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고에서는 실내위치인식 및 내비게이션 기술 분야 전

문 국제학술대회인 IPIN(Indoor Positioning and Indoor 

Navigation)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

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실내위치인

식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적·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경

진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경진대회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하기 위해 2016년 IPIN 경진대회

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실내위치인식을 위해 어떤 접근방법

들이 제안되었는지 살펴본다. 

Ⅰ. 서 론

실내환경하에서 사람 또는 물체의 위치를 인식하고자 하는 니

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도메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접근방법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

폰에서 인식 가능한 다양한 신호정보(WiFi, BLE, 가속도, 각속

도, 지자기, 고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로 사용자 

입장에서 부가적인 디바이스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외에, 소방방재나 군사 훈련, 물류센터 등 현장맞춤형 위치

인식을 위해 제안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법들

은 대개 추가적인 식별장치나 통신 방식이 요구된다.

IPIN 학술대회는 2010년에 시작되어, 실내위치인식 분야 전

문가들의 기술교류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학술대회에

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아래 <표 1>과 같다. 

주제가 다양한 만큼 각 기술 별 검증방법 및 절차, 성능지표도 

다르게 제시되어왔다. 동일한 기술적 접근 하에서도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현하는 지표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안 기술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일한 시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동일한 성능지표를 적용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부터 IPIN 학술대회 안에서 실내위

치인식 경진대회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본 고에서는 IPIN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이하, IPIN경진대

회)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고

자 한다. 2장에서는 경진대회의 공통 적용 기준을 다루고, 3장

에서는 세부 기술별로 나누어진 트랙별 진행방법을 4장에서는 

2016년 운영결과, 마지막으로 5장에서 2017년 진행계획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Ⅱ. IPIN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의                          

운영체계

IPIN 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문을 제출

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각 기술별 트랙 의장들에 의해 작성된 

기술설명이 ‘Call for competition’에 게시되면서 시작된다. 지

원자들은 트랙별 대회 운영원칙 및 방법을 보고 2~4페이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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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PIN 학술대회 주요 주제

General GNSS
Wireless 
Comm. 
Localization

Self-
contained 
Localization

Hybrid 
Localization

Spatial 
Information

ㆍ	User	
Requirements
ㆍ	Innovative	
Systems
ㆍ	Location	
Privacy
ㆍ	Applications	
of	Location	
Awareness	
&	Context	
Detection
ㆍ	Health	and	
Wellness	
Applications

ㆍ	High	
Sensitivity	
GNSS,	
Indoor	
GNSS,	
Pseduolites
ㆍ	RTK	
GNSS	with	
handheld	
devices
ㆍ	Mitigating	
GNSS	
errors	prior	
to	moving	
indoors

ㆍ	Signal	
Strength	
Based	
Methods,	
Fingerprinting
ㆍ	UWB	(Ultra-
wideband)
ㆍ	Passive	&	
Active	RFID
ㆍ	Ultrasound	
Systems
ㆍ	TOF,	TDOA	
based	
Localization
ㆍ	Localization,	
Algorithms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ㆍ	Self-
contained	
sensors
ㆍ	Optical	
Systems
ㆍ	Radar	
Systems
ㆍ	Mapping,	
SLAM

ㆍ	Hybrid	IMU	
Pedestrian	
Navigation	
&	Foot	
Mounted	
Navigation
ㆍ	Human	
Motion	
Monitoring
ㆍ	Frameworks	
for	Hybrid	
Positioning

ㆍ	Industrial	
Metrology	
&	Geodetic	
Systems,	
iGPS
ㆍ	Indoor	
Spatial	
Data	Model	
&	Indoor	
Mobile	
Mapping
ㆍ	Novel	uses	
of	maps	
and	3D	
building	
models
ㆍ	Magnetic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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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논문을 제출한다. 해당 접근방법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면 

제안된 논문은 채택되고 이후 2~3개월의 기간동안 업데이트

를 통해 정식 논문으로서의 요건을 심사한다. 이때, 해당 논문

이 기술적으로 또한 구성 요건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정

규논문으로 채택되어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림과 동시에 IEEE 

Xplore 에 게재된다. 정규논문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진행중

인 연구’로 분류되어 학술대회 논문집에만 수록된다.

