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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단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LBS (Location Based Service)와 같은 서비스에서 단말의 위치정보가 빈번
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GPS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GPS의 높은 전력소모량에 따른 스마트폰의
배터리 문제는 LBS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KAIST와 NCSU 두 캠퍼스의 단말의 위치 trace
로부터 단말간의 근접성을 분석하고, 단말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단말의 전력소모량을 크
게 줄일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 론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단말의 현재 위치를 10m 범위 내의
오차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GP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LBS (Location Based
Service)에서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GPS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GPS는 전력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말의 에너지 소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2]. 따라서 최근에는 셀룰러망이나, WiFi망을 활용하는
등
GPS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체
위치측정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예.[3] 참고문헌
포함).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에도 단말의 에너지 소모와
위치측정의 정확성 사이의 Trade-off 문제가 발생한다.
LBS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중, 단말의 현재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각의 LBS는
서로 다른 위치측정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지도 위에 단말의 현재 위치를 검색하여 길을 찾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높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위치정보는 높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 머물러 있거나 이동하는 위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들(혹은 무선단말)의 이동성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4].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사람들 간의
근접성이다.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 목적지로 이동할
시에는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는 인접한 위치에 있는 단말들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그 중 대표단말이 GPS로 위치를

측정하고, 나머지 클러스터 멤버들이 그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첫째, 한국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미국 NCSU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캠퍼스 내 학생들의 위치 trace로부터
단말간의 근접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둘째,
인접한 단말들끼리 근거리 통신을 가정하여 단말들의
분산화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셋째,
제안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따라 KAIST와 NCSU
캠퍼스 환경에서 단말의 평균 전력소모가 얼마나
절약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2. KAIST와 NCSU 캠퍼스의 단말 사용자 근접성 분석

그림 1. KAIST와 NCSU 지도
2.1 분석 환경
2
그림 1.과 같은 KAIST(면적 2km , 총 학생수와
2
교직원 수 : 10000명)와 NCSU(면적 8.5km , 총
학생수와 교직원 수 : 40000명) 캠퍼스에서 학부생
93명(KAIST)과 99명(NCSU)을 대상으로 각각 7일, 9일

동안 GPS trace를 5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측정하였다.
2.2 척도
KAIST와 NCSU 캠퍼스에서 각각의 단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말과의 단말-평균 거리
(Min_dist)와 각 단말에서 10m 반경 내에 있는 단말의
단말-평균개수
(Ave_count)를
각각의
시간에서
측정하여, 실험인원수와 실제 캠퍼스 내의 인원수의
비에 맞게 스케일링하였다. 여기에는 캠퍼스 전체 인구
분포와 스케일링 된 지역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분포를 가정하였다 [5].

을 통해 가까운 곳에 단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인지해야만
한다.
또한,
분산화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단말간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Bluetooth를 사용하여 주변 단말의
존재여부를 파악 및, 단말간 정보교환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GPS와 Bluetooth
모듈의 전력소모량은 각각 143.1mW, 36.0mW이다[1].
3.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2장에서 분석한 단말근접성을 기반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말들간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클러스터는
CH (Cluster Head)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CH의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Cost의 계산
각 단말 𝑖 ∈ 𝐼 의 Cost는 𝑡 시간에 남아있는
에너지의 양 𝐸𝑟,𝑖 (𝑡) 와 가중치 𝑤𝑖 , 그리고 이전에
CH를 했던 횟수 (GPS 위치측정 횟수) 𝑇𝑖 (𝑡) ,
주변 단말 set * 𝑗 ∈ 𝐽 𝑖 + 들로부터 받은 신호세기
𝑅𝑆𝑆𝑗𝑖 에 의해 다음과 같은 Cost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𝐶𝑖 (𝑡) = 𝑑𝑖 (𝑡)

3. 협력 GPS 위치 측정 기법 (CooGPS)
3.1. 근거리 통신을 활용한 근접성 측정
협력 위치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말이 기지국의
도움을 받거나, 근거리통신 (예, Bluetooth or Zigbee)

1

𝐸𝑟,𝑖 (𝑡)

𝑗≠𝑖 𝑅𝑆𝑆𝑗𝑖 (𝑡)

, where 𝑑𝑖 (𝑡) = ∑

𝛼

(1)

α는 path loss exponent 파라미터 [6].
위의 Cost 함수는 첫째, 현재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는 단말, 둘째, 공평성을 위해 이전에
CH가 적게 선정되었었던 단말, 셋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단말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단말이
CH로 선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각 단말의 Cost가 결정되었으면, 다음의 분산화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CH가 결정된다.

