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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범위가 넓

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기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것

이 현재는 국내의 다른 도시, 더 넓게는 다른 국가까

지 생활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 한 번도 방문하

지 않은 시설이나 공간을 찾아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시설을 설명 없이 찾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방문하려는 시설이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시설이 어떠한 

건물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ig. 1(a)와 같이 각 건물 내에서 제공되는 건물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1]. 이 방법은 각 건물 내부를 

일일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Fig. 1(b)와 같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각 건물 혹은 

건물 간의 종합안내도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원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 이 방법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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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면 크기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까지 여러 번의 줌인-

줌아웃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전 검색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이 위치하

고 있는 건물을 알고 있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목적지

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건축물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3]. 그 중 

Wi-Fi, Beacon등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다 [4, 5]. Wi-Fi 기반 실내 내비

게이션은 Wi-Fi AP(Access Point)의 신호세기를 활

용한다. 이 기법은 Wi-Fi AP의 신호세기가 항상 일

정하지 않아 오차가 누적되어 실내 내비게이션 수행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고, Wi-Fi AP 설치가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다. Beacon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은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Beacon의 신호를 통해 사용

자의 위치 인식을 수행한다. 이 기법 또한 사용자가 

Beacon을 장착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

다. 별도의 장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실내 내비게

이션 서비스 또한 제안되었다[6, 7]. 제안된 서비스는 

Fig. 2와 같이 해당 건물에 대한 단면도 혹은 3D 지도

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실

내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가상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장

소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인공 마커를 부착하여 이를 카메라를 통해 추출하

는 기법이 제안되었으나, 해당 기법은 인공 마커의 

부착으로 인해 건물 내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8].

이러한 실내 장소 안내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상 매칭에 기반을 둔 실내 

장소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제안 어플리케

이션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있

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위

해 사용자의 관심 건물 및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영

상 매칭 기술을 활용하여 인식하며, 각 건물 내 중요 

위치에 대한 영상 정보를 사전에 촬영하여 실내 내비

게이션에 활용한다. 제안 어플리케이션은 Wi-Fi AP

나 Beacon 등 별도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며, 고용

량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에 있어 목적지까지의 중

요 위치에 대한 실제 사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장소를 식별하기에 용이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 

어플리케이션의 개요 및 세부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4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Fig. 1. Conventional services providing place infor-

mation. (a)Place information table attached in-

side a building[1] (b)Place information map pro-

vided via the Internet[2]   

Fig. 2. Indoor navigation services without special devices. 

(a)Indoor navigation service provided by COEX 

mall [6] (b) Indoor navigation service provided by 

Seoul city hall [7]   

Fig. 3.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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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시스템

2.1 시스템 개요

Fig. 3은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을 위한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사용

자의 스마트폰과 서버로 구성된다. 스마트폰은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된

다. 서버는 실내외 장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하고 있으며 영상 매칭과 경로 계산  알고리즘을 수

행 하게 된다.

제안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관심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심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가 필요한 건

물의 영상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서의 GPS 및 나침반 데이터와 함께 서버로 

전송된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서버는 

영상 내 건물을 인식한다. 건물 인식은 특징점 기반 

영상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GPS 및 

나침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 매칭에 소요되는 계

산 량을 줄인다. 건물 인식이 이루어지면 서버는 해

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한다.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의 사용을 위해서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영상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서의 GPS 및 나침반 

데이터와 함께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는 전송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며, 인식

된 위치로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목적지까지의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한다. 그 후 계산된 경로 내 중요 

지점에 대한 영상 및 각 지점에서의 이동 방향 정보

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2.2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성 

영상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영

상을 사전에 획득하여 저장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 시스템은 서버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상 정보와 영상을 찍은 장소에 대한 정보

를 저장한다. 장소 정보는 Fig. 4(a)와 같이 10개의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로 구성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각각의 테이블은 장소의 실내외를 구분하

는 정보, 영상의 이름, 대표 사진의 여부, 영상이 촬영

된 위치의 GPS데이터와 나침반 데이터, 건물 및 층 

정보와 장소에 대한 건물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테이블에 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

올 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내의 경우 

보다 자세한 장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므로 

실외일 경우보다 하나의 열을 더 이용하여 세부 정보

를 추가로 제공한다.

건물 및 건물 내 장소에 대한 영상 획득을 위해서

는 한 장소에 대해 최소 3장에서 최대 18장 정도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하나의 사진 보다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촬영된 사진에 대해 영상 매칭을 시도해야 

보다 정확한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Fig.

