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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기존의 휴대폰시장을 대부분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에 제한적으로 적용

되던 GPS와 센서를 대부분 내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관련 연구 중  위치기반 서비스가 중요 연구개발 분야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GPS와 Wifi를 사용하여 어린이와 같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자가 설정한 관심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ABSTRACT

Recently feature phones are being replaced by smartphones. Because smartphones have various sensors, there are 
many applications and research works that utilize them. Very few feature phones have GPS modules but all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a GPS sensor. One of the hot issues for smartphon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point 
interest research. In this paper, we will develop an application which protects children using GPS and WiFi.. If a child 
gets out of the interest-area which is established by parents or guardian, our system sends them messages.  

키워드 :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GPS,  와아파이

Key word :  Smartphone, Android, GPS,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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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알려지고 보급된 것은 불과 

몇 년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은 기존의 피쳐폰을 대부

분 대신하고 있다. 기존의 음성통화와 텍스트위주의 휴

대전화 환경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획기적으로 변

화 하였으며 응용분야 역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 외에 인터

넷 서빙, 게임, 금융, 메일과 같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영역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 되어 나갈 것이다[1,2]. 
매년 약1만여 명의 미아가 발생한다는 안타까운 통

계가 있다. 미아가 된 어린이 본인은 물론 자녀를 찾지 

못하는 많은 부모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린이

들을 끈임 없이  관심을 기울여한다.  미아 방지를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개발 되어 있으나 스마트폰기반이 아

니거나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거나 실내에서 사용

이 제한되는 등 단점을 갖고 있다[1,2,4-8].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GPS와 WiFi센

서를 이용해 어린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보고 특

정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활동영역을 스마트폰에 

표시하고 아동이 제한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즉시 메시

지를 전송하고 아동의 위치를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표

시 되도록 개발 하였다. 

Ⅱ. 관련연구

본장에서는 미아방지를 위해 개발되거나 연구된 기

존의 시스템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현재까지 연구된 위

치인식을 통한 위치추적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PDA기반 GPS를 이용한 위치인식 기반 위치

추적 시스템은 [6]은 어리인의 위치를 GPS를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위치를 제공하여 주도록 개발 되었으나, 데
이터 전송을 WiFi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WiFi가 없

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근거리 무선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은[4,5] 은 보

호지역의 기준이 될 리시버를 기준으로 어린이의 위치

를 탐색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근거리 무선통신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탐색할 수 있지만 중계기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응급상황을 알 릴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기존에 개발된 미아방지 시스템

Fig. 1 Previous developed system for missing child pre- 
vention

QR코드를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QR코드를 이

용하여 발견자의 정보를 받아 대상의 위치를 탐지하여 

보호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7]. QR코드가 부착된 

제품을 소지한 아이, 애견, 노약자 등이 길을 잃었을 때 

발견자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발견자의 

위치정보, 연락처를 서버에 등록하고 이를 보호자의 스

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발견자가 스캔하지 않았을 경우나 연락처, 위치정보 등

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상을 발견하기 힘든 문제

가 발생한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스마트

폰과 블루투스의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이 블루

투스 유효거리(약 100미터)를 벗어나 페어링이 끊어지

게 되면 알람을 울려 대상의 이탈을 알린다[8]. 어린이

가 제한거리를 이탈하는 바로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나 이어폰 등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들 간의 이용

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유효거리에서 벗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백화점, 번화가 등 혼잡한 곳에서 발

생 했을 때 찾기 힘들다. 또 유효거리 이탈 여부만 판명

하며 이동 방향 또한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Ⅲ. 관심지역 설정 및 아동 위치 파악 

본장에서는  아동의 위치 파악 및 관심지역 설정 기

법과 관심지역을 이탈하는 경우 알람시스템을 설명한

다. 그림 2는 제안시스템 개요도 이다. 위치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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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계서버, 보호자의 스마트폰으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제안시스템 구성개요

Fig. 2 Concept of our porposed system

3.1.  보호자 시스템 설계

보호자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그 기능에 따라 네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각 입력, 기능 선택, 계산 및 저장, 
출력이다. 보호 대상자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그 기능에 

따라 여섯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입력, 위치측정, 기능

선택, 계산 및 저장, 이상행동 판단, 출력이다. 시스템에

서 사용하는 모든 입력은 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 보호자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framework of guardian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은 중계서버를 이용하여 이루

어지며 각 사용자의 ID 별로 구별하여 데이터를 저장한

다. 등록된 사용자가 로그인 하였을 때 서버의 데이터베

이스에서 새로 갱신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전송 주기가 되었을 경우 서버의 데이터베이

스와 정보를 교환하여 대상의 위치를 갱신하게 된다. 

