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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위치인식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동향

요 약

일과시간의 8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보내고, 무선통화의 

70%와 데이터 접속의 80%가 실내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39%

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실내 환경에서 보행자들에 대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크게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실내위치인식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서비스 현황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실내

위치인식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실내위치인식 및 항법 경진대회들을 소개한다. 정

부는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주도 대형 행

사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시범 서비스를 수행하였다, 본고에

서는 2014년 ITU 전권회의 기간 동안 제공한 실내 길안내 서비

스 및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증강

현실기반 실내외 끊김 없는 길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Ⅰ. 서 론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길찾기 지도

서비스, 자동차 내비게이션, 요즘 핫한 다음 카카오택시 등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위치를 제공하

고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핵심기술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 속도 및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 시스템 기술이다. 위

성항법시스템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지 위치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신기 가격이 저렴하며 응용범위

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고층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

역에서는 수십미터 이상의 위치오차가 발생되고 또한 대형 복

합 쇼핑몰, 지하철 역사, 병원등 실내에서는 위치파악이 불가능

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반직장인들 일과시간의 80% 이상을 실내공간에

서 보내고, 무선통화의 70%와 데이터 접속의 80%가 실내로부

터 시작되고, 또한 39%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

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위치인식과 항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1]. 실내 위치인식 기술은 모바일 

결제, 모바일 광고, 긴급 구조, 실내 길안내, 국가 감염병 위치 

추적등 다양한 서비스가 예상되고 또한 국가차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 건설에도 폭넓게 활용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IT 리서치 전문업체‘가트너’는 2020년에는 휴대폰 사용자의 

40% 이상이 스마트폰과 앱들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스마트폰

에 연계된 위치기반 가상 개인비서 서비스 만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본고에서는 국내외 실내위치인식기술에 대한 최근 기술개발

동향 및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 계획에 대

해 설명 한다. 2절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절에서는 다양한 실내위치인

식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참가하

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icrosoft Indoor Localization 

Competition 과 Indoor Positioning Indoor Navigation 

Competition 경진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4절에서는 정부

에서 2014년 ITU Plenipotentiary 학회 기간 동안 제공한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

자들에게 제공할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내 및 실외 끊김없

는 길 안내 서비스 계획에 대해 소개 한다.

Ⅱ.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실내에서는 WiFi, BLE 비콘, 지자기,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센서, 영상정보를 이용한 위치인식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일부 

기술들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서비스 기술들을 설명한다.

네이버는 2012년 전국 78개 주요 건물에 대한 실내지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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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였다. 초기에는 지하철 상가위조로 서비스를 제공

하였어나 2015년부터는 공항, KTX역, 백화점, 할인매장, 전

시/문화시설등 전국주요 약 328개(15년 6월기준)의 건물에 대

한 실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는 파노라마 형태의 실내뷰를 구현해 360도 전 방향에서 실제 

내부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m 정

밀도의 증강현실 서비스 지원 LBS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하

여 스마트폰에 탑재된 WiFi,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 센

서를 복합으로 사용하여 보행자가 실내외에서 끊김 없이 위치

를 인지하고 길 안내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2014년 개최된 ITU 전권회의 기간 동안 참석자들에게 

길안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였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가 2013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위치정보 활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용되었다. 이사업은  Wi-Fi AP DB 구축을 

통해 향후 위치측위 오차범위 10~30m 이내(신뢰도 80%, Wi-

Fi 과밀지역 內)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구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5개국에서 공항, 쇼핑센터, 경

기장, 지하철역등을 중심으로 실내 지도 및 위치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측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API를 공개하여 

일반 사용자나 개발자들에게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Google Maps API는 사용자가 직

접 제작한 실내 지도를 구글맵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Google Geolocation API는 사용자가 주변의 무선 인프

라 신호 정보를 스캔하여 서버에 위치 측위를 요청하고, 서버로

부터 추정된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웹서비스 기반의 위치 

측위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 지도 국외 반출 불가로 인

하여 구글 실내지도 및 위치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구글은 2015년에 BLE 비콘 플랫폼인 Eddystone을 발표

하여 애플의 iBeacon과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ddystone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Android 5.0 

이상의 기기에서 전용앱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iOS 기기의 

경우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글의 

Eddystone이 애플의 iBeacon 기술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시

장을 주도해 나아감으로써 BLE Beacon 기반의 실내 측위 솔루

션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2013년 3월 WiFiSLAM 이라는 스타트업회사를 

그림 1.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천공항 실내지도

그림 2. 방통위 위치정보활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그림 3. 구글 실내위치인식 서비스

그림 4. 구글 Eddystone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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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5]. SLAM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로 위치를 인식하면서 지도

를 동시에 생성할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계, 자이로스코프, 지자기계 센서를 활용하여 보행자들의 궤적

을 생성한다. 초록색 궤적은 보행자들의 개별 이동궤적이며 파

란색은 다수보행궤적을 융합하고 보정하여 정확한 궤적을 생성

할 수 있는 기술이다[6].

