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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 과 함께 AP(Acess Point)가 

건물 내부에 설치되면서 사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에

서 Wi-Fi 신호를 수신하여 건물 내부에서 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소개되었다. 치 추정을 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RSS(Radio Signal Strength)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신한 RSS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Wi-Fi 신호가 온도, 습도, 측정 시기와 같은 환경

의 향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측정

한 RSS 데이터에 기반하여 재 RSS 데이터의 측정 

치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과거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여 AP간의 계성을 분석�학습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 방식은 통계  계성을 분석하여 네

트워크 구조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추정 작업을 수

행하는 방법론[2]과 유사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AP간 

계성을 분석한 후, 획득한 AP 계성 정보를 치 추

정에 사용한다. 이와 같이 먼  AP 계성 정보를 분석

한 후 이 계성을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림 1에서 보이고 있

는 것은 2007 IEEE ICDM(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Data Mining Contest 데이터가 측정된 환

경으로, AP 데이터 측정에 사용된 치가 표시된 지도의 

일부이다. 

.

그림 1 데이터가 측정된 Map의 일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된 치의 인덱스 혹은 

치 이블( 치1, 치 2와 같은 치 이블)이 고정

되어 있다면 특정 치( 를 들어 치 118)에서 측정할 

수 있는 AP가 고정된다. 따라서 치 이블이 함께 제

공되는 AP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특정 치 주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AP 인덱스를 확보하게 되며, 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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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치 이블을 알려져 있지 않은 데이터의 

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Wi-Fi 신호가 환경의 변화

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2007 IEEE ICDM Contest에

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하여 훈련 데이터가 측

정된 시기와 테스트 데이터가 측정된 시기를 다르게 하

여  다른 AP 데이터 분포를 이용하여 치 추정 문

제를 소개하 다[3]. 이와 같이 훈련 데이터의 성격과 테

스트 데이터의 성격이 상이한 상황은 Transfer Learning

에 한 연구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4, 

5]. Transfer Learning에 한 련 연구와 데이터 측정 

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

은 데이터 치 추정을 해서는 환경 변화에 련 없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7 IEEE ICDM Contest에서 소개한 

치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AP 데이터의 계성

을 분석하여 치 이블과 AP 데이터, AP 데이터 간 

계성을 찾고 이를 이용하여 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은 2007 IEEE 

ICDM Contest 문제에 용되었으며, 컨테스트 참여자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17 에 해당하는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2. 2007 IEEE ICDM Data Mining Contest 

   2007 IEEE ICDM Data Mining Contest[3]은 두 개의 

태스크로 구성된다. 

Task 1

Indoor Location Estimation

Wi-Fi AP에서 수신한 RSS(Radio Signal 

Strength)를 이용하여 각 측정 데이터의 치

를 추정

Task 2

Transferring the Learned Knowledge for Indoor 

Location Estimation

Task 1과 유사하나 훈련 데이터가 측정된 시

기와 테스트 데이터가 측정된 시기가 틀림

표 1 2007 IEEE ICDM Data Mining Contest Task

1. AP의 수: 99

2. Training Data: 2322 collections of RSS values

3. Test Data: 3128 collecstions of RSS values

4. Landmark Data: 53 collections of RSS  values

5. Location의 수: 247

표 2 Task 2 데이터 속성

   표 1과 2에서 컨테스트 데이터에 하여 설명하고 있

다. IDCM Contest는 두 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태스크 1은 동일 환경에서 수신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가 측정된 치를 추정

하는 것이다. 태스크 2는 Transfer Learning의 개념을 도

입한 것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측정된 환

경에 차이가 있다.�단 테스트 데이터의 추정 작업에 도

움을 제공하기 하여 테스트 데이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한 Landmark 데이터를 제공하여 분석 과정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추정해야 하는 

치의 수 247에 비하여 제공되는 Landmark data의 수

가 5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2322개의 Training data 

instance를 최 한 활용해야 테스트 데이터의 추정이 가

능하다. 

3. 데이터 분석을 통한 AP간 계성, 치 이블�AP 

계성 분석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측정 환경이 차이가 

있지만,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몇 가지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 첫째, 데이터를 측정하는 치는 변하지 않으며 

둘째,  AP의 치 역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훈련 데

이터의 분석을 통해 AP의 계성  치 이블�AP 

계성을 찾아낸다면, AP 치에 한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테스트 데이터의 추정이 가능하

다. 이는 [2, 6]등의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그래

로 표 된 데이터 문제 공간에서 링크를 분석하여 데

이터 인스턴스 간 혹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특성 간 계

성을 찾고 이를 통해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근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를 Test 데이터, 훈련 데이터 분

석을 통해 확보한 각 치- 이블 설명 모델을 Model이

라고 했을 때, 태스크 2에서 요구하는 작업은

� �������� � � ��������� ����� ������...(1)

