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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폰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센서(location

sensor)와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향센서(orienta-

tion sensor),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조도센서, 일정 

거리 내에 사물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근접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센

서를 사용한 응용프로그램 또한 매우 다양하다[1,2].

여기에는 사물의 크기(길이, 폭, 깊이), 또는 사물과 

스마트폰과의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앱들

이 있다[3-8]. 이러한 앱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수준의 길이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표면 상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법은 제시되

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 기법은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지표

상의 여러 지점에서 관측하고, 각 지점에서 획득한 

센서 값을 활용하여 물체의 높이를 추정한다(Fig. 1

참조).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위치 센서와 

방향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 수준

에서 제공되는 것을 사용한다. Fig. 1은 제안 기법을 

사용한 물체의 위치를 측정 과정을 보인 것이다. 첫 

번째 관측점에서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스

마트폰 카메라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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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카메라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고 

다른 관측점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측점

의 위치와 스마트폰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관측점들은 최소 수십 미터 이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한다. 각각의 관측점에서 카메라 화면의 중앙

에 물체를 위치시키면 스마트폰의 방향이 서로 다르

게 될 것이다. 관측점 간의 거리는 위치센서를 통해 

제공되는 관측점들의 지면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 관측점들의 위치와 스마트폰의 방향에 대한 정보

를 결합하면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삼각측량법은 정밀한 측정 장치를 사용

하여 매우 정확하게 길이(또는 높이)를 측정하는 용

도이다. 제시하는 기법은 휴대폰의 센서를 사용하므

로 정확도는 떨어진다. 반면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 예를 들어, 지도상에 그 높이가 표시

되지 않은 각종 구조물 또는 언덕, 나무 등의 자연물

에 대해 높이를 포함한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용도

에 제안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

을 들여 정확도가 높은 삼각측량법이 필요하지 않거

나 그것의 선행단계로써 스마트폰만을 사용하여 간

단하게 대략적인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

용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 또는 크기 등을 측정하는 

유사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원리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 4장에

서는 제안기법을 Android 기반 휴대폰에서 구현하

여 실제 사물에 대한 테스트 결과 및 제안 기법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도록 한다.

2. 관련연구

먼저 제안 기법이 기반하고 있는 센서값 대해 설

명한다. 제안 기법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방향정

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데 이러한 값들은 각각 위치 

센서와 방향 센서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위

치 센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장치, 인

접한 무선랜 정보,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 등을 바탕

으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센서

이며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API로 응용프로그램에 

제공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야외에서 사용되므로 

GPS에 기반한 위치가 주로 사용될 것이다.

방향 센서 또한 소프트웨어 센서로써 하드웨어 장

치인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 자이로 센서(gyro

sensor), 자기센서(magnetic sensor)의 정보를 가공

하여 스마트폰의 방향을 3차원 각축에 대한 회전각

으로 제공한다[9]. 이러한 회전각을 Yaw, Pitch, Roll

이라 부른다. Fig. 2에 보인 것처럼, 스마트폰의 정면

에서 보았을 때, Yaw는 스마트폰의 윗부분이 지구의 

북극 방향과 이루는 각(방위각)이고, Pitch는 스마트

폰의 가로방향이 지표면(연직방향의 수직)과 이루는 

각이며, Roll은 스마트폰의 수직방향이 지표면과 이

루는 각이다. Yaw는 0∼2π, Pitch는 -π∼π, Roll은 

-π/2∼π/2 범위의 값을 가진다. 스마트폰의 방향을 

외부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Roll, Pitch, Yaw

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도되는 회전행렬(rotation

matrix)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음은 제안 기법과 유사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설명이다.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길이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이 제시되었으며 

그중 [3]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건물 또는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Fig. 3은 [3]

Fig. 1. Localization of a distant object via multiple ob-

servations of a smartphone.