애플은 2013년에 BLE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인 iBeacon

을 개발하였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

다[7]. iBeacon은 WiFi와 유사하게 신호강도와 신호거리 특성

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지만, 뛰어나 이동성과 

위치측정을 위한 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경쟁력 있는 실내위치인식 솔루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ndoorAtlas사는 지자기 정보를 이용한 실내위치인식 시스템

을 제공한다.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서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

으며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는  건물내부의 철골 구조물, 전자 장비 등에 의해 실

내공간 위치에 따라 자기장 왜곡이 다르게 발생된다. 지자기 기

반의 위치인식 기술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를 인식할 수 있다. IndoorAtlas사는 최근 Baidu로부터 102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SK 플래닛으로 부터 모바일 전자지갑서비

스를 위한 위치시스템 투자 개발로 30억을 투자받아 향상된 서

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8][9].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TUM)는 Large-Scale 

Direct Monocular-SLAM 기술을 개발하였다[10].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영상들을 사용한 실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제작 기술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로 키포

인트/특징점 추출없이 이미지의 모든 정보를 사용한 직접적인 

방법이다. 키포인트 기반 방법은 모서리 주변의 작은 패치 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와 같이 키포인트/특징점을 추출하

기 어려운 환경에서보다 높은 정확성과 견고성을 제공하며 훨

씬 더 고밀도 3D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영상기반의 위치인

식 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해 수십 Cm이하의 정밀위치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기술 및 스마트폰 성능의 발전에 따라 

조만간 서비스 가능한 위치인식기술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WiFiSLAM 기술의 특징

그림 6. 애플 iBeacon 서비스 개념도

그림 7. IndoorAtlas 플랫폼 Workflow

그림 8.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TUM) 의 LSD-SLAM 기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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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내위치인식 및 항법 경진대회

연구소, 학교 및 기업에서 다양한 실내위치인식 기술을 개

발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된 다양한 

실내위치인식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되

어 실내위치인식경진대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장

에서는 최근 많은 개발자들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Microsoft Indoor Localization Competition[11]과 Indoor 

Positioning Indoor Navigation Competition 경진 대회[12]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Microsoft Indoor Localization Competition은 IPSN 국제학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경진대회이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원한

다. 첫 경진대회는 2014년에 시작하였으며 2016년 경진대회는 4

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개최되었다. 31팀이 대회에 등록하

였고 최종 평가에는 28개팀만이 참여하였다. 평가는 <그림 9>와 

같이 학회장 내부 465m2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경진대회는 3가지 범주로 분리되었으며 1) Commercial 

off-the-shelf (COTS) Technologies 범주는 노트북, 스마

트폰, 태블릿과 같은 COTS 장비들을 활용하여 위치인식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범주에서는 참가자가 별도로 맞춤 제

작한 장치(UWB 또는 ultrasound hardware)들은 COTS 장

비와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진대회 평가 지역

에 참가자가 제작한 맞춤 HW(예 : BLE 비콘) 설치여부에 따

라 infrastructure-based 분야 그리고 infrastructure-

free 분야로 추가 분류 된다. 2) Commercial off-the-shelf 

(COTS) Technologies with Initialization 분야는 앞의 COTS 

Technologies 분야 와 동일하며 다른점은 평가가 시작되는 

COTS 장비의 초기위치를 기준값으로 초기화하여 평가를 실

시한다. 3) Modified Commercial off-the-shelf (COTS) 

Technologies 분야는 참가자가 별도로 맞춤 제작한 장치(UWB 

또는 ultrasound hardware)를 COTS 장비와 연결하여 위치인

식을 수행할 수 있다.