그림 2. 7일동안의 단말 근접성
2.3 Trace 분석
그림 2.는 KAIST와 NCSU 캠퍼스에서 7일동안
하루에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동안
Min_dist와 Ave_count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KAIST와 NCSU 캠퍼스 모두 모든 시간에서 1m
이내의 Min_dist를 가진다. 이것은 협력 위치측정을 할
단말이 아주 가까운 곳에 최소한 하나는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한해서, KAIST에서는 평균
Ave_count가 10대, NCSU에서는 5대 이상이 존재한다.
이것은 10m 반경내의 오차에서라면, 평균적으로
KAIST에서는 10대, NCSU에서는 5대의 단말이 협력
위치측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3)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중보다 10m 이내에
단말이 훨씬 적게 존재한다. 이것은 주중보다 주말에
학생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위치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성이 큰 단말보다
활동성이 적은 단말이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𝑤𝑖 𝑇𝑖 (𝑡)

단말 알고리즘
1: Cost computation ∀𝑖
2: Cost exchange by short-range communication ∀𝑖
3: Select CH candidate 𝑗′ by argmin𝑗 𝐶𝑗 (𝑡) ∀𝑖
4: repeat:
5:

Exchange CH candidate 𝑗 ′ with * 𝑗 ∈ 𝐽 𝑖 + ∀𝑖

6:
7:

If CH candidate device select itself as CH,
then, stop

8:

Else then, except 𝑗′ from set * 𝑗 ∈ 𝐽 𝑖 + and
request others to enter the set * 𝑗 ∈ 𝐽 𝑗 +

9: until all of devices determine CHs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전력절감 효과

Baseline

4.1. 시뮬레이션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은 KAIST 캠퍼스의 단말 사용자
분석 환경과 동일하다. 즉, 자기유사성 분포를 가정한
스케일링된 93명의 학생들의 위치를 대상으로,
3장에서 주어진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10m 반경
(Bluetooth Range) 내의 단말간 클러스터링을
형성한다. 단말의 남은 에너지 𝐸𝑟,𝑖 (𝑡) 의 초기값은
모두 동일하고, 에너지는 위치측정에만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총 3시간이고, 제안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법과 모든 단말이
GPS를 사용한 방법을 비교한다.
4.2 시뮬레이션 결과

(a) T = 5 min

(b) T = 1 hour

에너지

소모량

GPS에너지소모량/단말 ×

:

단말수 × Time = 5.103kWh
CooGPS

에너지

소모량

:

(GPS전력소모량/단말 ×

클러스터링수 + BT전력소모량/단말 × 단말수) × Time
= 2.504kWh
결과로부터 CooGPS가
Baseline보다 약
전력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의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말의 위치정보 검색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GPS의 큰
전력소모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의 근접성을
분석하여 단말간 단거리 통신을 활용한 위치정보를
검색하는데 요구되는 전력을 줄이는 CooGPS기술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GPS만을 활용한
방법보다 전체 단말의 약 51%의 전력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고려된 Cost는
개별단말의 배터리 사용량과 지금까지 GPS를 측정한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단말간
공평하게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KCA2011-11913-05004))

(c) T = 2 hours
(d) T = 2 hours 50 min
그림 3. 시간별 클러스터링
그림 3.은 KAIST에서 3시간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뀌는 클러스터링을 나타낸 것이다. 클러스터링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각 단말이 Cost를 최소화하는
CH를 선택하면서 단말들이 하나만의 CH를 선택하고
있음을, 즉, 클러스터링이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모든 단말이 GPS를 사용하는 경우
(Baseline)와 단말간 Bluetooth를 사용하여 제안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클러스터링 한 후,
CH들만 GPS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CoopGPS)의 전력소모를 비교한다.
GPS 전력 소모량/단말 : 143mW, Bluetooth 전력
소모량/단말: 3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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