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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마천루를 비롯한 지하상가와 같은 거 한 건축물 내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흔해짐에 따라, 옥내 치기

반 서비스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기존의 컴

퓨터에 버 가는 계산 능력과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항상 휴 하고 다니는 소지품이기 때문에,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로는 스마트폰이 제일 당하다. 치기반 서비스 구 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당연히 측  컴포

트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걸음 수와 진행방향을 정하고, 이를 바탕

으로 사용자의 치를 정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설계한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인구가 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

른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이용한 애 리 이션들이 개발되

고 있다. 이러한 애 리 이션들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GPS(Global Posotining System) 는 센서(Sensor)

를 이용한 치기반애 리 이션들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

다. GPS를 이용한 옥외측  애 리 이션들은 스마트폰내

의 탑재된 GPS의 성능이 발 함에 따라 식별률  정확

도가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GPS를 사용할 수 없는 지하

철, 아 트, 상가 등의 옥내에서의 치기반애 리 이션

은 연구가 오랜 기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로서는 보

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보편 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

트폰에 내장되어있는 센서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걸음수

를 카운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재 치를 측

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설계한다. 한 본 앱은 사용자의 

족 과 걸음수를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한다.

2. 련연구

   실내측 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

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1]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 
실내 측위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AP(Access Point)의 신
호세기인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값을 
Fingerprinting 방식을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측위 하였다. 하
지만 [1]에서 사용한 Fingerprinting 방식은 신호를 사전에 
수집하는 시간이  측정 대상 지역의 규모와 분할된 셀에 비
례하기 때문에 실제 위치 측위 단계 전에 많은 사전작업이 

요구되며 수집된 신호는 주변 환경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면 새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2]에서는 이동로 의 목 지에 한 경로계획을 세우

고 자율주행을 하기 하여 Landmark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로 의 치를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2]

에서 제안된 방법은 로 을 한 방법이므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한 측  하고자 

하는 실내에 Landmark를 설치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측 공간 크기에 비례하는 단 이 있다. 

   [3]에서는 물류 창고 내에서의 사용자의 치를 기존의 

노드간의 신호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방법의 단 을 보완

하기 하여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하지만 [4]에서 나타난 사실과 

같이 RFID는 태그의 종류에 따라 인식거리의 차이가 심

하며 국제규격이 정해져있지 않아 유럽  아시아의 주

수 범 가 달라 상호 호환성이  없다. RFID 도입을 반

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민 단체들은 RFID

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걱정 한다. 신분증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을 경우, 같은 주 수를 읽는 독기

만 있으면 구라도 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한, 물품 리에 바코드 신 RFID를 이

용할 경우, 각 물품마다 일련 번호가 붙기 때문에 소비자

가 결재 시 태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이동 경

로를 다른 사람이 추 할 수도 있다.

   재의 RFID기술은 보안기능이 매우 취약하여, 태그 

정보  센서 노드의 변조, 장리더, DoS 공격,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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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 개인 추  정보 유출 등의 에 노출되어 있다. 

한 RFID는 리 상이 되는 태그  노드의 수가 기

존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많고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네

트워크가 앙 집  구조가 아닌 자율분산 구조이므로, 기

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취약 을 가지고 있다.

   [5]는 (그림 1)에 보이는 입력 값이 가속기 센서 값인 

유한상태자동기계(Finite State Machine)로 걸음을 탐지한

다. 그리고 계층 Support Vector Machine (SVM) 분류기

를 이용하여 걸음을 세 클래스로 분류한다, 걷기, 조깅, 달

리기. 분류 결과에 따라 더욱 정확한 보폭을 결정한다.  

(그림 1) 걸음 탐지 유한상태자동기계

   본 논문은 다양하데 보 되어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옥내에서의 사용자의 치를 측정함으로써 기의 기

반시설에 한 투자비용과 사 정보입력 등의 일련의 과

정이 없는 장 을 가지고 있다. 

3. 설계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하는 앱은 사용자가 앱을 실행 

시키고 스마트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며 이동하는 것을 

제로 한다. 사용자가 이동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이동 

할 경우 스마트폰은 수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나타낸

다. 이를 이용한 걸음 단을 하여 스마트폰의 센서들 

 Z축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Accel_Z를 사용한다. (그림 

2)는 수직으로 흔들리는 Accel_Z센서 데이터를 보인다. 