Fig. 2. Positional measurements of a smartphon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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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기법의 동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기법은 관측자의 키와 스마트폰의 방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물체와의 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물체의 높이를 측정한다. 자세한 동작과정

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관측에 앞서 스마트폰의 

높이(Fig. 3의 H)를 입력한다. 이 높이는 대략 사용자

의 가슴 또는 눈높이가 된다. 다음은 스마트폰과 물

체간의 거리(Fig.3의 D)를 측정하기 위해 카메라 화

면의 중앙을 물체의 바닥면(Fig. 3의 B)에 위치시킨

다. 이 때 카메라의 기울기를 (Fig. 3-(a))라 두면,

×tan가 된다. 다음은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

는 단계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중앙이 물

체의 끝부분에 오도록 스마트폰을 맞춘다. 이 때 측

정된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라 하면, 물체의 높이는 

×tan×tan ×tan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기법은 간단한 방법으로 물체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측정하고자하는 사물의 바닥이 위치하

는 곳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

이 있다. 또한 물체와 스마트폰과의 거리가 수십 미

터 이상이 되면 스마트폰의 기울기가 조금만 바뀌어

도 거리 추정에 큰 오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높이 

추정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4]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장용기와 같이 비교

적 작은 물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법인데, 사물의 

외곽을 따라 스마트폰을 이동시키면서 측정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건물과 같이 큰 물체의 크기를 측정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법이다. [6]는 한대의 스

마트폰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 물체를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물체와의 거리를 추

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두 이미지간의 시각적 차

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이 기법은 스마트폰

의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동거리의 추정

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자이로(Gyro) 센서

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다. 이 기법은 일상생활에서 

수십 미터 이내의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7]은 스마트폰에 촬영된 사진에서 

이미 그 크기를 알고 있는 이미지 영역을 이용하여 

원하는 사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간단한 이미지 처리 기법을 응용하여 사물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나, 사진 내에 미리 그 크기를 알고 

있는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수

십 미터 이상 떨어진 물체에 대한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10]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십 미터 이상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목표물의 지표상의 좌표를 계산하지는 못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십 미터이상 떨어져 있

는 물체의 지표면 상의 좌표 및 높이를 포함하는 3차

원 위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11]은 본 논문

의 접근방법을 제시한 학술대회 논문이다.

3.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체의 위치 추정 기법

이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동작 과정에 대해 상

세하게 설명한다. Fig. 4는 2개의 관측점 과 에서 

목표물을 관측함으로써 그것의 위치를 추정하는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과 의 지표상 좌표는 위치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관측점 과 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다.

∙  : 에서 스마트폰 자체의 좌표계

∙  : 에서 스마트폰 자체의 좌표계

(a) Distance estimation (b) Height estimation

Fig. 3. Examples of smartphone usage to measure distant objec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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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원점으로 하는 외부 좌표계, -축은 

동쪽, -은 북쪽, -축은 지구중심 방향

∙  : 을 원점으로 하는 외부 좌표계, -축은 

동쪽, -은 북쪽, -축은 지구중심 방향

과 는 각각 과 에서 회전 행렬을 나타내며 

스마트폰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방

향 센서 API를 통해 구할 수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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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 에서 스마트폰 내부 좌표

계 및 외부 좌표계를 사용한 목표물의 위치를 나타내

는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Fig. 4 참조). 스마트폰의 

카메라 방향의 단위 벡터는 z   라 둔다.

   는 에 대한 의 상대적인 위치(변위)를 

나타낸다. 과 는 각각 과 로부터 목표물까지

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면, 각 변수의 정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x
 z

x
 z

x
 xx
 xx
 x



위의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 (식 1)을 얻을 수 있다.

x
z  and x

z  (1)

여기서 x
  그리고  

라 두면 

(식 1)은 (식 2)처럼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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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과결정 선형방정식

(overdetermined linear equation)이며 근사값을 구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식2)를 Ax  b 로 나타냈을 