식 (1)을 최 화하는 Model 즉

 	
������������� ��������을 만족하는 �을 찾는 것

이다(여기서 �����은 247개의 치 데이터에 하여 

생성된 설명 모델을 의미). 식 (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 ������, � ���의 성격에 하여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식 (1)의 계산에서 가장 요한 것은 

Likelihood Probability � ��������...(2)가 된다. 식 (2)의 

계산을 해 필요한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측정 데이터

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악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환

경 변화에 따른 AP 측정 결과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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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2에서 원은 측정된 AP를 의미하며 링크는 AP간 

계성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측정 환경이 변화

하면 다음의 변화를 찰할 수 있다.

a) 기존 AP 사라짐: 그림 2 상단의 11번 AP가 그림 2 

하단에서는 찰되지 않는 것처럼 측정 환경 변화에 

따라 찰되었던 AP 라디오 신호가 사라지는 상이 

발생한다.

b) 새로운 AP 등장: 그림 2 상단에는 없었던 13번  AP

가 그림 2 하단에서 찰되는 것처럼 환경 변화에 따

라 새로운 AP가 찰되는 상이 발생한다.

c) 측정값의 변화: 그림 2 상단과 그림 2의 하단을 비교

하면 3번  AP 와 5번 AP를 연결하는 링크의 굵기가 

변화한다. 이와 같이 측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측정된  

AP 라디오 신호의 세기가 변화한다. 

  a)~c)의 상을 최 한 활용해야만 식 (2)의 효율 인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2 환경 변화에 따른 측정 결과 변화

  그림 2에서 찰된 a)~c) 상을 반 하여 식 (2)를 다

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3)

식 (3)에서 �는 Model을 표시하는 인덱스이며, ��������

은 특정 Model에서 �� �와 ���의 계성을 표시한다. 

��������은 모델 �에서 �번째 AP가 등장할 확률 혹은 

사라질 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3)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AP가 유지될 확률, 등장할 확률, 사라질 확

률을 계산하며, 각각의 경우에 하여 각 AP에 한 라

디오 신호의 세기를 반 하여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치 모델을 선택한 후 선택된 

치 모델이 해당 테스트 데이터의 치라고 측한다. 

Step 1: Data Analysis

Input:: Training Data, Landmark Data

Output: Model m

- Link Analysis

  Obtain link information from training data.

  (Link information represents AP proximity computed 

   using AP RSS)

  Modify link distribution using Landmark data.

  Compute model m for all locations.

Step 2: Location Estimation

Input:: Test Data instance, Model m

Output: Estimated location for the given test data 

instance

Compute equation (3) using m

표 3 치 측을 한 제안 알고리즘

   표 3에서 치 측을 한 제안 알고리즘을 설명하

고 있다. 식 (3)의 계산을 하여 제안 알고리즘은 데이

터 분석 단계  치 측 단계로 계산된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새로운 AP가 등장할 확률, 기존

의 AP가 사라질 확률을 계산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AP 

측값 변화(RSS 변화)를 구하기 한 것으로 훈련 데이

터를 분석하여 링크간 계성을 계산하는 것이 주목 이

다. 데이터 계성은 RSS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가능한 

AP pair를 생성한 후 생성된 AP pair의 RSS 계를 구

하여 해당 AP pair의 유의미성을 수치로 표 한다. AP

가 등장하거나 사라질 확률은 Landmark 데이터를 이용

하여 계산되며, Landmark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하여 훈

련 데이터에서 계산된  AP pair 분포를 변화시킨다. 이 

때 AP pair를 구성하는 찰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

다고 가정하며 Landmark 데이터의 측값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인자를 변형하도록 한다.  

   치 측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구해진 

치 모델을 이용하여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 인스턴스의 

치를 추정하는 단계로 식 (3)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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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 결과 

   식 (3)  ��������만을 반 하여 ICDM Data 

Mining Contest 데이터의 태스크 2에 하여 측 작업

을 진행하여 보았다. 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Rank Precision(
������ 	
 ���� ���

������ 	
 �	����� ��������	�
)

1 0.322

2 0.314

3 0.313

4 0.311

5 0.297

6 0.296

7 0.294

8 0.2928

9 0.2921

10 0.289

11 0.279

12 0.252

13 0.25

14 0.243

15 0.174

16 0.173

17 0.162(제안 알고리즘)

18 0.153

표 4 측 결과 비교

식 (3)  ��������만을 반 하여 치 측을 한 결과 

2007 Data Mining Contest 참여자  17 에 해당하는 

측 성능을 보 다. 

5. 결론  추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Transfer Learning의 아이디어를 활용

하여 2007 Data Mining Contest의 태스크 2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주어

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AP 계 모델을 생성한 후, 

Landmark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AP 

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모델을 치 측에 사용하는 

차를 따른다.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계 ���   �  

계 한 가지만을 구 하여 성능을 확인한 결과 경쟁력 있

는 측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발  과정에서는 �  계를 반 한 모델을 

생성하여 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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