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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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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건물 안으로 모이고 있다. 멀티플렉스관에서는 영화관람, 서점 식당, 마트 등의 다양하고 

많은 매장들을 포함하여 매우 복잡하여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 현재 위치 측위에 사용

되고 있는 GPS가 있지만, GPS는 실내위치 측위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GPS의 단점을 보안하고 실

내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실내 LBS(Location Based Service)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이 프

로젝트에서는 7호관의 Indoor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하고 7호관에 맞는 LBS(Location Based 

Service)를 구축하여 7호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1  LBS 시장 현황 및 동향 

세계 LBS시장은 개인용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친구찾기/소셜네트워킹, 가족위치안전서비스, 기

타 LBS로 구분되어있다. LBS시장은 2008년 1,93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7.3%씩 성장하여 

2014년에는 8,263.5백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전망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LBS를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 1] 세계 LBS시장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LBS가 전망이 밝은 이유는 대형 서비스나 플랫폼에 활발하게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에 ‘기능’으로 흡수되어 모바일 특유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

다. 대형 업체들의 최근 인수/합병 사례를 살펴보자 페이스북은 Hot Potato, Gowalla, Glancee 등

을 인수했고 트위터는 Sense Networks, Mixer Labs, Spindle 등을 흡수했다. 애플은 Wif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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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ary, HopStop, Embark 등을 인수하면서 올해만 4개의 위치 관련 서비스를 흡수했다. 기존 

서비스와 융합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2] 대형 업체들의 인수/합병 사례 

 

 

1.1.2  실내 내비게이션의 기술 발전 현황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 : Real Time Location Service)로 불리는 indoor LBS는 향후 활용영역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실내 측위를 위해 이슈가 되는 

것은 실내 지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와 사용자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내 측위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 Wi-Fi를 사

용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Bluetooth, ZigBee, UWB(Ultra-Wide Band)를 이용

하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RFID그리고 관성 센서 등을 활용하는 기술이 활용되

고 있다. 다양한 기술 방식이 활용됨에 따라 향후 실내 측위 기술은 GPS없이도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실내 상점 등의 데이터는 유저나 상점 주

인 등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Croud Sourcing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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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표적인 실내 위치 측위 기술 

 

 

1.1.3  실내 위치 측위 개발 현황 

IPS(Indoor Positioning System)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다. 미래에는 IPS로 

건물 내의 미세한 사용자의 위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PS가 보급된다면 건물 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광고, 결제, 쿠폰 제공, 가이드, 게임, 보안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위치를 지날 때 마다 상품 광고가 나오고, 이벤트가 진행 중인 상점에 들렀을 때 쿠폰

이 전송되고, 특정 출구로 나가는 것만으로 쉽게 결제가 될 수 있다. 전시전에서 작품 앞에 다가

섰을 때 정보를 전달하거나 쇼핑몰에서 층별 이벤트 존을 찾아 다니는 이벤트 형태의 게임도 가

능해진다. IPS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과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그 활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IPS 서비스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애플의 아이비콘(iBeacon)이다. 아이비콘은 

BLE(Bluetooth Low Energy)를 활용한 데이터 통신 기술로 5cm에서 49m까지 사용자의 위치를 인

식할 수 있는 애플의 솔루션이다. 애플은 지난 해 12월에 미국 내 254곳의 애플 스토어 매장에 

아이비콘이 적용되어 많은 고객들이 아이비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OS와 단말, 결제 계

정까지 가진 애플은 아이비콘을 기반으로 한 IPS를 통해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생태계를 만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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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pple의 iBeacon 

 

지난 해 공개된 퀄컴의 김발(Gimbal)도 주목할 만한 IPS 중 하나이다. 아이비콘처럼 블루투스 

기반의 서비스로 아이비콘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 특징을 갖고 있다. 퀄컴은 미국의 미식축구 구

장인 선 라이프 스타디움(Sun Life Stadium)에서 시험 서비스를 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인 쿠폰 미디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발은 안드로이드 단말도 지

원한다는 장점과 아이비콘 단말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이 판매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Qualcomm의 Gim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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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다소 거리가 멀 것 같은 필립스도 IPS 서비스를 공개했다. 

LED 조명에 비콘을 내장해 IPS를 제공하는 VLC(Visual Light Communications)이다. LED 조

명이 주변을 비추는 본래의 기능 외에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쇼핑도우미 역할을 한다. 

