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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치 측정 안드로이드 프로그램과 각도 측정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구현 사례를 소개한다. 구현한 프로그램을 갤럭시 

S에서 실험한 결과도 소개하고 갤럭시 S2에서 실험한 결과도 소개한다. 근래에 상황기반 서비스와 증강현실 서비스가 널리 연

구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실용 시스템 개발의 첫 걸음이다.

키워드: 안드로이드(android), 글로벌포지셔닝시스템(GPS), 컴파스(compass)

I. 서론

스마트 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 폰이 제공하는 서비스

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모바일 상황인지 [1, 
2]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증강현실[3-5]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

여 현재 매우 뜨겁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주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말기의 위치와 단말기 카메라의 각도에 대한 정보 수집 기술 없

이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안드로이드의 Location 
Manager와 SensorManager를 이용한 위치와 각도 측정 프로그램 

구현과 실험 결과를 제공한다.

II. 관련 연구

현재위치좌표는 LocationManager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LocationManager를 생성하는 명령은 getSystemService(Context 
.LOCATION_SERVICE)이다. LocationManager의 getBestProvider
는 GPS와 WIFI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실행시점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준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센서 값을 받으려면 Sensor 

Manager와 SensorEventListener를 사용한다. 사용 방법이 좌표 

값을 받아보기 위하여 LocationManager와 LocationListener를 사

용하는 방법과 비슷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III. 프로그램 구현 및 실험

LocationManager와 SensorManager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갤럭시 S에서 실험하였다.
LocationManager 실험 장소는 그림 1에 보이고 15회 위치측

정 실험 결과와 구글 좌표 간에는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당

한 오차가 있다. 측정 위치에서 경도 1도 사이의 거리는 약 91 
Km이고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약 110 Km임으로 측정 경도의 

오차는 약 340미터이고 측정 위도의 오차는 약 550 미터이다. 근
래에 GPS 수신기의 오차가 10 미터 미만으로 매우 정확한 사실을 

감안하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갤럭시 S에 장착된 GPS 수신기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다음은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컴파스의 측정치를 분석하는 실

험을 같은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측정위치는 그림의 A 장소이고 

전면 건물(Student Hall)의 우측 모퉁이를 바라보면서 갤럭시 S 
컴파스의 방위각을 측정하였다. 각 지점의 좌표 및 기울기는 표 2
와 같다. 좌표기준 기울기는 (위도 차이 / 경도 차이)로 구한 값이

고 거리기준 기울기는 분자와 분모 각각에 1도의 거리를 곱하여 

구한 기울기이다. 거리기준 기울기를 ATAN의 인수로 대입하여 

얻은 각도를 90에서 뺌으로써 얻은 방위각은 22.95307631 도이

다. 이렇게 얻은 방위각은 지도상의 방위각이다. 갤럭시 S에서 얻

는 방위각은 컴파스를 이용한 결과임으로 도북과 자북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실험 지역에서 지도 정치 후 군사용 컴파스를 이용

하여 측정한 도자각은 약 7.5도였다. 따라서 컴파스가 읽을 방위

각은 15.45307631 도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student hall의 좌측 

코너에 대한 컴파스 방위각은 283.7303745가 되었다. 실제 갤럭

시 S 폰으로 측정한 방위각은 표 3과 같으며 약 0.4도의 오차를 

보인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제2호 (2011. 6)

332

그림 1. 실험 환경

Fig. 1. Test Bed

지점 A 지점 B

경도 위도 경도 위도

구글좌표 129.196271 35.861620 129.196866 35.861779

측정좌표(평균) 129.199999 35.866666 129.2 35.8666666

오차(구글-측정) -0.00372899 -0.00504666 -0.003134 -0.00488766

표 1. 갤럭시 S에서 LocationManager의 정확도 실험 결과

Table 1. Summary of LocationManager Test Results

경도 위도

A 지점 129.196271 35.861620

건물의 우측코너 129.196499 35.862063

좌표기준 기울기
(35.862063-35.861620)/(129.196499-129.196271) = 

1.942982456

거리기준 기울기
((35.8620-35.8616)*110941)/((129.1965-129.19627)*91

290) = 2.361227042

표 2 그림 2의 A지점에서 C지점을 바라본 방위각

Table 2 The Orientation of the Sight from A to C

좌측코너 우측코너

방위각 15.45307631 283.7303745

실측방위각평균 15.806921 284.147886

오차 0.35384469 0.4175115

표 3 갤럭시 S의 방위각 측정치 오차

Table 3 Error of Values[0] obtained by Orientation

그림 2의 A 지점에서 B지점과 C 지점에 대한 시선의 고저각 

실험 결과가 표 4에 보인다. 갤럭시 S를 세워서 고저각을 측정할 

때, 안드로이드의 SENSOR_ORIENTATION은 values[1]에 고

저각을 반환한다. 갤럭시 S의 화면이 하늘을 향하고 지면에 수평

일 때 values[1]은 0이 되고, 화면 상단을 들어 올려 지면에 수직

이면 -90, 화면 상단을 뒤로 밀어 지면에 수직이 되면 90된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 고저각을 구하는 식은 (식 1)과 같다.

고저각 = -90 - values[1]        ----   (식 1)

실험 결과 B와 C 지점에 대한 시선의 values[1]은 각각 평균 

-100.3도와 110.6도가 나왔으며, (식 1)을 적용하여 얻은 측정고

저각은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약 10.3과 20.6 도이다. 실험 환경

의 거리와 고도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고저각도 표 4에 

보인다. 측정 고저각과 계산 고저각의 차이는 각각 0.41086981과 

1.15749509 도이다.

실험지점 A 실험지점 B 실험지점 C

위도 35.86162 35.861776 35.862063

경도 129.196271 129.195783 129.196499

해발고도 (미터) 40 41 45

건물높이 (미터) 1.67(눈높이) 9.71 15.51

고도 (미터) 41.67 50.71 60.51

A지점과의 거리 0M 47.79314721 53.37266842

고저각 (계산) 0 10.71086981 19.44250491

측정평균 -100.3 -110.6

측정고저각 10.3 20.6

오차 (도) 0.41086981 1.15749509

표 4 고저각 실험 결과 요약

Table 4 Test Results of Values[1] of Orientation

IV. 결론

갤럭시 S의 LocationManager에 상당한 오차가 있음을 보였고, 
SensorManager는 실용 수준이라는 측정 실험 결과를 소개하였

다. 갤럭시 S2의 GPS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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