7~10은 모든 파티클의 가중치의 합이 1

이 되도록 정규화한 후, 사후 확률의 추정값인 새로운 

파티클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Line 11은 측정값에 가까

운 파티클들이 더 자주 뽑히도록 파티클을 재샘플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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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나타낸다.

1:   ;

2: for i = 1 to N do

3: sample 
 ∼  

 

4: assign particle weight 
  

 

5: end for

6: calculate total weight 
  






7: for i = 1 to N do

8: normalize 
   



9: 


 


10: end for

11:  


12: return 

Fig. 1 Particle Filter(   )

2.2. 센서데이터 융합

위치 추적을 위한 센서 데이터 융합은 실외 환경에서 

GPS와 지자계 센서 데이터의 융합에서 시작되었다

[6,7].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GPS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지만, GPS가 일정 시간 동안 감지

가 차단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GPS의 감지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 융합이 필요하다[8]. 

실내 환경에서는 GPS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WiFi 

[9], 초음파[10], UWB[11]와 같은 기술이 위치 추적을 

위해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의 건물에 WiFi 라

우터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어, WiFi를 적용하는 기

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센서 데이터 융

합은 WiFi와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에서는 WiFi와 

PDR, 기압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위치 추정을 연구

하였고, [13]은 자이로 센서와 WLAN의 RSS, 실내 맵 

정보의 핑거 프린팅을, [14]는 가속도계와 WLAN RSS 

맵 정보를 이용한 파티클 필터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내 위치인식의 경우는 정확도 향

상을 위해 고가의 센서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실내 환경에서의 위

치 추적 기술을 다루고 있어, 실내외 환경 모두에서 위

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 

폰의 가속도 센서, WiFi RSS, GPS 센서 데이터만을 활

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한 방법은 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한다.

Ⅲ. 위치 추적을 위한 센서 데이터 융합

스마트폰의 내장 센서로는 가속도 센서, 나침반 센

서, 근접 센서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센서 데이

터는 스마트폰 내장 센서를 활용하여 수집된, WiFi 

RSS를 이용한 핑거프린팅, 가속도계 데이터를 이용한 

사용자의 이동 여부 확인, 그리고, 외부에서의 이동 상

태 및 위치 확인을 위한 GPS 데이터이다.

3.1. 가속도 센서 데이터 

3축 가속도 센서는 그림 2[15]와 같이, x 축은 스마트

폰의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방향을, y축은 위아래 방향, 

z축은 앞 뒤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한다. 무중

력 상태라면,       이 측정된다. 만약, 스마

트폰을 책상위에 두는 경우는, 움직임이 없이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 상황으로        의 값을 나

타낸다. 

Fig. 2 x, y, z Axes of Accelerometer

사람에 따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

에 넣고 다니는 등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폰의 방향이 

  축의 측정값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여부 검출을 위해서만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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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사용하였다. 이동 여부 검출을 위해 식 2를 사용하

였고, 그림 3은 3축 센서 측정값을 식 2에 적용한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정지 상태와 이동 상태에서의 가속도 

측정값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 상태와 정지 상태 시의 3축 가속도 측정값이 특성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속도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에 임계치를 적용하여 사

용자의 이동 상황을 판단하였다.

    ′    ′      ′          (2)

Fig. 3 Acceleration Value Corresponding to the Moving 
State

3.2. WiFi 핑거프린트

핑거프린트는 한 위치에서 각각의 AP에 대한 서로 

다른 전파의 특성을 반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패턴 인식이다. 구현을 위해

서는 오프라인(Offline) 단계와 온라인(Online) 단계로 

나뉘는데, 오프라인 단계에서는 측정 대상 지역을 임의 

크기의 그리드(Grid)로 분할한 후, 각 그리드에서 RSS

를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온라인 단계에

서는 이동 중에 RSS를 측정하여 오프라인 단계에서 구

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패턴의 그리드를 

사용자 위치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k-NN(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 Ranking 알고리즘, 산술평균 알고

리즘, 확률적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의 건물 2개동을 이동하면서 수

집된 WiFi RSSI를 이용하였고, 두 개 건물 사이에는 

약 100m 정도의 실외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림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설치된 AP의 위

치를 나타내고, 초록 점은 신호 참조 위치(Reference 

Point)이다. 