IPIN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실제 사용예에 

가까운 환경 및 조건하에서 제안 기술을 검증하고 비교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진대회에서 운영하는 최상위의 공

통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 환경에 유사한 시험경로

대부분의 실내위치인식 기술 논문은 제안하는 기술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매우 제한적인 환경, 즉, 상대적으로 짧은 경로

(15.2m x 11.5m 이하) [1], 단일 층만을 보행하며 시험한 결과[2]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두 제안방법을 직접 비교하

여 성능의 우위를 평가할 수 없으며, 비록 여러 명의 피실험자들

에 의해 반복 실험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들이 실제로 운용하

는 거리 및 시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서비스

로 연결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IPIN 경진대회에서는 규모

가 큰 빌딩내에서 복수개의 층을 오르내리는 약 15분 이상의 상

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보행환경(복도, 계단, 출입구, 엘

리베이터 등)을 고려하여 시험 경로를 설정한다. 

2. Ground Truth (참값) 적용을 통한 정확도 분석

실내위치인식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또한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Liu [3]는 무선통신 기술 기반의 실

내위치인식 기술에 대한 평가지표로, 6가지 성능지표, 즉,  정

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복잡도(Complexity), 강

건성(Robustness), 확장성(Scalability) 그리고 비용(Cost) 항

목을 제안하여 성능평가의 기본 틀을 제시해주었다. 

IPIN 경진대회에서는 운용의 여건상 정확도 항목만을 평가

항목으로 고려한다. 이를 위해 트랙 운영자는 첫 단계로, 평가 

경로 및 보행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해당 경로를 여러 번 탐색

하면서 경로상의 주요 지점을 핵심포인트(Key Point)로 선정

한다. 약 1Km 가 넘는 총 이동거리를 시험 경로로 선정할 때, 

50~60 개의 핵심포인트를 추출하며, 운용자는 이 지점의 정

확한 좌표값(WGS84좌표계 기준의 위도, 경도)을 확인하여 

Ground Truth 값으로 구성된 참조값 파일을 구성한다. 

시험 경로는 경진대회 당일까지 지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다. 시험경로가 미리 알려지면, 해당 경로에 특화된 알고리즘으

로 수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진대회 출전자는 시험경로의 출발점에서 제안 방법을 구현

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각 핵심포인트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시점의 위치추정좌표를 저장하고 이에 대한 로그파일을 각 트

랙 운영자에게 제출하면, 운영자는 이를 참조값 파일의 값과 일

대일 비교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각 핵심포인트별 오

차값이 생성된다. 최종적으로, 오차값의 누적확률분포를 생성

한 후 3사분위(CDF의 3rd Quartile)의 값을 최종 성능지표로 

도출한다[4]. 본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지원자가 제출한 각 핵심포인트 좌표가, 층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별로 패널티 오차값으

로 15m 가 부여된다. 

IPIN 경진대회의 기본 틀은 이탈리아 국가연구심의회(CNR) 

산하의 ISTI 연구그룹이 주도하는 EvAAL [5] 프로젝트로부터 

도입되었고, 해마다 공식적인 경진대회 공고는 IPIN 웹페이지

에 게시되지만, 그 외의 기술적인 지원(로그파일 저장을 위한 

Process of Competition Paper 

Call for Competition Short technical descriptions 
(2 ~ 4 pages) 

Technical Description 
By Track Chairs 

Track 1 Track 2 Track 3 Track 4 

Accepted? 

Regular 
paper? 

Y 

N 

N Work-in-progress 

Can’t attend 

IEEE Xplore Digital 
Library 

Registration 

Conference 
Proceeding 

Y 

그림 1. IPIN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 지원절차

 대상 사이트 지도 좌표 검증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시험자 보행  위치오차에 대한 통계적 분석 

F0 

 참좌표값 설정 및 시험 보행 시나리오 수립 

F1 F2 F3 

그림 2. 경진대회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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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앱, 경진대회 결과 등)은 EvAAL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

진다. 

