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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었던 IEEE 802.11 WiFi 무선접속지점(AP)는 최근 급속도로 그 보급이
진행되었다. WiFi AP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도심

지역에서 하나의 기간 통신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위치정보서
비스에서는 실내환경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GPS를 보완하기 위해 WiFi AP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
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WiFi AP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이 차량 등을 이용해 실제로 AP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기법이다. 이 워
드라이빙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AP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위치추정

(localization)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치 상의 데이터들이 지형적인 문맥과 분리
되어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고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에 비 효율적인 요소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각화 기법을 이용한 웹 기반 응용의 도입을 통해 위치 추정 알고리즘의 검증 효율
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I. 서론

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어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무선 인터넷 접속 망 구축을
위한 IEEE 802.11

WiFi 무선접속지점(AP)도 급속도로 보

급되었다. 본래 WiFi AP는 무선 인터넷 핫스팟(Hot Spot)
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의해 도입
되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무선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WiFi AP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
할 때만 전원을 공급하는 다른 사용자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달리 항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이런

이유로

현재

WiFi

AP는

도심지역에서는

하나의

기간 통실 시설로 간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1]. 대표적인
예로

WiFi

AP의 위치정보는 GPS정보를 보완하여 GPS가

사용될 수 없는 실내 환경 등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
는 위치 정보 서비스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2].
WiFi

AP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워드라이빙(War driving)기법이다. 워드라
이빙은 특정한 휴대용 장비를 지니고 차량이나 도보를 이용
해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WiFi 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워드라이빙은 측정지점에서 측정된 AP의 신호
정보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AP의 실제 위치는 여러 곳
에서의 측정 결과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한다. 이때 워드라이
빙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WiFi AP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위치추정(localization)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지만 이러

움이 많았다.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검증은 보통 기존에 이
미 알고 있는 WiFi AP의 위치 (Ground Truth)들과 추정
알고리즘의 결과 값의 GPS 좌표가 이에 어느 정도 일치하
는가로 판단한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제
AP의 위치를 추정한 후, 이 위치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확인된 위치를 다시 이미 알고 있는 위치로 등록하
는 반복적인 작업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러한 검증이 지형적인 문맥과 분리되어 분석되는 경우가 많
아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정보 시
각화 툴 (Information Visualization Tool)을 이용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본 기법에서는 워드라이빙의 측정 결과와 추
정된 결과를 지도로 표현되는 지형 문맥 위에 표시하는 웹
기반 정보 시각화 툴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위치 추정 알고
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다.

II. 관련연구
WiFi AP의 위치 측정은 매우 다양한 시도가 있어
WiGLE [4]은 전

베이스를

세계의

무선 접속 지점의

온라인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WiGLE은 사용자들의 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이며
Netstumber, Kismet사의 워드라이빙 툴을 이용하는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세계의 WiFi AP의 위치를
베이스화 하고 있다.
발적인

왔다.

데이터

주로
사용자
데이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07-F-038-03, 미
래 인터넷 핵심기술 연구].
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공간을 제공한 서울대학교 컴퓨터연구소에 감사 드립니

2. 테스트 데이터
본

연구는

강남지역에서

(주)래디안트테크놀로지에서
수행한 워드라이빙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본 데이터는

45,500지점에서

2007년에 서울
테스트 데이터로
측정한 WiFi AP

의 신호 정보가 존재하며 각 측정 지점의 데이터 아이템에
는 측정시간,

측정 위치의 GPS좌표, 전체 측정된 AP의 개

수, 그리고 각 AP당 해당 AP의 SSID,

MAC주소,

신호세기

가 기록되어 있다.

3. 인터페이스 및 기능
그림 2는 구현된 워드라이빙 시각화 툴의

모습을 보여주
왼쪽의 지도 영역과 오른쪽의 인터
페이스 영역으로 나뉜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처음 서비스에
접속하면 지도 영역에는 해당 지도 영역내의 측정 지점을
파란 점으로 보여준다. 사용자는 마우스 드래깅을 통해 다
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측정 지점을 탐색할 수 있다. 각 측
정 지점은 측정된 WiFi AP의 개수에 따라 다른 투명도로
고 있다. 전체적인 툴은

보여주며 (측정된 AP가 많을 수록 진하게 표시된다.) 각 측
정 지점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된 위치 추정 알고리즘에 따

라 예측된 AP의 위치를 주황색 점으로 보여준다.

오른쪽의

인터페이스

영역은

다시 크게

윗

부분의 확인된

그림 1 Seattle WiFi Map Project의
Project의 결과

WiFi AP (Ground Truth) 리스트

이에 비해 Seattle WiFi

에는 현재 실제로 확인된 WiFi AP들의

등록되어 있

어 사용자가 해당 리스트의 아이템을

해당 위치로

행된

프로젝트이다.