3.2.  아동 위치 파악

위치정보를 항상 측정 및 전송하기에는 스마트폰 자

체의 배터리와 측정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서버에 측정한 위치정보를 전송한다. 측정한 위치 

정보는 측정된 시간과 함께 저장되며 저장된 정보는 별

도의 스레드를 통해 일정주기마다 서버로 전달된다. 전
달된 위치정보는 서버에만 저장이 되며 임시로 저장한 

정보는 삭제된다. 위치정보 수집은 스마트폰이 GPS 신
호를 수신 할 수 있을 경우 그 값을 위치정보로 사용하

며 GPS신호를 수신 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 WiFi, 휴대

전화 기지국을 사용해 수집한 위치정보를 사용해 수집

한 위치정보의 평균값을 위치정보로 사용하였다.

그림 4. GPS 와 WiFi를 이용한 위치 측정

Fig. 4 Finding position using GPS and WiFi

3.3. 안심지역설정 

보호자 안심지역 설정은 그림 5과 같은 화면의 구성

으로 안심지역이 추가 이벤트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어

린이의 안심지역을 설정할 때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인

터페이스를 디자인한다. 기본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린

이의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지도의 축척 설

정하며 현재 선택되어 있는 어린이의 위치가 화면의 중

앙에 오도록 설정한다. 사용자는 지도의 이동 및 확대 

축소를 터치 이벤트로 조절 할 수 있다. 영역을 그려줄 

때 현재 화면 지도의 축척 단위에 맞춰 그려주며 사용

자가 지도를 확대, 축소하더라도 축척에 맞게 변화하도

록 설정한다. 안심지역은 설정은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

과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개발하였다.

그림 5. 안심지역 설정

Fig. 5 Setting the safety zone 

사용자가 보는 화면 구성은 하나의 지도 화면으로 보

이지만 실제로는 2개의 화면이 겹쳐 있다. 지도 위에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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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있는 뷰는 그림5과 같이 사용자가 터치했을 경우 이

벤트를 발생 시키며 발생된 이벤트의 값을 지도뷰에 넘

겨주어 이벤트를 처리하게 한다. 안심지역의 추가 이벤

트는 화면을 터치 했을 때 1초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벤

트가 발생하기까지 대기하고 있으며 1초 이상 움직임이 

없는 터치가 발생했을 경우 동작하며 현재 이벤트 대기 

중인 뷰 인터페이스에서 현재 터치된 화면의 좌표를 구

하게 된다. 

그림 6. 터치 좌표를 위도경도로 변환

Fig. 6 Translate touch position to map 

구글맵 API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지도의 위도 경도 

값을 구하게 된다. 이 구해진 위도 경도 값은 스마트폰

의 화면 사이즈에 맞춰 나눠지게 되며 이를  현재 구한 

화면의 좌표와 뒤쪽의 실제 구글 맵과 연동시켜 스마트

폰의 화면의 터치된 좌표를 지도의 위도, 경도 값으로 

변환하여 터치된 지도상의 위치를 구한다. 주소를 알고 

있을 때의 방식은 그림 7,8과 같다. 기본적인 안심지역 

추가 방식은 동일하며 차이점은 현재 터치된 좌표의 위

도, 경도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지오코더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위도와 경도 값을 구한다. 안심지역을 추가 

하고 싶은 곳의 주소 입력할 경우 지오코더를 이용하여 

현재 주소를 위도 경도로 변환하게 된다. 입력된 주소

는 구글의 지오코딩을 통해 현재의 주소 값을 위도, 경
도로 변환하게 된다. 

그림 7. 주소를 이용한 좌표 검색

Fig. 7 Finding position using address 

그림 8. 주소를 지도위치상의 위치로 변환 

Fig. 8 Translate address to map position

구글맵 API를 통해 현재 화면 지도의 위도 경도 값을 

구하여 구해진 위도, 경도 값과 비교한다. 이후 구글 

API를 이용, 검색된 위치좌표와 현재 화면의 위치좌표

를 비교하여 검색된 위도, 경도 값이 화면의 중앙에 위

치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이동 시키게 되며 이후 안심지

역 추가가 이루어진다. 