III. 세부 기술별 트랙 

IPIN 경진대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술 트랙으로 구성되

어 있다[6]. 

첫째, 스마트폰 기반 트랙1은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는 어느 

조합이든지 임의로 사용하여 위치인식을 하는 기술을 경쟁한

다. 대부분의 지원 기술은 WiFi 신호를 기본으로, 지자기센서, 

고도센서, 그리고 관성센서 기반의 보행항법을 융합하는 복합

측위를 제안한다. 지원자는 핵심포인트 지점에서의 추정위치값

을 로그로 저장하기 위해 운영위에서 제공되는 스마트폰 어플 

“Steplogger”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한다. 

둘째, 보행항법(Pedestrian dead reckoning) 기반 트랙 2는 

무선 인프라 정보를 배제하고 관성센서, 지자계, 고도계 등의 

센서만을 이용해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상대측위 기술을 

경쟁한다. 센서의 개수, 장착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 

모바일 랩탑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

의 경진대회용 앱이나 응용은 연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데이

터 로깅 기능을 구현하여 최종 로그파일을 제출한다. 

트랙 3은 트랙1과 동일한 디바이스인 스마트폰 기반 기술이

나, 다만 경진방식만 차이가 있다. 트랙 3는 Off-site 방식을 

적용하여, 경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개 사이트에 대한 신호들을 

스마트폰에서 가용한 센서를 이용하여 미리 수집하고 해당 데

이터를 사전에 오픈하여 각 지원자들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

과를 받아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트랙 4는 201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트랙으로, 

일반 사람이 아닌 모바일 이동체에 지원자가 개발한 위치인식 

송신장치(온보드 장치)를 설치하고, 이 장치와 통신하는 시험 사

이트 주변 벽에 설치하는 장치간 통신을 통해 이동체가 움직이

는 궤적을 어느 시스템이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지를 평가한다. 

IV. 2016년 경진대회 운영결과

경진대회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초기에는 미처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학계 

및 일반 산업계로부터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는 트

랙 1 일곱 팀, 트랙 2에 여섯 팀, 트랙 3에 다섯 팀, 그리고 트랙 

4에 네 팀이 참가하여 각 트랙별 우승자에게는 1,500 유로에 해

당하는 상금을 부여하였다. 본 장에서는 2016년도에 경진대회 

운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시험 사이트는 2016년 학술대회가 개최된 스페인 알칼라 대

학의 공과대학 건물로 <그림 3>과 같이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

의 두 섹션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트랙 1과 트랙 2의 공식적인 On-site 시험 경로는 알칼라 공

과대학의 지상층에서 4층까지 올라갔다 되돌아오며, 57개의 핵

심포인트 위치를 참조점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경로는 보행하

는데 약 12분 정도 소요되며 출발점과 종료점은 동일하고 계단

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4층의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다.   

 

On-site 경진은 하루만에 끝나지만, 경진을 준비하기 위해 운

영자들은 2~3일 전부터 사이트 탐색을 통해 시나리오를 설계하

고 운영 룰을 점검한다. 지원자들 또한 사전 탐색, 즉, 해당 사이

트를 미리 둘러보거나, 운영위에서 사용하는 분석툴에 맞는 로그

파일이 생성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탐색기간을 가졌다.

표 2. 세부 기술별 트랙

Track No. Scope

1 Smartphone-based	(on-site)

2 Pedestrian	dead	reckoning

3 Smartphone-base	(off-site)

4 Indoor	mobile	robot

그림 3. 경진대회 시험사이트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

1F 2F 3F 4F 

S Start/End point

Path to up

Path to down

그림 4. 시험 경로

12 | 정보와 통신

주제 | IPIN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 현황 및 의의

정보와 통신 201704월 내지작업.indd   12 2017-04-19   오후 2:37:19



1. 트랙 1 스마트폰 기반 (On-site)

트랙 1은, 경진에 지원한 참가자가 아닌 운영위의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전체 시험경로를 보행하고 참가자는 함

께 보행하며 참관한다. 이를 통해 서브젝트에 치우치지 않고 보

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2. 트랙 2 보행자 추측 항법(PDR)

트랙 2는 장착해야 하는 센서의 특성 및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고려하여 참가 지원자가 직접 착용하고 운영위의 담당자가 함

께 감독하며 따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단, 참가자에 의

한 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로그파일에 센서의 원본데이터

까지 저장하도록 하였고, 보행을 하고 와서 즉시 로그파일을 제

출토록 하였다. 

