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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 전국 곳곳에 실내 멀티플렉스관이 들어 서면서 여가를 즐기는 공

간이 하나의 건물 안으로 모여지고 있다. 멀티플렉스관에서는 영화관람, 서점 식당, 마트 

등의 다양하고 많은 매장들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곳에서 일반 팜플렛을 가

지고 자신이 원하는 매장이나 특정 위치를 한번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실외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실내 

위치 측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Wireless Access Point와 Bluetooth장비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에 기반한 부가정보를 제공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실내 위치 측위 시장 현황 

세계 LBS(LBS : Location-Based Service) 시장은 2008년 1,93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7.3%씩 성장하여 2014년 경에는 8,263.5백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LBS시장은 개인용 네비게이션, 위치추적, 친구찾기/소셜네트워킹, 가족위치안전서

비스, 기타 LBS로 구분되어 이중 개인용 네비게이션 시장이 41% M/S를 차지할 것으로 전

망 되고 있다 

 

 

 [그림 1] LBS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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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BS시장규모는 2009년 10,499억원에서 2010년 62,102억원 규모(스마트폰 단말기 

포함)로서 전년대비 49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LBS 시장규모를 분야별로 살펴 보

면 LBS시장은 2008년 1,93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7.3%씩 성장 하여 2014년 경

에는 8,263.5백만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컨텐츠는 2009년 

1,408억원에서 2010년 3,519억원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시스템 분야의 LBS매출액은 

2009년 75억원에서 2010년 503억원으로 증가 했다. 

 

 

 

[그림 2] LBS 시장 전망 

 

 

 

1.2.2  실내 위치 측위 기술 현황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 : Real Time Location Service)로 불리는 in-door LBS 서비스는 

향후 활용영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실내 측위

를 위해 이슈가 되는 것은 실내 지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와 유저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내 측위 방

법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Wi-Fi를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블루투스, ZigBee, 

UWB(Ultra-Wide Band)를 이용하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RFID그리고 관

성 센서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 방식이 활용됨에 따라 향후 

실내 측위 기술은 GPS없이도 유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실내 상점 등의 데이터는 유저나 상점 주인 등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CroudSourcing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팀 명 Building#7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20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림 3] 실내 위치 측위 기술 

 

 

 

1.2.3  실내 위치 측위 개발 현황 

신센텀시티 : Wi-Fi측위 기술을 이용하여 GPS가 닿지 않는 빌딩 내 실내 주차장의 주차 

위치 확인 서비스로 반경 5m 정보의 정확성으로 주차구역과 번호를 알려주고 주차위치까

지 길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SMART Cart : 대형마트와 같이 매대 등 장애물이 많고 상품 간 거리가 가까운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상품의 위치 정보와 쿠폰 안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4  프로젝트의  필요성 

현재 실내 위치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

되고 있는 실내 위치 측위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정보를 제공받기만 할 뿐, 사용자가 원하

는 실내 위치 측위 기반 기능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Wi-Fi와 Bluetooth

를 이용하여, 움직인 흔적이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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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7호관에 설치되어 있는 AP(Access Point)와 Bluetooth 비콘을 이용하여, 실내 측정이 가능

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지 않은 기능을 제공한다.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1) 7 호관 내부의 AP 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내 위치 측정 

2) 7 호관 내부의 WRM(Wi-Fi Radio Map)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수집 

3) 7 호관 내부의 WRM 구축 

4) 위치 계산을 위한 Indoor Mapping 서버 개발 

5) Navigation App 개발 

6) 실내 LBS 기반 사용자 편의 기능 구현  

 

 

2.2 연구/개발 내용 

이 프로젝트에서는 건물 내의 여러 개의 AP의 정보와 신호 세기를 수집하여 WRM(Wi-Fi 

Radio Map)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내 LBS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P 정보와 신호세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측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WRM과 측정 알고리즘을 Mapping 시키

기 위한 서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의된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7호관 내부의 AP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내 측정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정확한 Object를 도출해 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측정 Signal에 대한 Pre-Processing, Clarification, Post-Processing과정을 통해 Object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Pre-Processing(Missing Signal Imputer) 

초기 입력 신호에 대한 누락된 signal 을 Filtering 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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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ification(K-NN Classification) 

분류 (classification) 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샘플들 

각각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굳이 각 샘플에 대한 확률 인수 (parameter) 들을 구하지 

않고  샘플의 값을 그대로 좌표에 표시하여 참조집합 (reference set) 에서 가장 

유사 (similar) 하거나 거리 상으로 가까운 (nearest) class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 Post-Processing 

o Addaptive Kelman Filter 

Rudolf E. Kalman 이 발명한 칼만필터는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 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잡음 (noisy) 운동 방정식 (equations of 

motion) 을 가진 시간에 따른 방향 (time-dependent state vector) 를 추적하

는 효율적인 재귀 계산법 (recursive computational solution) 이다. 칼만필터는 

하나의 시스템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잡음 (noise) 