(그림 2)에서 입력되는 센서의 값을 이용한 걸음 정을 

하여, Thr, Pos_Peek_Thr, Neg_Thr, Neg_Peek_Thr와 

같은 Threshold를 사용하며 이는 <표 1>에서 보인다. 걸

음을 정하기 하여 입력되는 Accel_Z 센서 데이터가 

Thr값인 10.0부터 Pos_Peek_Thr값인 11.0이상 상승한 뒤,  

Neg_Thr값인 9.0와 Neg_Peek_Thr값인 8.0이하까지 하강

한다. 그 후 다시 Thr값인 10.0이상으로 값이 상승하면 이

를 한걸음으로 단한다. 이러한 걸음 단을 하여 (그림 

3)과 같은 걸음 탐지 유한상태자동기계를 사용한다. 

   S0은 사용자가 정지하여 있는 상태를 뜻한다. S1은 사

용자가 한발을 떼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S2는 사용자

가 한발을 뗀 상태이다. S3와 S4는 뗀 한발을 땅에 디딘 

상태를 의미하며, S6은 사용자가 발을 디딘 후 다시 몸을 

일으키는 상태이며, S7은 최종 으로 한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옥내측  앱의 순서도는 (그림 3)와 같이 구성된

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 을 때 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을 활성화시킨다. 센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입력된 값을 .CVS 일 형식으로 장한다. 

(그림 2) 스마트폰센서의 Accel_Z의 값

(그림 3) 걸음 탐지 유한상태자동기계

그림 4 옥내측  앱의 순서도

   입력된 센서값을 정해진 Threshhold값을 이용하여 상

태변화를 기록한다. 이 상태변화를 기 으로 사용자의 걸

음상태를 단하며, 최종 으로 걸음을 걸은 것이 아니라

며 다시 센서값을 받아 입력하는 로세서로 돌아가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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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걸은 것으로 단이 된다면 걸음수를 추가한다. 한걸

음을 걸었다고 단될 경우 사용자의 다음 상태가 정지인

지 아닌지를 단하게 된다. 정지가 아니라면 입력값을 

장하는 로세서로 돌아가며, 정지했다면 재까지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여 화면상에 출력한다. 최종 으로 앱을 종

료한다면 모든 로세서를 종료하여 앱을 종료하고, 종료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할 경우 입력 값을 장하는 로세

서로 돌아간다.

4. 구

   본 앱은 모바일 OS  하나인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

는 앱으로 Android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을 

사용하여 구 한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모바일기기

인 스마트폰에서 센서값을 구하기 하여 센서 매니 를 

생성하고, 각각의 센서를 객체로 생성한 다음 이들을 센서 

리스 에 등록한다. 이 센서 리스 들은 센서값들이 변하

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마다 변화되는 센서값을 50mm/s

마다 문자열버퍼에 장하 다가 엑셀문서에 장한다. 한

걸음을 측정하기 하여 유한상태자동기계를 사용하며, 상

태별 Threshold값을 <표 1> 같이 사용한다.

Name Thr
Pos_Peek_

Thr
Neg_Thr

Neg_Peek_

Thr

Value 10.0 11.0 9.0 8.0

<표 1> 상태별 Threshold의 기  값

(그림 5) 스마트폰센서의 Accel_Y의 값

   스마트폰 센서에서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로 향하

을 때 상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자이로센서의 값은 Y이

다. 이 Y값을 걸음으로 측정하려면 Y의 움직임을 센서로 

읽고 장하여 이동 인지 는 정지인지를 단한다. 이

때, 이동 인 경우는 핸드폰이 상하로 크게 흔들리며, 정

지일 경우 상하의 움직임이 작을 것이다. 이러한 값의 변

화는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스마트폰내의 센서값이 상승하는 경향과 하강하는 경

향을 인지하여 (그림 3)에 보이는 걸음 탐지 유한상태자동

기계와 <표 1>에 보이는 상태별 Threshold의 기 값의 

이용하여 각각의 Threshold값과 센서의 입력값인 Input값

을 비교하여 S0부터 S7까지 수행되었을 경우 한걸음으로 

단하는 알고리즘은 <표 2>에 기술되었다.

   사용자가 정지하 을 때 출발지 에서 재 정지지

까지의 거리와 치를 측정하기 해서 ori_x와 기출발

지 의 좌표인 sX와 sY를 사용한다. 처음과정으로 재의 

방 각cur_ori와 기 방 각인 stdOri를 비교하여 사분면 

 어느 사분면인지를 단한다. 

if (input > Thr && (status == 0 || status == 4 || status 

== 6)) {             

       status = S0;

   }

else if (input > Thr && (status == 0 || status == 4 || 

status == 6)) {

       status = S1;

   }

.