3. 트랙 3 스마트폰 기반 (Off-site)

트랙 3는 <그림 7>에서와 같이 네 종류의 건물을 대상으로 각 

4개씩의 측위자원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들 데이터로 참여자들

이 학습하도록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주어 정확도가 얼

마나 나오는지를 평가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관성센서, 지자기센서, 압력, WiFi 신호, 자

세값 등으로 로그파일 포맷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5. 트랙 1 경진대회 모습

표 3. 트랙 1 참가자별 제안기술

참가그룹 제안 기술

NAVINDOOR

관성센서와	고도계를	이용한	 PDR과	WiFi	 및	

비콘을	이용한	절대위치,	그리고	평면도에	대한	

그래프모델을	이용

SAMSUNG

WiFI신호특성에	대한	다양한	path-loss	모델을	

이용하여	절대좌표를	추정하고	 PDR을	이용해	

이동거리와	방향을	추정

WIMAG
WiFi	핑거프린팅	결과와	지자기	센서	매칭,	그리고	

PDR을	파티클	필터로	융합

WMLOC
WiFi	및	지자기	센서값을	동시에	고려한	핑거	

프린팅을	통해	위치인식

XMUH

스마트폰의	관성센서	신호값을	기반으로	걸음을	

검출하고	역진자모델을	이용하여	보폭을	추정하여	

위치를	인식

XPOSITION
WiFI	RSSI	신호,	PDR,	그리고	평면도	정보를	이용	

하여	파티클	필터로	융합

표 4. 트랙 2 참가자별 제안기술

참가그룹 제안 기술

SNU	NESL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로	구성된	단일	관성	

센서를	한	발에	장착.	장시간	운용시	발생되는	

오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딤기	동안의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제안

SYSNAV

자체	제작한	센서모듈(관성센서,	지자기센서)을	

어깨에	장착.	센서모듈의	자세와	위치를	EKF	로	

추정.	지자기센서값과	모션과의	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연속시간모델	적용

Univ.	of	Parma

MARG(Magnetic	Angular	Rate	and	Gyroscope)센서	

4개를	양	발에	조합하고	고도계를	장착.	ZUPT를	

기본	알고리즘으로	적용하고,	멀티플	센서로부터	

도출된	위치값들을	평균하여	대표값을	생성

Univ.	of	Deusto

관성센서	하나를	손목에	장착.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센서값을	읽어	걸음검출,	보폭추정,	방향을	

추정.	고도계를	이용하여	층	인식

XIAMEN	Univ.
자체	제작한	MEMS	관성센서	하나를	발목에	장착.	

KF와	ZUPT	를	이용하여	위치추정.	

TIANJIN	Univ.

자체	제작한	MEMS	관성센서를	한	발에	장착.	

ZUPT를	보행의	단계(toe	 off,	 heel	 strike)별로	

세분화하여	적용

그림 6. 트랙 2 경진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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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3 참가자들의 제안 기술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4. 트랙 4 실내 모바일 로봇

트랙 4는 <그림 9>와 같은 시험 경로(12m x 5m)를 구성하고 

산업용 모바일 로봇이 해당 트랙을 움직이게 하면서 로봇에 장

착된 경진 시스템이 참 궤적을 제대로 추적하는지를 평가한다. 

트랙 4에는 다섯 팀이 지원했으나 두 팀은 트랙 4를 주최한 알

칼라대학 팀이라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낸 

팀은 두 팀이었다. 첫번째 제안기술은 UWB 의 TDOA 를 이용

한 방법[7]이었고, 두번째 제안기술은 UWB 의 TOA 방법[8]을 

적용한 것이었다.