때, 오차∥Ax b∥을 최소로 하는 벡터 가 목표물

의 위치 및 거리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는 

곧 최소제곱해(least square solution)를 의미하며 그 

해는   
 이다. (식 2)를 풀면 최종적으로 


과  및 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두 개의 관측점이 아닌 k개의 관측점

에 대한 경우로 확장하면 (식 1)은 (식 3)과 같이 일반

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 (3)

(식 3)에서 
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  이

Fig. 4. Coordinate systems used in the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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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 ∥이고 
 이므로 (식 3)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4)

(식 4)의 는 다음 (식 5)와 같이 Jacobian 행렬을 

통해 선형화하여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

 ≈    …

   ∥∥


 
∈R ×

(5)

이 때, 오차는 다음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값을 물체의 위치로 추정한다.

  
  






 
  






 
  



 


 ∥∥

(6)

(식 6)에서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R×

 








⋮






 ∈ R×

   ∈ R×

(7)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 최소제곱해가 

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Table 1과 같다.

위치추정 알고리즘(localization algorithm)의 입

력은 개의 관측점들의 좌표들( ⋯)과 관측점에

서 스마트폰의 방향를 알려주는 회전행렬들( ⋯)

이다. 출력값은 목표물의 추정위치( )이다. 먼저 

의 시작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에서 

중에서 임의의 좌표를 선택해도 되고, 그것들의 중심

점(centroid)에서부터 시작해도 된다. 다음은 입력된 

값들과 를 바탕으로 (식7)을 사용하여 행렬와 벡

터를 계산한다. 그리고 최소제곱해를 계산하여 다

음 단계의 추정위치(′ )를 계산한다(Table 1의 line

9). 그 다음은 (식 6)을 통해 와 ′의 오차를 각각 

계산하여 오차의 개선값( ′ )이 미리 설정

해둔 값()이하가 될 때까지 의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오차를 최소화하는 위치를 찾는다.

4. 구현 및 성능평가

제안기법의 실용성을 확인해 보기위해 모바일앱

을 구현하여 실험해 보았다. 실험은 Android 6.0을 

사용하는 Nexus 5을 사용하였다. Fig. 5는 제안기법

을 구현한 모바일앱의 동작 화면을 보인 것이다. 화

면에는 관측지점을 바꿔가며 물체를 스마트폰 카메

라의 정중앙에 위치시켰을 때 위치센서와 방향센서

를 통해 파악된 현재 위치(좌표), 방위각, 올려본각을 

나타낸다. ‘ESTIMATE’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관측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높이를 측정하도록 하였

다. 화면 하단에는 수평계를 표시하여 일정한 자세에

서 올려본 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Algorithm localize_target
2: Input  ⋯ : Set of positions of observation

points
3:  ⋯ : Set of rotation matrixes at each

observation points
4: Output  : estimated position of the target object
5:
6: Set  as random position (ex. ← or centroid

of  ⋯)

7: while (true)
8: Compute  and 

9: Compute ′←min∥∥using least
square solver

10: if  ′   then
11: return 

12: end if
13: ←′
14: end while

Table 1. Localization algorithm

Fig. 5. Screen shot of an Androi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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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측에 앞서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본체와 내장된 카메라의 광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먼저 보정하기 위해 렌즈 광축 영점

보정(calibration)을 수행한다. Fig. 6에서 보인 것처

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의 광축이 본체와 정확히 

수직을 이루지 않기 때 카메라의 방향과 스마트폰의 

센서가 측정하는 방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두 축

의 차이를 보정한다. Fig. 7은 수직 광축 보정을 보인 

것으로 스마트폰을 가로 방향으로 놓은 상태에서 카

메라가 수평선(또는 지평선)을 향하게 하고 이 때 측

정된 올려본각을 0°로 설정한다. 수평 광축 보정은 

카메라 본체를 세로 방향으로 놓고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제안 기법의 테스트를 위해 높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건물의 최상층부 구조물(지상 높이 66.1m)에 

대한 위치를 측정해 보았다 (Fig. 8 참조). 목표 건물

이 관측 가능한 9개 관측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중앙이 건물의 최상층부를 향하도록 하였다. 관측점

들 간의 거리는 대략 50m∼550m이다. 전체적으로 

V자형으로 관측점을 배열하되 건물에 의해 사각이 

생기는 지점들을 제외하였다. 오차는 추정 위치와 실

제 위치간의 거리(m)를 사용하였다.