독일의 한 슈퍼마켓에서 시범서비스 중으로 구입할 상품을 앱에 등록하면 제품의 위치, 프로

모션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림 6] PHILIPS의 VLC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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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놔두었는지 등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실내 위치 측위 기반 기능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최단거리 라인을 보여준다. 

또한 Bluetooth장치가 내장된 차의 위치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사용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위치 

찾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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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7호관을 내부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7호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에

게 편의를 제공한다. 7호관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주변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건물 중간중

간에 배치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다 이를 돕기 위해서 7호관의 Navigation App을 제공한다. 

7호관 사용자에게 실내 Navigation을 제공하기 위해서 Indoor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기존 7호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내 물건 위치 저장과 같은 LSB 제공한다.  
 

· Indoor Positioning System 

사용자가 실내 지리를 잘 모를 경우, 위치 찾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7호관

에 설치되어 있는 AP(Access Point)의 신호 강도와 기타 센서를 이용하여 7호관의 실내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 Google Indoor Maps 

 

· 실내 LBS(Location Based Service) 

사용자가 실내 지리를 잘 알더라도, 자신의 물품 위치나 다른 사람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Bluetooth 장치와 Wi-F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상의 실내 위치 정보를 제공

하고 그 위치에 따른 LBS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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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7호관 내부의 AP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내 측정 

7호관 내부의 AP를 이용한 Wi-Fi 기반의 실내 측정 모바일 디바이스로부터 정확한 Object를 도

출해 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 측정 Signal에 대한 Pre-Processing, Clarification, 

Post-Processing과정을 통해 Object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 SearchWIFI 

7호관 내부 AP 정보에 대한 Mac 주소와 

SSID, 사용 주파수를 포함한 AP 고유정보와 

RSSI를 보여준다. Mapping Server에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림 8] WIFI의 R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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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7호관 내부의 WRM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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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print 를 수집하고, WRM 을 생성하기 위한 POI와 Mac주소를 포함한 AP 고유정보와 RSSI

를 DB 화 하고, 구축한 각 POI에 대한 7호관 건물 또는 구역 안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무선 AP신

호 수집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7호관 내부의 WRM(Wi-Fi Radio Map)을 최종적으로 구

축했다. 

 
[그림 9] WRM 구축 

 

 

2.2.1.3 실내 위치 계산을 위한 Indoor Mapping  

WRM와 관측 된 POI간의 point의 선정을 위한 임계 값을 설정하고 현재 디바이스 위치에 인접

한 모든 point를 선정하여 Mapping위한 후보 point를 등록을 한다. 선정된 후보 point를 건물 내

부의 기하정보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최종 매칭 point를 선정하는 mapping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point를 map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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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간단한 Mapping 알고리즘 

 

실내 위치 계산을 위한 Indoor Mapping Server를 구현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나와있는 

Mapping 기술들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Wi-Fi 신호의 경우,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신호 

세기 값이 매우 불안정하여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실내 위치 좌표 값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위치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술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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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Server를 개발 중에 2014년 3월 20일 KAIST에서 개발한 KAILOS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다. KAILOS는 클라우드소싱을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었다. Mapping 

Server 구현의 어려움과 현재 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는 구현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

었다. 팀원들과 회의결과 Mapping Server를 구현하는 것 보다 API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결

론을 내렸다. 

 

 
[그림11] KAILOS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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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AILOS 복합 측위 엔진 

 

Mapping Server를 알아보던 중 Google Maps에서 제공하는 Goolge Maps Android API V2를 발

견하였다. Google Maps에 실내 지도를 등록하면 Google Map에서 층별 단면도와 API를 제공하고 

있었다. Google Map을 이용하면 사용자에게 익숙한 지도와 깔끔한 실내 지도를 제공할 수 있지

만, 현재 미국을 포함한 19개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Google Map Android API V2

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림 13] Google Maps와 Google Indoor Map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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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ps와 IndoorAtlas와 같이 Mapping Server를 API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를 이용하였다. 

Goolge Maps Android API V2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불가능 함으로 IndoorAtlas를 이용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IndoorAtlas에서 제공하는 Package이다. 

