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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 사용자에게 실내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액티비티 시퀀스와 핑거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실내위치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방식은 에러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기
적인 위치 보정이 필요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위치 보정을 위해서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 액티비티 시퀀스와 핑거프린팅
방식을 도입한 위치인식 시스템이다. 실험은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진행하였으며, 위치인식 오차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Ⅰ. 서 론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최근 스마트 폰의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스마트 폰에 적용되는
무선 통신 기술 및 하드웨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
적으로 LBS(Lcation Based Service)를 들 수 있다[1]. 이를 위한 GPS 기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PDR 방식의 위치인식을 바탕으로 구현
하였으며, 그림 1은 PDR 위치인식 도중에 사용자의 액티비티가 감지된
이후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성도이다.

술은 실외위치인식 기술로써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반면에, 건물 내
부의 복잡성 및 장애물로 인한 신호 수신 제약으로 실내 환경에서는 GPS
가 아닌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내 위치인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식 방식은 대표적으로 Pedestrian Dead Reckoning(PDR) 방식과 핑거프
린팅(Fingerprinting) 방식이 있다.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위치는 코너,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며, 우리는 이들을 액티비티 노드(Node)라 부른다. 액티비티가 발생하

스마트 폰에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기압 센서, 디지털 나침반

지 않는 상황에는 PDR 위치인식 방식으로 거리와 방향 값을 이용하여 보

등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는 PDR 위치인식 방식은 센

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도록 구현하였다. 반대로, PDR 도중에 액티비티가

서 값을 축척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에러가 누적되는 단

감지될 때 스마트폰은 주변 AP로부터 RSSI를 여러 번 반복하여 획득한

점이 있어서 주기적인 위치 보정이 필요하다[2].

다. 이들을 평균화 하여 Radio Map에 저장되어있는 RSSI와 매칭한 후 가

무선 랜(Wireless LAN) 기반 실내공간에서는 MN(Mobile Node)과

장 유사한 노드로 위치에러를 보정을 한다. RSSI를 여러 번 반복하여 수

AP(Access Point)의 거리와 환경에 따라 수신신호세기(Received Signal

신하고 평균화 하는 이유는 RSSI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

Strength Indicator, RSSI)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핑거프린팅 방식의

다.

위치인식은 RSSI 차이를 이용하여 MN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는 AP로부터 수신되는 RSSI가 미리 구축되어 있는 Radio Map에서 현재

2.2 Pedestrian Dead Reckoning

MN이 수신하는 RSSI를 검색해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데이터의

PDR 방식은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

관측위치를 MU의 위치로 인식하는 방법이다[1].

던 위치에 이동한 거리와 방향을 축척하는 방식이다. 걸음 수를 측정하기

본 논문에서는 PDR 위치인식 방식에 보행자의 액티비티 시퀀스와 핑

위하여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얻은 신호의 피크 점을 한 걸음으로 간주

거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PDR 에러 보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일반적인 실

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걸음보폭 측정은 노드와 다음 노드 사이의 거리와

내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위치 에러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걸음 수를 이용하여 추산하였으며, 이동거리는 걸음 수와 걸음 보폭을 통
해서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자 위치는 지자기 센서와 디지털 나

Ⅱ. 본론

침반으로부터 추정된 사용자의 이동 방향을 적용하여 추정된다[2].

2.1 전체 시스템 구성
PDR 위치인식 방식은 관성 센서를 이용하여 얻어진 걸음, 보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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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액티비티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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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시퀀스는 계단 오르기/내려가기, 승강기 상승/하강, 에스컬레
이터 상승/하강, 오른쪽/왼쪽 회전 등 보행자의 특정 행동을 의미한다. 이
는 스마트 폰 내장센서들을 이용하여 코너,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 등 특정 위치에서 얻어 진다. 다음 그림은 스마트폰 내장센서와 액티비
티 시퀀스의 관계도를 나타낸다.

그림 4. 실내위치인식 실험 경로

그림 2. 스마트 폰 내장센서와 보행자 액티비티 관계

그림 5. 실험 결과

위치인식 시스템은 가속도계와 기압계의 관측 값을 통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용 유/무를 알 수 있고, 각각 관측된 값의 패턴은
특징이 다르다[2]. 또한 자이로스코프와 디지털 나침반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Turn/Uturn을 감지한다[2].

실험 결과에서 파란색 선은 PDR 위치인식 방식만을 사용한 그래프이
며, 빨간색 선은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 그래프이다. PDR 위치보정
을 하지 않을 시 오차가 점점 누적되기 때문에 파란색 선과 같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빨간색 선은 액티비티가 발
생했을 시 위치보정을 하기 때문에 액티비티 노드마다 위치 오차가 수정

2.4 맵 매칭
제한된 위치인식 시스템은 PDR에러의 위치보정을 위해서 액티비티 감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 이후 맵 매칭을 사용한다. 맵 매칭은 액티비티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미
리 측정된 RSSI 값과 현재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측정된 RSSI 값을 비

Ⅲ. 결론

교하여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폰의 데이터 베이스에는
지도 정보와 함께 액티비티 노드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각 노드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PDR 기반 액티비티 시퀀스와 핑거프린팅 방식을 이용한 실내위치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폰의 내장센서는 사용자가 이동하는 동안

1)노드 좌표

사용자의 액티비티(계단 오르기/내려가기, 엘리베이터 상승/하강, 에스컬

2)주변 AP로부터 수신되는 평균 RSSI

레이터 상승/하강, 오른쪽/왼쪽 회전)를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엘리베이

3)노드 타입{코너,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터와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한 층에서 몇 개 없기 때문에 액티비티 시퀀스
와 핑거프린팅 방식을 함께 이용하면 실내에서 초기 위치를 인식할 때 많

2.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하여 삼성 갤
럭시 노트3를 사용하였다. 그림 3과 같은 구조의 건물 내부에서 실험을 진
행 하였고, 그림에서 검정색 원은 AP의 위치이며, 흰색 원은 액티비티가
발생하는 노드 위치이다. 그림에서 노드들에 적혀있는 숫자 {AP1, AP2,
AP3}는 각 AP로부터 수신되는 평균 RSSI이다.

은 도움이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건물 내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복잡한
건물과 같이 액티비티 노드가 무수히 많은 실내 구조나 광장과 같이 통로
가 많이 없는 구조에서도 정확하게 위치인식이 되도록 제안된 위치 추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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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환경
실험은 그림 4에서 빨간색 화살표와 같은 경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는 PDR 방식만을 사용한 위치인식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위치인식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PDR 위치에러 변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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