Table 2는 두개의 관측점(Fig. 8의 관측점①과 관

측점②)에서 시작하여 관측점들을 차례로 추가함에 

따라 추정된 건물의 높이(estimated height), 높이 추

정 오차(height error), 높이 추정 오차 비율(error

rate), 그리고 위치 오차 (3D position error)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관측점을 추가할수록 추정의 정

확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측 자료가 늘

어날수록 물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하고 추

가되는 관측 자료가 오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관측점⑤와 관측점⑥이 추가되면서 

추정 오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측점 ①∼관측점 ④의 경우 목표물과 거의 일직선

Fig. 6. Angle difference between the camera and the 

smartphone body caused by incorrect align-

ment of the camera in the smartphone[10]

Fig. 7. Screen shot - calibration of horizontal optical 

axis and z-axis of camera[10]. 

Fig. 8. Test environment – localization of a building roof 
top[11].

Table 2. Number of observations and errors

Number of Observations 2 3 4 5 6 7 8 9

Estimated Height 47.1 50.3 54.0 63.1 64.7 64.3 64.4 65.7

Height Error -19.0 -15.8 -12.1 -3.0 -1.9 -1.8 -1.7 -0.4

Height Error Rate (%) -28.7 -23.7 -18.1 -4.5 -2.9 -2.8 -2.6 -0.6

3D Position Error (m) 32.9 27.4 20.9 15.6 7.3 3.1 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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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측점-목표물-관측점이 이

루는 각도가 작은 경우이고 이때는 측정오차가 추정 

오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g. 9와 Fig. 10은 측정 오차와 추정 오차와의 관

계를 그림으로 보인 것이다. 측정 오차는 크게 관측

점의 위치 오차(GPS 오류)와 스마트폰의 방향 측정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가 추정

오류에 미치는 영향은 관측점들과 목표물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Fig. 9는 GPS 오류에 

의해 실제 관측점의 위치 가 각각 

′′′′로 잘못 측정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관측점-목표물-관측점이 이루는 각도

(∠ 또는 ∠)가 작을수록 GPS오차에 

의해 목표물의 실제 위치( 및  )와 추정 위치

(′ 및 ′) 간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스마트폰의 방향 측정 오차가 위치 추정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방향 측정 오

차로 인해 발생하는 각도 오차를 각각 과 라 할 

때, 관측점-목표물-관측점(∠ 또는 ∠)

이 이루는 각도가 작을수록 위치추정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의 방향 오차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각각의 관측점에서 물체를 화면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시키지 않았을 수 있다. 두 손으

로 카메라를 고정하기 때문에 관측시마다 시야의 중

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화면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므로 센서 값이 바뀔 수 있

다. 둘째 원인은 센서 자체의 오차이다. 스마트폰의 

방향은 지자기 센서와 가속도센서의 값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센서 값은 동일한 관측점에서 동일

한 방향으로 관측하더라도 매번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정오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일한 지점에서 여러 번 관측하고 그 값들을 평균한 

것을 사용하여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5. 결  론

스마트폰은 내부에 장치된 다양한 센서를 응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의 센서를 사용하여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법

을 제시하였다. 제안 기법은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관측점에서 물체를 관측하고 각각의 관측점에

서 측정된 센서 정보를 종합하여 물체의 위치를 추정

한다. 실제 건축물의 옥상에 있는 구조물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기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여러 대의 휴대폰에서 이동체를 동시에 관

측함으로써 물체의 이동 궤적 및 이동 속도를 추정하

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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