 

 
[그림 14] Indooratlas Package 

 

핀란드에의 IndoorAtlas는 특유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위치 측위를 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자

기장의 파동으로 건물 내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와이파이나 GPS 기반의 실내 

위치 확인 시스템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Beta버전으로써, 사용

자에게 Package의 형태로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3] Indooratlas home page(www.indooratl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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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7호관 건물 내부 Collector 

 IndoorAtlas에서 제공하는 API로 현재 측정된 AP들 간의 신호세기를 전송하고, 계산된 위치를 

전송을 받는다. 사용자가 건물과 층을 선택하면 단면도를 보여주고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Indoor 

Atlas에 단면도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API를 이용하여 서버에서 계산된 사용자 위치 

값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15] Indooratlas 단면도 등록 화면 과 저장된 이미지 

 

Indooratlas 에서 제공하는 API 로 Collector 를 실행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사용자가 측정하고 

싶은 길을 입력 받아 측정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며 데이터를 측정한다. 한번 측정하게 되면 

신호의 세기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여려 번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내의 위치를 받아오는 실험을 할 수 있다. 추후에 Indooratlas 서버를 통하여 Navigation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게된다. 

 

            
[그림 16]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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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Navigation App  

사용자의 위치 보여주기 위한 Navigation App을 개발한다. 기존에 개발한 Indoor Mapping 서

버로 현재 측정된 AP들 간의 신호세기를 전송하고, 계산된 위치를 전송을 받는다. 또한 사용자에

게 제스처를 인식 받아 맵을 축소/확대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내비게이션

과 내 물건 저장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  

 

Navigation App의 첫 시작 화면으로써 Goolge Maps Android API V2와 마커를 이용하여 국민대

학교 7호관을 표시한다. 표시된 마커를 2번 누르게 되면 Indoor Positioning을 하기 위한 준비 단

계가 시작된다. Indooratlas의 Indoor Positioning 기능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8자 또는 

무한대로 흔들어야 한다.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조금 더 정확한 지구 자기장의 파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다. 그 후, 현재 나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Walk to get location fix”라는 메시지를 보여

준다. 매번 Indooratlas 서버에 신호 값을 전송하게 되면, 위치에 따른 실내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현재 층에 대한 저장된 물건들과 현재 위치가 표시된다.   

 

        
[그림 17] Application 초기화면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왼쪽 위의 지도 버튼을 눌러 7호관의 각 층에 대

한 간략한 정보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진다. 층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눌려진 층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 바뀐 층에 따른 저장된 물건들이 보여지게 된다.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오른쪽 위의 사람 버튼을 누르면 각 디바이스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들이 나온다. 현재 위치를 보이거나 안보이게 하는 버튼과 블루투스 디바이스

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실행시키는 버튼과 길 안내를 하는 버튼, 앞으로 저장될 물건의 색을 지정

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 물건 정보의 경우 각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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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층별, 물건 리스트 화면 구성 

 

물건을 추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원하는 지점을 오래 누른다.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입력을 받게 된다. 입력 받은 좌표와 이름 정보, 현재 층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추가

하게 된다. 또한 왼쪽에 있는 내 물건 목록에도 자동으로 추가 된다. 또한, 디바이스와 연결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이 가장 강했던 위치좌표 값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19] 사용자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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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저장된 물건의 위치 표시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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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Bluetooth를 이용한 실내 LBS(Location Based Service) 기능  

어플리케이션이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기 전에 디바이스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면 활성화 되었는지도 확인해줘야 한다. 만일 블루투스를 지

원하지 않으면 블루투스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야 한다. 블루투스를 지원하지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떠나지 않고 블루투스를 활성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작업

은 BluetoothAdapter를 사용해서 두 단계로 수행할 수 있다. 

 

· 블루투스 활성화 

 
[그림 21] 블루투스 활성화 

 

블루투스가 활성화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isEnabled()를 호출해서 블루투스가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메소드가 false를 리턴하면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블루투

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ACTION_REQUEST_ENABLE 인텐트로 startActivityForResult()를 호출한다. 

블루투스 활성화가 성공하면 액티비티는 onActivityResult() 콜백에서 RESULT_OK를 리턴받게 된다. 