4(b), (c)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대해 다수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2.3 영상 매칭 및 특징점 사전 추출   

사용자는 실외에 있을 경우 자신이 관심 있는 건

물을, 실내에 있을 경우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영

Fig. 4. Database Composition (a)Database label (b)Multiple image acquisition inside one building (c)Multiple image 

acquisition inside the whole tes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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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촬영한다. 제안 시스템은 촬영한 영상과 GPS,

나침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서버는 전송

된 영상과 사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내의 영상과

의 매칭을 통해 전송된 영상 내 건물을 인식하거나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인식한다.

영상 매칭은 특징점 추출 기반 기법, 즉 영상 내에

서 특징점을 추출한 후 추출된 특징점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종류의 특징

점이 제안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9]. SURF는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10]. SURF

는 SIFT와 유사하게 입력 영상의 여러 스케일을 고

려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며, 따라서 SURF는 크기 변

화에 강인하고 회전에도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SURF는 SIFT와 달리 여러 스케일을 고려한 

매칭을 위해 필요한 Difference of Gaussian 계산을 

Harr Wavelet을 활용하여 빠르게 계산한다. 제안 어

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이동 중에 사용할 가능

성이 높아 응답속도가 빨라야 하며, 여러 영상과의 

매칭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특징점 추출이 빠르게 이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SURF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SURF 알고리즘이 영상 내 특징점을 빠르게 추출

하여도 매칭에 사용되는 영상 수가 증가하면 특징점 

추출에 많은 계산 량이 소요된다. 또한, 영상 매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위치에서 다수의 영상

을 촬영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수행하

여도 다수의 영상과의 매칭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

서 특징점 추출에 소요되는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11]에서 제안한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영상들의 특징점을 사전에 추

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특징점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량이 증가하였으나 영상 

매칭에 소요되는 계산 량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후에

는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통해 추출된 영상의 특징

점들과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

산한다. 이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영상이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며, 서버는 매칭

된 영상이 촬영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

트폰으로 전송한다.

2.4 데이터베이스 필터링 

데이터베이스 내의 영상에 대한 특징점을 사전에 

추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영상 매칭을 

위해 한 장소에 대해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였기 때문

에 영상 매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11]에서 제안한 기법을 추

가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 하였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의 

개념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 5 내부의 각 점이 영상

이 촬영된 지점이라고 하였을 때, Fig. 5(a)와 같이 

모든 영상과의 매칭을 수행할 필요 없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과의 매

칭만 수행하여도 된다. 또한 Fig. 5(b)와 같이 사용자

의 현재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촬영한 방향이 다르다면 해당 영상 또한 영상 매칭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결과 영상 매칭을 수행

해야 할 영상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은 먼저 GPS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송된 영

상 에 대한 GPS데이터의 위도, 경도가 각각 

 ,  라고 하자. 이때 데이터

베이스 내 번째 영상 과의 영상 매칭 필요성 여

Fig. 5. Database Filtering. (a) Filtering by GPS data (b) 

Filtering by Magnetometer.

           

 
(1)



142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8호(2016. 8)

부는 수식 (1)과 같이 결정된다.

GPS데이터로 필터링을 수행한 후 남아있는 영상

들은 다시 나침반 데이터를 통해 필터링된다. 사용자

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송된 영상 에 대한 나침

반 데이터가 일 때, 데이터베이스 내 번

째 영상 와의 영상 매칭 필요성 여부는 수식 (2)

와 같이 결정된다.

     

 
(2)

2.5 실내 내비게이션

제안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관심 건물 및 현재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 외에도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은 사용자

의 현재 위치 인식이 이루어진 후 수행된다. 실내 내

비게이션 기능을 위해 서버는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건물 내부에 위치한 중요 지점에 대한 리스트를 사용

자에게 전송한다. 사용자가 리스트 중 목적지 한 곳

을 선택하면 서버에서는 경로 계산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 거리를 계산한다. 그 후 계

산된 최단 경로를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

는 경로 계산을 위해 Dijkstra Algorithm을 활용하였

다.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계산이 이루어지면, 서버

는 최단 경로에 포함된 중요 지점에 대한 영상을 사

용자에게 전송한다. 전송되는 데이터 량을 줄이기 위

해 중요 지점에 대한 영상은 저해상도로 변환되어 

전송된다. 각 중요지점에 대한 영상만으로는 사용자

가 각 지점 간의 위치 관계를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

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점 간의 방

향 정보, 즉 사용자가 각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진행

해야 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3. 실험 결과

3.1 실험 환경

제안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한동대학교 캠퍼

스에서 실내외 영상 총 631장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과 이에 대응되는 장소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서버에 구성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내 장소 정보 