.

.

else if (input > Neg_Thr && status == 5 ){

       status = S6;

   }

<표 2> 걸음 수 측정 알고리즘

   단된 사분면과 재의 방 각인 cur_ori의 차이를 계

산하여 그 값을 difOri에 입한다. 기 좌표에서 한걸음 

움직인 치까지의 좌표를 계산하기 하여 수식1을 사용

한다. 수식1에서 550은 한걸음을 걸었을 때의 평균보폭을 

뜻하고, 50을 나  것은 1cm당 Pixel의 수를 나타내기 때

문이다. 

   ×  
   ×  

수식 1 좌표의 거리계산을 한 수식

   기존의 수학  사분면의 좌표계산과 안드로이드 핸드

폰화면에서의 좌표계산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사분면에

서는 (0,0)의 좌표가 왼쪽하단으로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화면내의 (0,0)의 좌표는 왼

쪽상단을 기 으로 설정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표 

3>과 같은 차이를 가지게 된다. sX와 sY는 각각 스마트

폰 화면상의 좌표를 뜻하며, sX와 sY를 각각의 사분면에

서 sX는 cosVal1을 sY는 sinVal1을 증가일 경우는 +를 

감소일 경우는 –를 계산하여 계산값을 각각 sX와 sY에 

입한다. 이 게 계산된 sX와 sY는 가각 listdisX배열과 

listdisY배열에 장한다.

한 Android의 Canvas기능을 사용하여 핸드폰화면에 

정사각형의 Canvas를 그린 뒤 그 listdisX와 listdisY을 각

각 읽어  drawcircle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지할때마다 

정지하기까지의 걸음수와 족 을 Canvas 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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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면
기존의 사분면

안드로이드에서의 

사분면

X값 Y값 X값 Y값

1 증가 증가 증가 감소

2 증가 감소 증가 증가

3 감소 감소 감소 증가

4 감소 증가 감소 감소

<표 3> 기존의 사분면 좌표계산과 

안드로이드핸드폰화면에서의 좌표계산의 차이

5. 실험

   본 옥내측  앱은 옥내에서의 사용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 동국 학교 자연과학 학 4층에 치한 

S402강의실을 (그림 6)과 같이 배치하여 박물 으로 가정

하여 실험하 다. 본 평면도는 오토캐드로 작성되었으며, 

좌표1에서 좌표2까지와 좌표3에서 좌표4까지 의 실제 측

정거리는 6m10cm이며, 좌표1에서 좌표3까지, 좌표2에서 

좌표4까지의 실제 측정 거리는 12m 72cm이다.

   

(그림 6) 오토캐드도면

(그림 7) 실험결과화면

   실험은 (그림 6)에 보이는 입구에서부터 시계 반 방향

으로 사용자가 진행하여 다시 입구로 나가는 경로로 실험

하 고, 평면도에서 보이는 사각형들은 박물 내의 시물

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시물 앞에서 한번 씩 정지하

여 실험하 다. 실험의 결과 화면은 (그림 7)에서 보인다. 

(그림 7)에서 붉은 들은 사용자의 족 을 나타내며 붉은 

의 에 나타난 숫자들은 걸음수를 의미한다. 화면의 오

른쪽의 표시된 숫자들은 사용자의 정지 횟수를 나타낸 것

이다. 실험 시 실험장소의 시물이라고 가정한 11곳의 장

소에 각각 정지하며 한바퀴 도는데 필요한 걸음수는 29걸

음이다. 하지만 방향을 환하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실

제걸음보다 2번 는 3번 가량 추가 으로 계산되어 실험 

시 36걸음이 측정되었다. 50번의 실험결과로 80%의 정확

도를 보 다.

6. 결론

본 논문은 스마트폰 센서 값을 이용하여 옥내에서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이를 화면에 보여 으로써 사용자의 

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실험결과를 보 다. 

스마트폰내의 센서들이 자기기들의 향을 받았을 경우 

나 다양한 스마트폰기기간의 센서 정확도 차이에 의하여 

사용자가 걸어간 방향 는 경로 등이 잘못 측정 될 수 

있다. 이를 하여, 측정 방 각의 가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 칼만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티클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용할 정이다. 한 정지 시에 정

지한 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 상을 보이는 등의 앱

을 개발할 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로, 궁극 으로 

옥내에서 사용자의 치를 정확히 정하는 스마트폰 앱

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실용 인 옥내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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