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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형 스마트폰 보다는 센서를 제거해 원가를 절감한 보급형 스마트폰

이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 센서가 없을 때의 위치 기반의 방향 탐지 방법으로써 위치를 기반으로 한 벡터를 이용하여 방향을 탐지하

고, 높이 축에 대한 제한, 위치 변화 없는 회전에 대한 제한 등의 제약들을 개선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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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7년 4분기 2004년 이후 사상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2018년 1분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가트너의 

안술 굽타 리서치 디렉터는 업그레이드 혜택이 적은 프리미엄 및 

고급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품질 향상으로 

보급형 및 중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1].

최근에는 저렴한 값의 보급형 스마트폰이 많은데, 단가절감을 위해 

센서들을 뺀 채로 출시하는 스마트폰들은 조도 센서가 없어서 자동 

밝기를 사용할 수 없고, 자이로 센서나 가속도 센서가 없어서 지도 

앱에서 방향을 찾을 수 없다. 자동 밝기나 지도 앱에서 방향 찾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센서들의 유무를 꼭 체크해야 한다[2].

Fig 1. Worldwide Smartphone Shipments

(출처 : www.economist.com)

이처럼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갤럭시 시리즈

를 예로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7’에는 가속도센서, 기압센서, 지문센

서, 자이로센서, 지자기센서, 홀 센서, 심박수 측정 센서, 홍채 인식 

센서, 근접 센서, RGB 광 센서 등이 탑재되지만, 반면 ‘갤럭시A3’엔 

가속도센서, 지자기센서, 홀센서, 근접센서, RGB광 센서가 탑재됐다. 

‘갤럭시J5’엔 가속도센서, 홀센서, 근접센서 뿐이다.[3] 자이로센서가 

필수인 증강현실 시스템에선 ‘갤럭시A3’와 ‘갤럭시J5’와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에서 방향을 탐지하는 자이로센서가 

탑재되지 않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에 맞춰 자이로 센서가 

없는 위치기반 시스템에서의 방향 탐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 Main Subject

위치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에서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GPS를 이용하며, 방향을 탐지하기 위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다. 위치기반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나이언틱사의 

‘포켓몬GO’ 게임에서도 자이로 센서가 없는 스마트폰에서는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이로스코프 혹은 자이로는 회전하는 운동을 측정하는 장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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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다. MEMS (멤스) 기술로 인해서 자이로는 

보다 작아지고 저렴해졌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에서 각속도를 측정하

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4].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증강해야 하는 증강현실 시스템에선 자이로 센서가 없어 

스마트폰 카메라의 회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자이로 센서가 없는 상황에 방향을 탐지하기 위해 GPS의 위치정보

를 이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GPS는 오차를 갖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이며 오차가 

없다고 가정한다.

Fig 2. Direction Calculation Using Position

그림 2.에서 제시한 위치 정보를 이용한 방향 계산에서는 GPS로부

터 수집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 변화에 따른 벡터를 계산함으로

써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의 수신 빈도가 

높아질수록 방향 탐지의 정확성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 

다만, GPS는 위도와 경도, 즉 x와 y값만 수신되기 때문에 동서남북

의 방향만 탐지할 수 있으며 고저차에 의한 방향은 탐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위치변화가 없는 방향전환에 대해서는 이를 감지할 수가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회전

하였을 경우 위치변화에 따른 벡터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회전 정보를 

갱신할 수 없게 된다.

III. Conclusions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형 

스마트폰 보다는 센서를 제거해 원가를 절감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드웨어의 

보급이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소프트웨어로써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자이로 센서가 없을 때의 위치 기반의 방향 

탐지 방법에서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벡터를 이용하여 방향을 탐지하

였다. 다만, 높이 축에 대한 제한, 위치 변화 없는 회전에 대한 제한 

등의 제약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지자기센서, 가속도센서 등 보급형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이런 제약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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