대회결과는 <그림 9>와 같이 backpack용 Laser 스캐너장비

를 이용한 참가자의 경우 평균오차가 16cm, UWB 센서를 이

용한 참가들은 23cm ~ 3m 오차, 그리고 ultrasound 장치를 

사용한 참가들은 1.22 ~ 2.86m 정도의 위치오차 성능을 제

시하였다. 2017년 대회는 4월 18일에서 19일까지 양일간 미

국 Pittsburgh에 위치한 David L. Lawrence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0월 4일에서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Alcala 

de Henares 대학에서 제7회 국제 Indoor Positioning and 

Indoor Navigation”학회가 개최되었으며“Indoor Positioning 

and Indoor Navigation Competition”이 학회 기간 동안 개최 

되었다. 23개 팀이 등록하였으며 최종 평가에는 19개 팀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평가장은 <그림 11>과 같이 Alcala 대학의 

School of Engineering 건물 1층에서부터 4층을 활용하였다.

그림 9. MS Indoor Localization Competition 평가 장소

그림 10. MS Indoor Localization Competition 평가 결과

그림 11. 평가장으로 사용된 Alcala 대학 공과대학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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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track으로 구성된다. 

대회결과는 <그림 9>와 같이 smartphone-based 분야에

서 1등이 5.4m, Pedestrian dead reckoning 분야에서 1등

이 1.5m, offsite smartphone-based 분야에서 1등이 5.8m, 

그리고 Mobile robot 분야에서 1등이 0.1m의 위치오차(3rd 

quartile)의 성능을 제시하였다.  

2017년 IPIN 경진대회는 9월 18일 일본 삿포로에 위치한 홋

카이도 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Ⅳ.정부차원의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및 계획

본 절에서는 정부에서 2014년 ITU Plenipotentiary 학회 기

간 동안 제공한 실내위치기반 서비스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

림픽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내 및 실외 길 안내 서비스 계획에 대해 소개 한다. 2014년 

ITU Plenipotentiary 학회가 10월20일부터 11월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TU 전권회의 준비

기획단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부

산공항, 부산역을 경유하여 벡스코 행사장에 위치한 지하철 및 

행사장 실내에서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실내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항, 역사, 지하철 및 벡스코 행사장들

에 대한 2D 및 3D 실내지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여 제공

하였으며, WiFi 기반의 실내위치인식기술은 ETRI가 개발한 기

술을 사용하였다. <그림 13>은 ITU 전권회공식 앱이며 앱스토

어에서“ITU-PP14”명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2월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평창 올림픽기간 동안 방문자들에

게 5세대(G)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초고화질

(UHD) 방송 등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중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입국에서 출

국까지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내 및 실외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지역은 인천공항, 양양공항, 주요 

KTX 역(평창역, 진부역, 강릉역, 인천 공항역, 서울역) 및 빙상

경기장 5곳(강릉아이스아레나, 강령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

센터, 강릉 컬링센터, 관동하키센터)등이다. 서비스 대상지역에 

대한 실내지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표 1. Track 별 경진대회 방식

(Track	1)
Smartphone-	
based

Competitors	can	use	any	sensor	available	on	the	
smartphones	 to	 localize	a	pedestrian	walking	 in	
multi-floor	buildings.

(Track	2)
Pedestrian	

dead	reckoning	
positioning

Competitors	 can	use	MEMS	sensors	 (inertial,	
compass	and	altimeter	pressure	sensors)	mounted	
on	 the	body	 to	 localize	a	pedestrian	walking	 in	
multi-floor	buildings;	electronic	devices	such	as	
tablet,	notebook,	etc.	can	be	used	for	control	and	
monitoring

(Track	3)
Smartphone-	
based	(off-site)

The	goal	is	to	localize	a	pedestrian	walking	under	
realistic	conditions	 in	multi-floor	buildings	using	a	
conventional	smartphone	and	its	available	signals	
(WiFi,	 inertial,	magnetic,	GPS,	pressure,	 light,..).	
Competitors	calibrate	their	algorithms	with	a	ground	
truth	referenced	database,	and	compete	using	new	
unreferenced	data.

(Track	4)
"Indoor	mobile	
robot	positioning"

Competitors	can	 install	 their	 system	around	a	
restricted	area	of	navigation	and	onboard	a	mobile	
robot	 (without	 interaction	with	 the	mobile	 robot	
systems).	The	 robot	will	 follow	a	predetermined	
track	 that	has	 to	be	obtained	by	 the	external	
positioning	system.	

그림 12. IPIN 경진대회 평가 결과

그림 13. ITU-PP14 공식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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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고에서는 국내외 실내위치 기술 및 서비스 개발현황 및 다

양한 방식의 실내위치인식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내위치인식 및 항법 경진대회

들을 소개하였다.

정부는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

하여 위치인식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참가자들에게 입국에서 출국까지 증강현실(AR)을 이

용한 실내 및 실외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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