트랙 4 참가자들의 제안 기술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Polytechnic Building at UAH (Alcala 
de Henares, Spain) 
4 Levels 

CSIC, Arganda (Madrid, Spain) 
1 level 

Univ. Jaume I (Castellion, Spain) 
6 Levels 

School of Technology (Castellion, Spain) 
4 Levels 

그림 7. 트랙 3 를 위한 데이터 수집장소

그림 8. 트랙 3 수집 데이터 로그파일 포맷

표 5. 트랙 3 참가자별 제안기술

참가그룹 제안 기술

HFTS

PDR	을	기본으로	WiFi	RSSI	를	이용해	층을	구분	

하고	맵	정보를	이용함.	알고리즘의	주요	특성으로,	

backtracking이	가능한	파티클	필터를	구현하여	

정확도	향상

Univ.	of	Minho

기본적으로	WiFi	핑거프린팅	방법을	적용하고	

대기압	정보를	이용해	층을	구분함.	주목할	점은	

센서별로	수집빈도가	달라서	 Ground	 Truth	

위치값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

BlockDox
베이지안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WiFi	핑거프린팅	

방법을	제안함

FHWS

관성센서와	고도계를	이용한	 PDR과	WiFi	 및	

비콘을	이용한	절대위치,	그리고	평면도에	대한	

그래프모델을	이용

Marauder’s

경로재설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	GPS신호로	빌딩을	인식하고,	

WiFI	핑거프린팅	DB를	이용해	층을	인식하고,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	2D	경로를	추정

표 6. 트랙 4 참가자별 제안기술

참가그룹 제안 기술

ATLAS

무선	시각동기화를	이용하여	 UWB를	사용하고	

멀티유저를	지원하는	Time-difference	of	Arrival	기반의	

위치인식	시스템을	제안

TOPOrtls

UWB	센서모듈과	앵커간의	ToA	통신을	이용한	위치	

인식	시스템을	제안	성능향상을	위해	초음파	센서를	

추가함

Track 4: Indoor mobile robot positioning 

그림 9. 트랙 4 시험용 궤적 [9]Track 4: Indoor mobile robot positioning 

그림 10. 트랙 4 시험용 궤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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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결과

최종적으로 각 트랙별 지원자들의 경진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로부터 각 트랙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트랙 1과 트랙 3는 기술적 접근방법이 동

일하므로, 순위별로 유사한 성능값을 보여주는 반면, 트랙 2는 

1등과 나머지 팀들간의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랙 

2 보행항법은 상대위치추정이라는 특성상, 초기 오차가 조금만 

누적되어도 이를 보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의 참가자들이 초기 진행방향 자체가 틀어진 채로 시작하게 되

어 핵심포인트별 오차는 상당히 크지만, 전체적인 궤적 모양은 

Ground Truth 와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내 위치인

식 및 내비게이션 기술과 관련되어 IPIN 국제학술대회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실내위치인식 경진대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진

대회를 통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서로 다른 환경하

에서 연구개발해 온 기술을 하나의 동일한 잣대로 객관적 평가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기관 및 참여국가

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IPIN 학술대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서 일반 참가자들로부터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

다. 이를 계기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의 교

류의 기회를 넓히고 향후 기술개발 및 국제적 시범서비스 적용 

등의 영역까지 매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2017년에는 일본 삿포로에서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가 개최

된다. 트랙 2 보행항법의 경우, 2016년까지는 일반보행에 국한

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불규칙보행(뛰기, 점프, 앉아걷기 등) 시

나리오는 옵션으로 진행하며 보행항법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

는 기회가 되었으므로 2017년에는 불규칙보행도 공식 시나리오

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보행항법

의 경우, 대형 물류센터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Off-

site 트랙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모쪼록 올 IPIN 2017

년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에 실내위치인식 분야에 관심있는 국

내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들의 큰 관심과 주도적인 참여

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블루오션인 위치인식 기반 미래 

응용서비스를 앞장 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론티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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