Fig. 4 Wifi Radio Map

수집 정보는 각 AP의 위치와, SSID, BSSID, Mac 

Address, RSSI이고 수집된 위치이다. 수집된 WiFi 인프

라 정보를 가지고 라디오 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 장소와 수집 시간대의 기준에 따라 데이터

를 필터링하고, WiFi AP의 수집 구역을 정의된 크기의 

그리드 형태로 분할하여 그리드 별 WiFi AP 신호에 대

한 평균 신호 패턴을 저장하여 라디오 맵을 구축하였다. 

온라인 단계에서는 WiFi 신호의 전파감쇄모델을 대비

하여 해당 건물의 수평위치(x, y 좌표)를 추정하였다.

3.3. 센서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 

본 논문은, 대부분의 센서 융합 알고리즘이 각각의 

센서 데이터를 따로 파티클 필터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융합하는 것과의 차별성을 두고, 기본적으로는 파티클 

필터 과정안에서 측정된 각각의 센서 데이터 융합을 진

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5와 같다.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수집된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작여부를 식별한다. 가속도계 센

서 데이터를 식 2에 적용하여 임계값을 2를 기준으로 

정지상태와 이동상태를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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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usion Algorithm

정지상태인 경우 속도벡터를 0으로, 이동상태인 경

우 이전 속도벡터를 평균으로 하고, 측정 시간 단위를 

분산으로 사용하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한 파티클 필

터 수행하여 현재 속도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GPS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향 벡터 를 추정한다. 방향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전 방향벡터   를 적용하

여 추정을 시도한다. GPS 좌표데이터는 이전 위치 좌표

(     )와 방향벡터( ), 속도 벡터( )를 이용

하여 현재 위치좌표 (  )를 추정한다. 또한, GPS 센

서 데이터의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WiFi RSS 데이터

를 이용하여 K-NN 알고리즘(  )을 적용, 위치 좌

표를 추정하였다. 해당 과정은 리샘플링을 파티클의 수

만큼(  ) 반복하여 최종 위치를 추정하였다.

Ⅳ. 구현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위치 추정 

결과를 측정하여 제안 시스템을 효율성을 평가한다. 실

험에서는 사람은 2개 건물 사이를 그림 6과 같은 방법

으로 이동하고, 성능 비교를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추정한 결과와, GPS 센서만을 사용, WiFi 센서 데이터

와 GPS 센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 데이터를 수집하

여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Fig. 6 Movement Path of the Experimenter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GPS만으로의 위치 추적은 실

외 공간과 달리 실내 공간에서는 위치 추적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한 경우, GPS 위성값을 

수신 시작 지점까지의 지연 현상이 있었으며, 실외에서 

실내로 진입한 후에는 이전 위성좌표값을 현재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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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오류가 존재하였다. 정상적인 경우의 평균 위

치 오차는 3.68m 정도였다. WiFi와 GPS를 이용하는 경

우는, 실내에서 WiFi 라디오 데이터만을 이용하기 때문

에 인식 지연 및 오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평균 위치 

오차는 4.96m 정도이다. 반면, 파티클 필터로 센서 융합

을 구현한 제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실내 및 실외 환

경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 평균 위

치 오차 역시 3.599m를 보였다. 다만, 초기 위치 산정에 

있어 지연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Fig. 7 Experiment Result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

도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에서의 

위치 추적에 주로 사용되는 GPS 센서 데이터와 실내 공

간에서의 위치 추적을 위한 WiFi RSS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되 사용자의 이동 여부 판단을 위해 가속도 센서

를 사용, 세 가지 센서 데이터의 융합을 파티클 필터와 

결합하는 새로운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비

교를 통해 스마트 폰의 하드웨어 사양만으로도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의 위치 추적의 단절 현상을 해소하면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확인오차를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스마트 폰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

로 인식하는 기법은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발전하

여 사용자의 시간, 상황,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컨텍

스트를 고려한 시공간 기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박물관 혹은 문화 유적지의 답사, 미아

발생 방지와 같은  실내외 위치 인식이 요구되는 다양

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에

는, 더 많은 센서 데이터의 적용 가능성과 초기 위치 산

정 지연 문제 해결 및 정확도 제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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