그림 9. 안심지역 반경 설정

Fig. 9 Setting radius of  safety zone

안심지역에는 이름과 반경을 추가로 입력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전송한다. 안심지역의 이름과 반경은 사용

자가 설정 할 수 있으며 반경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수가 입력되지 않도록 선택 식으로 제한하며 반경의 단

위는 미터로 설정한다.

3.4.  메시지 전송

어린이와 보호자는 푸시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의 상

태나 정보를 요청한다. 보호자가 주기에 상관없이 어린

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의 

스마트폰에 푸시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며 메시지 수신

하게 되면 바로 보호자게에 현재 위치를 측정, 전송하게 

된다. 보호자는 수신된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게 된

다. 어린이가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긴급 메시지 

전송을 요청, 현재의 위치를 전송 및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메시지를 수신 했을 때 해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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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상태를 알리며 지도화면에 해당 어린이의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푸시 메시지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전

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가 확인 했다는 확인

이 될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총 3회 전송하도록 하였다.

Ⅳ. 구현 및 평가

본 장에서는 스마트 위치추적 시스템의 구현 화면 및 

위치 모니터링을 측정함으로써 제안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 하였다.  제안시스템은 안드로이드 버전 4.1.1 기
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실험대상 디바이스는 삼성 캘럭

시 S3와 아이폰 4를 사용하였으며 안드로이드 개발도

구인 이클리스(Eclipse)환경에서 개발하였다. 

구분 위치정보
이벤트
감지

모니터링

개발 OS Windows 7 Windows 7 Mac OSX 
10.7.5

모바일 OS Android 4.1.1 Android 4.1.1 iOS 4.3

언어 JAVA JAVA Objective_C

개발 툴 Eclipse Eclipse Xcode

표 1. 시스템 개발환경

Table. 1 Environment of Proposed System

  

그림 10. (좌)안심지역 설정 (우)아동현재위치 표시

Fig. 10 (Left) setting safety zone (right) represent current 
position

실험 평가는 약 2 주간의 사전 운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확보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축 결과물은 안드로이

드 및 아이폰 등의 스마트 폰에서의 대상의 이동을 감

지하고 구글 맵 기반의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에서 위

치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다. 
어린이가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빠른 대

처가 필요한데 오차 범위가 클 경우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으며 구글맵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로 위치를 인

식하여 더 빨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의 오차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총 2일간 실험 기간을 잡고, 실험장소로는 대전

역과장(실험A)와 만남의 광장(실험B),  실내로 중앙로 

지하상가(실험C)등 인구이동이 많은 총 3곳에서 실험

을 하였다. 테스트에 사용할 안심지역의 범위는 100미
터를 잡았으며 안심지역 이탈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부

터 대상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차 범위가 얼마나 많은

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발견 할 수 있는지 실험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1. 실험결과

Fig. 11 Result of the test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실외에서보다 실내에서의 찾는 시

간이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실외에서는 GPS의 값

을 이용하여 거의 정확하게 측정되어 최대 5분 이내에 

대상자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는 GPS 위치 값

이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다음 최적

의 제공자를 찾아 실내 WiFi의 위치 값을 사용하였다. 
실내에서 WiFi를 사용한 경우에도 10분 이내에 대상자

를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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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역 이탈시 알람 메시지 전송 측정결과는 표 1
과 같다. 푸시 메시지는 최대 3회의 전송을 하도록 하였

다. 메시지가 도착 확인이 푸시 메시지 전송 후 10초 이

상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의 메시지는 전송 실패로 

간주,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실험 결과 메시지 

전송은 최대 3회를 넘기 전에 안정적으로 전달되었으며 

걸린 시간은 최대 30초 이내에 전송되었다.

단위:초

1 2 3 4 5 6 7 8 9 10

1회 1 1.5 X 1.9 X 1.2 X X 1.4 1.3

2회 X X 2 X X X 1 X X X

3회 X X X X 2.5 X X 1 X X

표 2. 메세지 전송시간

Table. 2 Time of sending text message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보급이 증가한 스마트폰 환경

에서 미아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

록 GPS와 WiFi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나 보호대상자가 

안심지역을 설정하여 안심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문자전송과 아동의 위치를 스마트폰에 표

시함으로써 어린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람이 많이 모이는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실험을 통해 제

안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를 기반으로 실종 아동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 줌으로 

써 아동의 이동가능 경로 추정 방법과 실종아동이 행동 

패턴을 통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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