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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지에는 임해전이라는 정자가 있다. 임해전 내부에는 안압지 조감도가 중앙에 놓여 있고, 가장자리를 따라 안압지에서 출토

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안압지 관광 가이드 앱을 구현하려면 임해전 내부에서 사용자 위치를 판정하는 실내 측위 

앱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실내측위 방법으로 추측항법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추측항법을 구현하려면 출발점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임해전 내로 진입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임해전 입구를 출발지점으로 지정한다. 

키워드: 실내측위(indoor positioning),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Smart Phone)

I. 서 론

관광가이드 모바일 앱은 관광해설사를 대신하여 유적과 유물을 

해설할 뿐 아니라, 유적과 유물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 제조 방법, 
과학적인 사실 등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재미있게 소개한다. 따라서 

관광가이드는 관광객이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관광객의 현재 위치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실내측위에 대한 연구가 끊임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추측항법(dead reckoning)에 도면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실내측위 방법을 사용한다. 추측항법을 구현하려면 출발점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임해전 내로 진입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임해전 입구를 출발지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임해전 

진입 순간을 인지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한다. 

II. 관련연구

실내 측위 방법에 대한 연구의 예로, 참고문헌 [1]에 다양한 실내측위 

방법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소개되었고, 실내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

화되려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가 실내까지 다루도

록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실로 무수히 많은 실내측위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런데 초기에

제안된 실내측위 방법은 모두 측위를 위한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하였다.
실내 이동 개체에 적외선을 발사하는 송신기를 부착하고, 방마다 

여러 개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이동개체가 어느 방에 위치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방법 [2], 이동물체에 부착된 송신기가 고주파 신호와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천정에 행렬 모양으로 설치된 수신기가 이를 수신하

여 이동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3], 고정 지점에 부착된 

비컨(beacon)들이 고주파 신호와 초음파 신호를 동시에 송신하면 

이동개체에 장착된 수신기가 신호를 수신하여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4] 등은 모두 실내위치기반서비스 초기 연구에 등장하였던 

특수 장비를 요구하는 방법들이다. 근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내

측위 방법 및 실내 위치기반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III. 제안하는 방법

[그림 1]은 실외에서 실내로의 진입을 인지하기 위한 쓰레드의 

처리과정을 나타낸다. 실내 진입 인지를 위한 thr_accuracy의 한계치

는 8로 설정하였고, 사용자와 실내 지점에 대한 거리의 한계치는 

20으로 설정하였다. onLocationChanged()는 LocationManager로
부터 갱신된 사용자의 위도, 경도, 정확도를 획득하여 GPS 데이터와 

관련된 멤버변수에 저장하는 메소드이다. inPoiDis가 thr_dis보다 

작고 accAvg가 thr_accuracy보다 클 경우 사용자가 실내로 진입하였

다고 인지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실외로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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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실내 진입 인지 처리 과정

inPoiDis는 사용자와 실내지점과의 거리이고 accAvg는 최근까지 

수집한 5개의 정확도의 평균값이다. GPS 수신이 불안정해지면 정확도

의 값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전시장 

내부 진입을 인지할 수 있다. 정확도는 최근에 획득한 5개의 값을 

배열에 저장하고 mean()을 이용하여 배열에 저장된 정확도의 평균을 

구한다. 실내로 진입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IndoorTraceActivity
를 실행하여 실내의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갱신된 정확도를 저장하기 위해 arrayShiftRight()를 이용하여 정확도 

배열을 우측으로 한 칸씩 시프트한다. 이 쓰레드는 실내로 인지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실내 위치 추적 액티비티가 종료될 

경우 쓰레드를 다시 재개한다. GPS의 데이터는 1초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쓰레드 또한 Thread.sleep()를 사용하여 1초간 정지를 시킨 

후 재개하도록 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사용자가 실내 진입하는 상황을 인지하는 안드로이드 

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안압지 소재 임해전에서 실내 진입 판정 

순간의 사용자 위치를 임해전 입구로 지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오차가 1.2미터 미만임을 나타냈다. 이것을 이용하여 

안압지 관광가이드 앱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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