블루투스가 에러로 인해 (또는 사용자가 “No”를 선택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면 RESULT_CANCELED

가 리턴된다. 옵션으로 블루투스 상태가 변경될 때 마다 시스템이 브로드캐스하는 

ACTION_STATE_CHANGED 인텐트를 listen하도록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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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Device 검색 및 Pairing 

Device검색은 BluetoothAdapter를 사용하면 디바이스 discovery 또는 페어링 된 디바이스 목록

을 퀘리해서 원격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다. 디바이스 discovery는 주변의 활성화 된 블

루투스 디바이스를 찾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검색 단계이다. 하지만 통신가능 범위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라 해도 현재 discoverable 하도록 활성화 되어 있어야만 discovery 

요구에 응답한다. 디바이스가 discoverable 상태인 경우 discovery 요구에 디바이스 이름, 클래스, 

MAC 주소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응답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서 discovery를 수행한 디바이스

는 발견된 디바이스에 커넥션을 시작하도록 선택한다. 

 

Device Pairing이 이루어지면 상대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 정보(디아비스 이름, 클래스, MAC 주

소 등)가 저장되고 그 내용은 블루투스 API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원격디바

이스의 MAC 주소를 사용하면 discovery를 수행할 필요 없이 바로 커넥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API는 RFCOMM 커넥션을 설정하기 전에 블루투스 API에서 암호화된 커넥

션을 시작하려고 할 때 페어링이 자동을 이루어진다. 

 

 
[그림 22] Pairing된 Device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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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간에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쪽과 클라이언트쪽 

메카니즘을 모두 구현해 줘야만 한다. 한 디바이스는 서버소켓을 열어줘야 하고 다른 디바이스가 

서버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사용해서 커넥션을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는 같은 RFCOMM 채널에 각각 커넥션 된 BluetoothSocket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커넥트 된 것

으로 간주된다. 이 지점에서 각 디바이스는 입, 출력 스트림을 얻어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 서버로 동작 

두 디바이스를 커넥트하려고 할 때 하나의 디바이스는 BluetoothServerSocket을 열어 서버로 

동작해야만 한다. 서버소켓의 목적은 incoming 커넥션 요구를 기다리다 accept되면 커넥션 된 

BluetoothSocket을 제공해 준다. BluetoothServerSocket에서 BluetoothSocket이 얻어지고 더 이

상의 커넥션을 accept할 필요가 없으면 BluetoothServerSocket은 제거해도 된다.  

 

· 클라이언트로 동작  

원격 디바이스와 커넥션을 시작하려면 우선 원격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BluetoothDevice 객체를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면 BluetoothDevice를 사용해서 BluetoothSocket을 얻어 커넥션을 시

작한다. 

 

· 연결 관리 

두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connection하게 되면 각 디바이스는 커넥션 된 BluetoothSocket을 

가지게 된다. 이 소켓을 통해 디바이스 간의 위치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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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Bluetooth Progile을 이용한 Address Mapping 결과 출력 

· Target Device의 Profile가져오기 

Bonding된 디바이스 리스트 중 선택한 기기에 대한 정보(Device 이름, 물리적 주소)를 가져온

다. 

 

· Device Mapping 결과 출력 

선택한 기기에 대하여 LocationManager 객체를 통하여 해당 물체의 초기 좌표를 결정지어 

줄 GPS 정보를 받아와 Google Map에 띄우고,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

거리에서는 Wifi Signal을 통해, 근거리에서는 Bluetooth Signal을 통해 해당 좌표의 위치를 지속

적으로 보정한다. 

  

 
[그림 23] Device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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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3.1 SW/HW의 전체 구성 

 

 
[그림 24]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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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equence Diagram 

 

· 전체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25] 전체적인 시퀀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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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탬 추가/삭제 다이어그램 

 
[그림 26] 아이템 추가/삭제 다이어그램 

· 현재 위치 좌표 다이어그램 

[그림 27] 현재 위치좌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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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State Receiver 다이어그램 

[그림 28] BroadStateReceiver 다이어그램 

 

· Bonding된 Device Profile 다이어그램 

 
[그림 29] Device Profile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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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ice Address로부터 위치좌표 매핑 다이어그램 

 
[그림 30] 위치좌표 매핑 다이어그램 

 

2.4 활용/개발된 기술 

· 실내 위치  

IndoorAtlas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실내 위치 좌표값 계산한다. 사용자의 Device에서 

IndoorAtlas 서버로 Signal 값들을 보내주면 onServiceUpdate라는 함수를 통하여 결과 값

을 리턴하여 준다.  