및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

다. Ubuntu OS를 사용하는 서버를 사용하였으며, 사

용한 모바일기기는 iPhone 6이었다. Table 1은 실험

에 사용된 기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실외 및 실내 환경에서 제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서버에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다. 실험에서는 실내외 총 20 곳에서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였으며, 제안 시스템의 

수행 시간 및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제안 시스템은 GPS데이터와 나침반 데이터를 통

해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수행하여 제안 시스템의 

연산 량을 줄인다.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수

행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값을 변화시

키면서 제안시스템의 수행 시간 및 정확도를 측정하

였다. GPS 데이터와 나침반의 단위 모두 각도이며,

가 0.00001로 설정되었을 경우 위도 방향으로 

약 1.1m거리 이상, 경도 방향으로 약 0.9m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된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하

Table 1. Points in Fig. 3(d) to generate road region candidates for various cases 

Server
Mobile

phone
Database

OS Ubuntu 14.04.1
Device

name
iPhone 6 Indoor images 444

Web server Apache 2.4.7 Chips
A8 chip with 64-bit

architecture
Outdoor images 187

Database tool MySQL 14.14 Wireless 802.11a/b/g/n/ac Wi-Fi Total 631

Processor
Intel(R) Core(TM) i5

CPU 650 @ 3.20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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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는 0.0005일 

때, 계산량과 정확도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실험에서는  

를 0.005로 설정하였다. 즉, 위도 방향으로 약 

1.1m거리 이상, 경도 방향으로 약 0.9m거리 이상 떨

어진 위치에서 촬영된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하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는 40으로 설정하였다.

 를 설정한 후,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3은 데이터베이스 필터링

을 수행하였을 때의 제안 시스템의 계산 시간을 나타

낸다. Table 3은 또한 데이터베이스 내 영상 데이터

의 특징점을 사전에 추출한 경우의 계산 시간 또한 

나타내는데,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빠르게 영상 

매칭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필터링을 활용하였을 시 보다 정확

한 영상 매칭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통해 오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영상과의 

매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6은 데이터

베이스 필터링 및 영상 매칭을 통해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된 영상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실내에 위치한 경우, 제안 시스템은 실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ig. 7은 

실내 내비게이션이 실행된 화면이다.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중요 지점 및 중요지점에서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제안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서버와 송

수신하는 데이터 량을 측정하였다. Table 5는 제안 

시스템의 위치 인식 서비스를 활용할 때와 실내 내비

게이션을 활용할 때의 데이터 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실내 내비게이션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중요지

Table 2. Computation time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system depending on  and 

 0.5 0.1 0.05 0.01 0.005 0.001

Computation time(seconds) 1.957 1.758 1.499 1.423 1.252 0.685

Accuracy(%) 15 22.5 55 70 82.5 55

 80 70 60 50 40 30

Computation time(seconds) 1.164 1.138 1.062 1.043 0.982 0.902

Accuracy(%) 92.5 90 90 87.5 87.5 67.5

Table 3. Computation time and accuracy of the system depending on pre-extraction of features and database filtering

No pre-extraction of

features

Pre-extraction of

features
GPS only

GPS+

Magnetometer

Computation time

(seconds)
336.861 29.750 3.096 0.762

Accuracy(%) 20 20 60 90

Table 4. The amount of  transmitted data for utilizing the 

proposed system

Transmitted data
Data size

(MB)

Place

information

Input image(to server) 0.440057

DB request(to server) 0.000008

Place information

(from server)
0.49152

Total 0.440137

Indoor

navigation

DB request(to server) 0.000008

Images of check points 1.062446

Total 1.062526

Table 5. The amount of  transmitted data for utilizing the 

system proposed in [7]

Place Data size(MB)

Dong-Moon History Park 4.900

Seoul History Museum 11.710

Kyung-Bok-Koong Station 8.470

Seoul Metropolitan Museum 4.600

Mapo Art Center 7.640

Kwang-Hwa-Moon Station 8.180

Average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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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지점별 데이터 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Table 6은 제안 시스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고문헌 [7]에서 제안하는 서비

스 사용 시 필요한 데이터 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참고문헌 [7]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각 장소 당 

필요한 데이터 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계산

하였다. Table 5와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 시스템이 보다 적은 데이터 량으로 실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 매칭을 기반으로 실내 장소안

내를 수행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관심 건물 내부에 존재하

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촬영

Fig. 6 Image matching results of the proposed system depending on database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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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상과 사전에 획득한 영상 데이터베이스간의 매

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영상 매칭의 정확도 및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GPS, 나침반 데이터를 활용하

여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제안 시스템

은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촬영만으로 장소 안내 및 

실내 내비게이션을 수행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향후 연구로는 무인 로봇 및 비행체를 활용한 영

상 데이터베이스의 손쉬운 생성, 그리고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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