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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보행자의 이동경로 추 을 해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알고리즘을 탑재한 임베디드 

모듈과 연결 가능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임베디드 모듈은 IMU센서를 통해 얻은 값을 

통해 보행자의 치를 구하고 어 리 이션에 송한다. 어 리 이션은 임베디드 모듈로부터 치 값을 

받아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치를 디스 이 한다. 어 리 이션을 구 하여 필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보행자의 이동경로를 비교  정확하게 추 하 다. 

Ⅰ. 서론

 최근 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 치인식 기술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1]. 실내 치인식 기술에는 RF, 상처리, 센서 등을 활용한 

기술들이 있다[2]. 센서를 활용한 치인식기술 ,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기법이 표 이다.

 PDR은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가속도와 각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의 

속도와 방향, 거리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PDR 시스템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 비교  구축비용이 고, 환경의 제약 

없이 치추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에 따라 PDR 시

스템의 성능 향상  상용화를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DR이 상용화되기 해서는 GPS 기반 지도 

어 리 이션과 같이 보행자의 치를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는 소 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듈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시각 으로 

악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개발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연구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쉽게 검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한다.

Ⅱ. 본론 : 시스템 구조  알고리즘

 시스템 구성은 임베디드 모듈과 어 리 이션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임베디드 모듈은 발에 부착되어 사용자의 

치를 계산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어

리 이션에 송한다[3]. 모듈은 [4]와 [5]의 알고리즘이 

탑재된 PDR 모듈을 사용하 고, 스펙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표 1> Embedded Module의 스펙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l UC3-A3

센서 MPU-9150

통신모듈
STMicroelectronics

SPBT2632C2A, Bluetooth v3.0

 시스템의 동작 흐름은 어 리 이션에서 Start Command를 

모듈에 송하면서 시작된다. 임베디드 모듈은 Start 

Command를 수신하면 계산한 치 데이터를 어 리 이션

으로 송한다. 어 리 이션은 치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스 이하고, ACK를 모듈에 송한다. 이후, 어

리 이션과 모듈은 치 데이터와 ACK를 송수신하며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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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어 리 이션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2) 어 리 이션 흐름도

Ⅲ. 실험

 구 한 시스템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악하고, 어

리 이션과 모듈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한 실험을 하

다. 갤럭시 S4(SHV-E300K)에 제작한 어 리 이션을 

탑재, 발에 부착된 임베디드 모듈과 블루투스 연결하여 

시스템을 동작하 다. 실험은 아주 학교 원천 과 실외 

농구장에서 실시하 다.

 그림 3-(a)는 메인화면을 나타내며, 우측 상단 버튼을 클

릭하면 블루투스 연결을 실행한다. 블루투스 연결은 그림 

3-(b) 화면에서 진행한다. 그림 3-(b)에서 블루투스 연결 

가능 기기를 검색하고 모듈과 연결할 수 있다. 연결이 완

료된 다음 그림 3-(a)의 ‘ 치좌표 추 ’버튼을 클릭하면 

‘Start Command’ 가 송되어 치추 이 시작된다.

3-(a) 3-(b)

(그림 3) 어 리 이션의 메인화면과 블루투스 연결화면

 그림 4는 사용자 치를 디스 이한 화면이다. 시작  

(0, 0)은 단말 화면의 앙으로, 이로부터 이동된 사용자의 

치를 단말의 화면에 차례로 디스 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a) 아주 학교 원천  3층에서 약 50m를 

‘ㄱ’자 경로로 이동한 결과이고, 그림 4-(b)는 아주 학교 

농구장 심에서 시작하여 다시 심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이동한 결과이다.

4-(a) 4-(b)

(그림 4) 사용자 치 디스 이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PDR 알고리즘을 탑재한 임베디드 모듈과 

연동되는 어 리 이션을 개발하 다. 개발한 어 리 이

션은 모듈로부터 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시각 으로 

표 한다. 한 다양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본 어 리 이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실내 치인식 련 

응용연구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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