 

· 사용자 동작 인식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기 위하여 GestureDetector와 OnTouchEvent를 이용하였다. 사용

자가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축소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물건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현재 

이미지가 변화한 값에 맞추어 물건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 DrawerLayout 

google에서 제공하는 android.support.v4.widget.DrawerLayout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더 

보기 쉽도록 UI를 구성하였다. 현재 보여지는 화면에 영향을 적게 주고 사용자에게 잠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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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디바이스 페어링 및 연결 

주변의 페어링 가능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검색하고 Bonding하여 이를 ArrayList로 리스트

화 하여 관리하고, Server, Client Side 구현을 통해 쌍방향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하

고, Bluetooth Status Receiver를 통해 블루투스 신호의 유무를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유지한다. 

 

· 블루투스 디바이스 Address Mapping 

연결된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Address주소를 가지고 LocationManager를 이용하 여 GPS 위

치정보를 얻어와 Target 디바이스의 좌표를 Mapping시켜 저장한뒤, Bluetooth  signal 강도

를 통해 좌표의 세부조정을 한다. 

 

2.4.1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AP 밀도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층당 3 대 이상의 AP 가 필요하다. 

현재 7 호관에 여러 대의 AP 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7 호관 주차장에는 Wi-Fi 신호세기만을 이용하여 실내 위치 측위를 하기에는 신호세기가 

너무 약하게 잡힌다. 따라서, Wi-Fi 만을 이용하여 실내 위치 측위를 진행 하기에는 AP 의 

밀도 너무 낮다.  

 

· 연결된 AP의 변화 

Mapping Server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이다. 실제 국민대학교 

7 호관 4 층에서 Wi-Fi 를 켠 상태에서 실험 한 결과, KMU 와 연결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 시 Wi-Fi 연결이 끊어져 네트워크 연결이 잠시 지연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Wi-Fi 

연결이 끊어지고 잠시 후 다시 Wi-Fi 를 연결하며 생기는 네트워크 연결 끊김이 Real Time 

Location Service 의 안정성을 낮추고 있다. 

 

· 정밀한 위치 표현 

서버에서 계산된 값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다. 

Indoor Positioning 에서 사용되는 POI(Point of Interest) 때문이다. POI 란 단면도에서 사용할 

좌표들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표시 할 때, 서버에서 계산된 값을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좌표 값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를 소모하게 

된다. 하지만 POI 를 설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좌표 값을 정하게 되면 일정 범위 이상 

이동하였을 때에만 이동하기 때문에 리소스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 단면도의 지역별 표현 

단면도에서 각 지역의 세부 정보를 표현하려 하였으나,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위치가 변할 수 있어 세부 정보는 어려움이 있다. 연구실의 경우 위치 좌표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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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구실을 돌아다닐 수 없고, 책상이나 의자의 위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대표 

좌표 값을 설정하여 지역의 안에 있다는 정보를 표시 하기로 하였다. 

 

· 현재 층 판별 

현재 위치의 층을 판별 하려면 고도를 알아야 한다. 현재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LocationProvider 를 이용한 방법과 온도, 기압을 이용해 구하는 방식, Wi-Fi 의 주소값을 

이용한 방법이 나와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GPS 위성 신호와 온도, 기압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무리가 있다. Wi-Fi 의 Mac 주소 값을 이용한 층 판별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Wi-Fi 

신호가 약해짐에 따라 층 판별의 오류가 심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현재의 층 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2.4.2 결과물 목록 

개발 계획 구현시기 구현여부 

Bluetooth Pairing 1차 완료 

Bluetooth device Bonding 1차 완료 

Bluetooth device 연결 유지 1차 완료 

WRM 구축 1차 완료 

Indoor positioning 1차 완료 

Indoor Navigation 1차 완료 

Bluetooth device profile 추출 2차 완료 

Bluetooth device ArrayList 생성 2차 완료 

LocationManager로 Device position받아오기  2차 완료 

GPS, Wifi, Bluetooth Signal로 위치 보정 2차 완료 

내 물건 저장 2차 완료 

 

 

 

2.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 프로젝트는 7호관의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축하여 7호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잃거

