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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GPS가 도달하지 않는 실내에서
사용자에게 실내 위치와 편의를 제공

1. 프로젝트 목표

7호관 사용자에게 실내 위치 제공
사용자 개인 물품 위치 저장

Bluetooth 장치와 연결 후 자동 위치 저장



2014-05-28

3

2. 추진 배경

LBS(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은 는 연평균
27.3%씩 성장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 시
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2. 추진 배경

최근 대형 업체들이 LBS 업체를 인수/합병 하였다.
대형 업체들은 기존 서비스와 융합시켜 LBS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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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현재 다양한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보
를 제공 받기만 할 뿐 사용자 측면에서의 기능
들이 부족하다.  

3. 시스템 기능

1. Indoor Positioning System

2. Indoor Location Based Service

3. Indoor Navigation

4. 실내 Bluetooth 장비 탐색

5. GPS를 통한 실외 Bluetooth 장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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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조

Signal

측정된 Signal 값 전송

위치 좌표 반환

제스처 입력

새로운 View 제공

Signal 값 측정

4. 개발 내용

Wifi Collector

7호관 내부 Access Point에 대

한 Mac 주소와 SSID, 사용주

파를 포함한 AP고유정보와

신호강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Wifi 신호만으로 실

내 위치 측위에는 한계가 있

어 다른 측위 기술을 이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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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내용

Indooratlas에서 API를 이용한 Collector

서버에서 Mapping에 사용할 신호값을 측정한다.

Indooratlas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파장을 이용한다.

4. 개발 내용

시작 초기화면으로 국민대학교 7호관을 표시한다.

정확한 지구자기장 값을 측정하기 위해 디바이스를 8자로 흔든다.

사용자에게 기존에 저장된 물건의 위치와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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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내용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지도 버튼을

누르면 7호관 각층에 대한 간

략한 정보와 층을 선택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

4. 개발 내용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거나 사용자 버튼을

누르면 버튼과 현재 저장된

아이템 리스트가 나온다.

버튼은 블루투스 장치연결, 

길안내, 내 물건 색깔 지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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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내용

내 물건 저장의 경우,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오래 누르면 물건 입력 창

이 생성된다. 생성된 입력창에 물건의 이름을 적으면 지도와 오른쪽 물

건 리스트에 추가된다. 페어링된 Bluetooth 장비의 경우 자동으로 추가

된다.

4. 개발 내용

Bluetooth에서는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페어링 된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주변 Bluetooth 장치 리스트를 보여준다. 실외 위치 탐색 탭으로 넘어가

면 Google Map을 통해 장치의 위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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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7호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길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다. 

2. 기존의 7호관 사용자가 물건을 저장한 장소를 저장하여 저장

된 물건의 위치를 알 수 있다.

3. Bluetooth 장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위치를 저장함으로써

Bluetooth와 관련된 장비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소 시킨다.

기대 효과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1. 서버와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 하여 친구 찾기

나, 미아 방지에 활용한다.

2. Bluetooth 장비와 스마트 폰의 경우, 이동경로를 저장하여 분

실시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분실 경로를 파악 할 수 있다.

3. 특정 지역에 진입 시, 핸드폰 설정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사

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향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