으로부터 신호 (signal) 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된다. 

o Map Matcher 

맵 이미지의 Pixel 좌표에 지리적 좌표를 부여하여 프로그램이 이를 기준으로 

이미지 내의 각 Pixel 좌표를 대응하는 지리적 좌표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2.2  WRM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데이터 수집 

7 호관 내부의 최종 좌표가 될 POI(Point of Interest)들을 선정한다. AP 정보에 대한 

Fingerprint 를 수집하고 WRM 을 생성하기 위한 POI 와 Mac 주소를 포함한 

AP 고유정보와 RSSI 를 DB 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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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된 데이터를 DB로 만드는 과정 

 

 

 

2.2.3  7호관 내부의 WRM구축 

각 POI에 대한 7호관 건물 또는 구역 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무선 라디오파를 수집 기

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7호관 내부의 Wi-Fi Radio Map을 Master 서버에 최종적으

로 구축한다.  

 

 

2.2.4  실내 위치 계산을 위한 Indoor Mapping Server 개발 

WRM와 관측 된 POI간의 point의 선정을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고 현재 디바이스 위치에 

인접한 모든 point를 선정하여 맵 매칭을 위한 후보 point를 등록을 한다. 선정된 후보 

point를 건물 내부의 기하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최종 매칭 point를 선정하는 

mapping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낼 서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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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P와 신호세기를 이용한 Mapping 
 

 

2.2.5  Navigation App 개발 

사용자의 위치 보여주기 위한 Navigation App을 개발한다. 기존에 개발한 Indoor 

Mapping 서버로 현재 측정된 AP들 간의 신호세기를 전송하고, 계산된 위치를 전송을 받

는다. 이렇게 전송 받은 위치를 RSS값을 이용한 Friis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와 비교하여 

더 정확한 위치를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2.2.6  실내 LBS 기반 사용자 편의 기능 구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다. Wi-Fi의 범위 안에 있지 않는 경우 Bluetooth 기기를 이용하여 기능을 추가 할 예정

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기능은 최단경로 찾기, 친구 찾기, 미아방지, 주차된 자동차 찾

기 등의 실내 LBS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팀 명 Building#7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20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 결과물 목록  

IPS(Indoor Positioning System)를 개발하여 얻을 수 잇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Server 

데이터 Wi-Fi 신호 정보 수집, Function  

데이터 Server 와 Database 연동 Module  

Indoor Mapping Mapping 정보 추출 Module  

IPS Missing signal 에 대한 처리 Function  

IPS KNN 을 통한 유효한 Object 선정 Function  

IPS Post Filtering 을 통한 노이즈 제거 Function  

Mobile 

실시간 위치 사용자의 현재위치 조회 Hybrid  

친구 찾기 등록된 사용자의 실내 위치 조회 Hybrid  

미아 찾기 Position Tracking Hybrid  

위치 출력 건물 내부의 위치 출력 Hybrid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6개의 소프트웨

어 모듈로 구성된다. 각각 모듈은 유기적으로 동작하며 각 모듈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

과 같다. 

 

 

[그림 6] 시스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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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Positioning Engine :  

디바이스의 위치 계산을 담당하며 Pre-Processing, Classification, Post-Processing 과정을 

통해 Signal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 

 

Wi-Fi Fingerprint Collector :  

WRM 을 생성하기 위한 POI 와 Mac 주소를 포함한 AP 고유정보와 RSSI 를 DB 화 

 

Indoor Mapping Tool :  

건물 내부의 기하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최종 매칭 point를 결정 

 

Indoor Navigation App :   

Mapping 결과를 Android 기반의 Mobile화면에 보여준다. 

 

다음은 시스템에 대한 흐름도이다. 

 

 

[그림 7]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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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 프로젝트는 7호관의 실내 네비게이션을 구축하여 7호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더 나아가 멀티플랙

스와 같은 큰 건물에서도 fingerprint와 radio map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실외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어 자동차 운전자나 밖에서 길을 찾는 사

람들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외 네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건물이나 지

붕이 있는 장소에 진입한 순간부터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건물내의 쇼핑몰 3층의 커피숍에 

가야 할 경우 길을 헤맬 가능성이 크다. 