100명의 대학생들이

Map Project [5]는 학계에서 수
2004년에 수행된 이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시애틀 시내를 돌아다니며 WiFi

직접 확인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시애틀 시내의 WiFi AP의 위치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 문화적 의미의 고찰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WiFi AP 위치 측정 프로젝트들의 일반적인 결과
물은 지도 위에 AP의 위치를 매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위치라는 정보와 지도라는 문맥은 그만큼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우리는 위치 추정 알고리즘의 검증 역시 지도 위
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AP의 위치를

한다.

영역과

아래의 위치 추정

알고리즘 선택 부로 나뉘어 있다. 확인된 WiFi AP 리스트

목록이
클릭하면

지도가 이동하게 된다. 지도에서 이미 알고 있는 AP의 위
치는

녹색

점으로 표현된다. 현재는

모두

16개의 위치가 파

악되어 등록되어 있다.
위치

추정

선택

알고리즘

부는

2개의

선택

슬라이더와
슬라이더

하나의 리스트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선택
는 알고리즘에 적용될

필터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위

치 추정 알고리즘에서 측정된
것은 많은 부하가

걸릴

모든

AP의 정보를 사용하는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필터를

적용

하여 대상이 되는 AP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0]. 본 툴에서는 전체
대상이 되는 최대 AP의 개수와 AP의 최소 신호

세기를

정

할 수 있다.

III. 워드라이빙 시각화 툴의 구현

1. 시스템 개요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은 현재 Centroid와 WeightedCentroid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다. Centroid 알고리즘은
신호세기와 무관하게 단순히 측정된 AP 위치의 평균값을
추정 위치로 계산한다. 이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n

(x , y )
(xˆ, yˆ ) = ∑

본 연구에서는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웹 기반 정보 시각화 툴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

접근 할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로 구현 되었다. 기본

적인 툴의

목적은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지도 위에 표현되는

워드라이빙 정보와 추정 결과를 통해 지형적인 문맥과 함께

갱신하여 반
복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웹 서비스 서버로는
Facebook에서 소스 공개한 Tornado [8] 서버 프레임워크
를사용하고 있다. 정보 시각화 툴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vis그룹에서 개발한 Protovis [7]를 사용하고 있다. 웹 상
의 지도 데이터와의 연동을 위해서는 Google Map API 2.0
[9]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i

n

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본 툴은 표준 웹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i

i =1

Weighted-Centroid
를

두어 계산하는

AP의 위치 사이의

알고리즘은

각

측정

위치에

가중치

방식이다. 이 가중치는 보통 측정 지점과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가정하는 것

이 가장 일반적이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수식과

d = 10( PTX − PRX ) /(10n )
dA
= 10( PRB−PRA) /(10 n )
dB

같다.

여기에서 d는 원래 가중치로 사용되어야 하는
로

측정위치에서의

신호세기(PRX)와

AP의

거리

값으

위치에서의

신

IV. 향후 계획 및 결론

호세기(PTX)에 의해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워드라이빙에서

본 논문에서는 워드라이빙을 통해 수집된 대규모의 WiFi

는 해당 AP의 실제 위치에서의 신호 값이나 위치를 알지

못하기
준점의

때문에 기준 측정지점을 하나 선정한 후(B) 해당 기

AP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 하고 이를 통해 AP들의 위

신호

치를 추정하는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워드라

세기와
거리

용해 상대적인
값을

가중치로

가중치를

모든 측정지점(A)과의 거리를 이
계산하고 이의 제곱의 반비례

다른

비율을

사용하였다.

ω  d /d 

이

이라고

때
할

추정되는
때,

AP의

다음의

이빙 시각화 툴을 제안하였다.

향후

위치는

수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실제 네트워크 연구자들을 통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

행해 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

향
언어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직접 추정 알고리
즘을 툴 상에서 직접 구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위치 추정만이 아닌 WiFi AP의
분포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관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각
AP에 태그를 부여하고 이 태그에 기반해 다양한 통계를 산
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추가 될 예정이다.
최근 네트워크 분야는 측정을 통해 수집된 대규모의 다양
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
름에 정보 시각화 툴을 접목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연구 발
전에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에 다양한 네트워크 연구에
재의 툴은 고정된 소수의 알고리즘만이 적용되어 있지만

n

(xˆ, yˆ ) = ∑i =1

후 스크립트

wi ⋅ (xi , yi )

∑

n
i =1

wi

4. 예상 활용 시나리오
본 툴은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네트워크 연구자
들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연구자들은 수행된 워드라이빙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본
툴을 통해 분석한다. 다양한

필터

값과 추정 알고리즘을 적

용해 본 후 연구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AP위치와 툴에서

정보 시각화 툴을 적용하는 시도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질적인 시도 중 하나로서 그 의의를 가

질

것이다.

보여주는 AP의 위치를 비교하며 추정 알고리즘과 현재 사
용하고 있는 기법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또한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추정을 통해 유추된 위치를 지도상의 지

역적 문맥을 비교해가며 실제 AP의 위치로 유력한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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