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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스마트폰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신호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GPS를 이용

한 다양한 실외용 위치기반서비스 앱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GPS를 이용하면 비교적 많은 건전지 에너지가 소모되어 사용자

에게 큰 불편을 준다. 본 논문은 지도정보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센서를 이용하여 건전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안드로이드(Android), 건전지 절약(Battery saving)

I. Introduction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고 있다 [1]. 그러나 GPS가 켜져 있으면 건전지 소모가 매우 

크다 [2]. 스마트폰은 건전지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전지 소모가 

큰 앱은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GPS를 적게 사용하여 

건전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사용자가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 인지하여, 실내에 위치하면 

GPS를 끄고 실내 측위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2]에 소개되었다. 

[3]에는 가속센서 값으로 사용자가 이동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이동 중에만 GPS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속센서 값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이 이동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앱은 [4]에도 소개

되었다.

III. The Proposed Scheme

신형 스마트폰의 GPS 값은 매우 정확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일련의 GPS 값으로 사용자가 이동한 경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동 경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Path = ((t1, p1), (t2, p2), ..., (tn, pn)),

단, t는 시각(timestamp), p는 점(point)을 의미하며, (ti, pi)는 ti 

시각에 pi 지점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물론 pi는 (위도i, 경도i)로 구성된

다. 나아가서 이웃한 시각 간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매 1초마다 GPS 값을 수신하여 경로를 구한다.

Path를 구성하는 일련의 점들을 측정치로 하여 그림 1에 보이는 

칼만필터를 [5] 수행하면 사용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칼만필터에서 

측정치는 8 줄의 zi 로 표시되었다. 사용자의 상태는 X_matrix로 표현되

는데, [위도, 경도, 위도방향 속력, 경도방향 속력]으로 구성된 벡터다.

// step 1) Initial guess

1 initializes X_matrix with z1 and P_matrix with a large 

number

// apply the Kalman Filter process to i measured 

locations

  For (j=0; j<i; j++) {

//  step 2 Time Update

2    X_matrix = A_matrix * X_matrix;

3    P_matrix=(A_matrix–P_matrix*A_matrix. Transpose) 

             + Q_matrix;

// Kalman Gain

4    Temporary_K = H_matrix * P_matrix *

                   H_Matrix.Transpose() + R_matrix;

5    Inverse_K = Temporary_K.Inverse();

// If K is not invertable, terminate

6    if(Inverse_K is not the inverse of K), return false;

7    K_matrix = P_matrix * H_matrix.Transpose() * 

                          Inverse_K;

// Update estimates with the measurement zi

8    X_matrix = X_mtrix + K_matrix(zi– H_matrix *

                      X_matrix);

// Update the error covariance

9    P_matrix = (I_matrix – K_matrix * H_matrix) * 

                               P_matrix;

  }

Fig. 1. Kalman filter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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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필터에 다음을 10번 줄로 추가

  if (P_matrix < threshold) then break

칼만필터 반복문 밖에 다음을 추가

종료할 때까지 {

  while (moving){

    다음 교차점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

    다음 교차점 도착 시간쯤부터 방향센서 값 수집

    다음 교차점 결정

  }

  while (not-moving) sleep

  GPS로 현재위치 update;

}

Fig. 2. 제안하는 알고리즘

칼만필터의 P_matrix 값이 임계치보다 작을 때의 X_matrix의 

위도방향 속력의 제곱과 경도방향 속력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구하면 사용자의 평균 속력이 된다. 경로를 지도상에 나타내면 사용자

가 걷고 있는 길이 나타난다. 이로부터 현재 위치에서 진행방향에 

있는 다음번 교차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다음 교차로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온다. 다만, 사용자가 걸음을 

멈추면 이렇게 구한 교차로까지 걸리는 시간이 틀리게 되는데, 걸음을 

멈춘 상태는 가속도 센서 값으로 100% 정확히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4]에 소개되어있다. 

교차로에 도착할 시각쯤에 방향센서 값을 수집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다음 교차로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GPS를 초기에만 잠시 사용할 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2에 정리하

였다. 

VI. Conclusions

본 논문은 GP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가속도센서와 방향센서

를 사용하여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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