나 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더 나아가 멀티플랙스와 같은 

큰 건물에서도 fingerprint와 radio map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실외 내비게이션 시

스템이 잘 구축되어있어 자동차 운전자나 밖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외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건물이나 지붕이 있는 장소에 진입한 순간부터 사

용할 수 없다. 만약 건물내의 쇼핑몰 3층의 커피숍에가야 할 경우 길을 헤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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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면 건물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실

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공공 LBS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치안, 안전, 방재를 위해서 실

외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공공 안전 LBS를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내 내비게이션이 구축

되어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31] LBS 활용방안 

 

실내 내비게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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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진찰을 받기 위해 어느 병동 에서 어느 엘레베이터를 타고 몇층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고,  Shadow Cities 와 같은 위치기반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더욱 

정교한 게임구성이 가능해 진다. 또 NFC 나 RFID 등과 결합 하여 쇼핑몰 내부의 특정사용자 와 

상점, 심지어 상점 내의 특정제품 진열의 위치까지 측위가 가능해 진다. 또 상점들이 

특별할인쿠폰을 브로드캐스트 하여 사용자가 상점을 지날경우 탐지하여 쿠폰을 발행 할 수도 

있다. 또 대규모 마트에서 사용자는 구매 리스트에 따라 매장을 한번만 가로지르면서 필요한 

상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최단 경로 제시로 보다 정교한 쇼핑경험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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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실용성 및 우수성 

· 실용성 

7호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7호관에 있으면서 처음 방문한 사람

이 길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주차한 위치를 블루투스를 통해서 위

치를 기억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자동차를 타고다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주로 주차하던 곳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차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찾는 경우

가 많다. 실내 LBS를 7호관만 한정하여 구축하었다. WRM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

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간과 자원이 충분했다면 7호관 뿐만 아니라 국민대 전체에 LBS를 구축하여, 국민대 학

생이나 교수 뿐만 아니라 국민대를 방문하는 외부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

고, 길을 해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우수성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는 대부분 SoftWare적인 것만 구현했다. 하지만 이번 졸업 프로

젝트는 AP Signal의 신호세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찾는 실내 GPS를 

구현 했다. 그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여

서 개발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2 추가해야 할 기능 

·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Mapping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AP의 끊어짐이 없어야 하고, 스마트폰에

서 수신할수 있는 AP의 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AP신호를 3개 이상 

받지 못해서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Mapping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

장 좋은 방법은 AP의 설치이다. 하지만 이방법은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software 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완벽한 실시간 위치 Mapping이 어렵다. 

 

· 업데이트 

WRM을 구축할 때 AP를 고정되어있다는 가장하여 구축하였다. AP의 위치가 변하게 되

면  

WRM을 새로 구축하여야 한다. WRM을 구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P의 위

치  

변화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AP의 위치가 변하게 될 경우 WRM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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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젝트 개별 평가 

 

 

 

 

 

 

 

 

 

 

 

 

 

 

 

이  름 자기 평가 

노승국 

많은 프로젝트를 과제로 수행해 보았지만 이번처럼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다. 구현해야 하는 양이 방대

했던 만큼 계획서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전에 개발했던 것과는 다르게 

직접 AP Signal의 수신하여 위치를 찾는 것이어서 오차가 많았다. 지금까지의 개발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김찬영 

본 프로젝트에서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 UI 구성 및, Bluetooth를 활용한 위치탐색 구현부분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블루투스 디바이스 탐색 및, 페어링, 연결하여 profile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

았지만 초기 좌표값을 잡기 위해서는 GPS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실내에서 100%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문

제가 발생하였지만, 프로젝트를 통해서 블루투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이를 실내

로 적용할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김희재 

이번 프로젝트에서 Indoor Positioning System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시간

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AP의 개수가 많아야 하지만, 생각보다 7호관에 있는 AP의 대수가 적어 서버로 

보낸 신호를 받아오는 것 조차 힘들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수식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래밍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박정은 

본 프로젝트에서 나는 동영상 제작과 PPT, 포스터 제작을 도왔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생

소했던 용어와 기술들을 많이 알게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전에 했던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규모도 크

고 내용도 어려웠다. 또한 이런 장기 프로젝트는 처음 해보는거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본 팀은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고 Bluetooth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7호관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대형마트나 병원 등에 활

용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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