실내 네비게이션을 이용한다면 건물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

다. 실내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여 공공 LBS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치안, 안전, 방재

를 위해서 실외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공공 안전 LBS를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내 

네비게이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8] LBS 활용방안 

 

실내 네비게이션이 도입 된다면 실외나 실외 모두에서 발생하는 치안, 안전, 방재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실내에 

개인물품을 보관한 장소나 미아의 이동경로를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면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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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 Client 

A. OS : Window7 Professional 32bit/64bit 

     Mac OS 64bit 

B. 컴파일 환경 : Eclipse 

C. 개발언어 : Java, Android 

D. 사용 라이브러리 : Android SDK, OpenCV 

 

· Server 

A. OS : Window7 64bit 

B. 컴파일환경 : Visual studio 2012 

C. 개발언어 : C/C++, MySQL 

D. 사용 라이브러리 : libmysql 

 

3.1.2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 Client 

A. OS : Android OS 2.3 이상의 스마트폰 

B. Software : Navigation App 

 

· Server 

A. OS : Window7 64bit 

B. Software : Indoor Mapping Tool 

C. DB :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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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AP 밀도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AP 의 위치와 층당 3 대 이상의 

AP 가 필요하다. 현재 7 호관에 여러 대의 AP 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호세기를 이용한 위치 측정 방법과 Fingerprint 

방식을 결합하여 더 정확한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 Mobile Device 성능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WRM을 저장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속도

가 필요하다. 또한 7호관 전체 지역에 대한 WRM이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DB의 

용량이 클 것이다. 따라서, 처리속도와 DB용량을 고려하여 mobile device가 아닌 

Server에서 처리하여 계산된 위치정보를 mobile device에 전송할 계획이다. 

 

 

3.2.2  소프트웨어 

· 실시간 위치 이동 

사용자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능이 좋은 Device 라도 

위치정보를 받고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를 

연구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 RSS 신호 필터링 

AP 에서 보내주는 신호의 세기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AP 와 사용자 사이에 

다른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호세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신호세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RSS 신호 필터링 알고리즘을 거쳐 계산된 신호세기로 

위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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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타 

· 데이터 수집, 유지보수 비용 

WRM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7 호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에 비용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AP 의 위치나 장치가 바뀌게 된다면 WRM 을 

다시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7 호관 특성상 AP 의 위치나 장치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음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 름 역 할 

김찬영 
- Indoor Positioning 알고리즘 연구 

- Indoor Mapping Tool 개발 

노승국 
- Software Project Leader 

- Wi-Fi Fingerprint Collector 개발 

김희재 
- Indoor Navigation App 개발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박정은 - User Interface 담당 

 

 

5 프로젝트 비용 

항 목 예상치 (MD) 

개발 환경 구축 10 

실내 측위 시스템 연구 20 

시스템 설계 및 Algorithm 연구 20 

Wi-Fi Fingerprint Collector 구현 및 데이터 수집 40 

WRM 구축 및 Mapping Algorithm 적용 50 

Indoor Navigation App 개발 및 부가기능 구현 60 

Test & Debug 20 

합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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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연구 및 설계 
관련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알고리즘 구현 및 검증        

모듈 테스트        

구현 최종 App 개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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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아이디어 수집 및 선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및 제안서 

2014-02-01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3-09 2012-03-15 

1 차 중간 보고 

Wi-Fi Fingerprint Collector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Wi-Fi Fingerprint Collector App 

2014-03-16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Server  - Indoor Mapping Tool 구현 완료 

Client - Navigation App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Indoor Mapping Tool 소스 코드 

3. Navigation App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Client – Navigation App 부가 기능 구현 완료 2014-05-02 2014-05-16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실제 7 호관에서 사용가능 한 App 
2014-05-17 2014-05-27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보고서, 시연 가능한 결과물 
2014-05-17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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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노승국 Wi-Fi Fingerprint Collector 2014-03-16 2014-04-15 50 

김찬영 Indoor Mapping Tool 2014-03-16 2014-04-15 50 

김희재 Navigation App 2014-04-16 2014-05-01 50 

박정은 UI 구성 및 보고서 작성 2014-02-01 2014-03-12 4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각 팀원 2014-02-01 2014-05-27  

개발용 PC 1 대 정보보호 연구실 2014-03-01 2014-05-27  

개발용 노트북 4 대 각 팀원 2014-02-01 2014-05-27  

개발용 스마트폰 2 대 각 팀원 2014-02-01 2014-05-27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팀 명 Building#7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MAR-10 

 

캡스톤 디자인 I Page 20 of 20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퍼블리싱 2013 정재곤  

2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한빛미디어 2010 김상형  

3 웹사이트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http://www.m-ips.com/kor/ 

4 웹사이트 LBS 국내외 시장 동향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ton
gic1&logNo=150172178468 

5 특별기사 RTLS 기술 동향과 발전 LS 산전 2009 최창수  

6 논문 Bluetooth Localization and Trac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2008 

Ei Darli 

Aung 
 

7 논문 
선박 내부 위치 측위를 위한 시스템 

설계 

한국통신학회 

논문지 
2013 

박진관 

외 3 명 
 

8 학술지 실내외 연속측위 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007 

조영수 

외 6 명 
 

9 학술지 스마트폰 위치 기반서비스 기술 동향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2010 

정구민 

최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