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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통신 기술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진화 발 에 따라 이동 환경에서의 정보 

서비스는 빠른 발 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 기기

는 GPS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하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의 재 상태를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 

기술은 사용자의 상황 정보(context information)를 

분석하고 인식하여 빠르게 응되는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은 유선 환경과 달리 이용하는 장

소의 차이(where), 이용 가능한 기능의 차이

(what),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who), 이용 가능한 

시간의 차이(when), 이용하는 목 의 차이(why), 

조작하는 방식의 차이(how) 등을 가지고 있어 과

거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응용, 습 , 요구사항, 

사용형태들과는 근본 인 차이들을 갖게 되기에 

스마트(SMART)한 특징들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1].

최근의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특징을 SoLoMo 

(Social Location Mobile)1)이라는 용어로 정리하

고 있는 것처럼, 소셜 기반/ 치기반/모바일 심

이라는 특징들을 필수 인 기본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동 환

경에서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를 소셜 계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처럼 심이 증폭되고 있는 모바

일 응용을 한 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 Service) 련 표 화 동향을 스마트 모바일

의 에서 살피면서 미래 모바일 환경을 해 

해결해야 할 주요 기술/표  이슈들을 고찰해보

고자 한다.

1) “SoLoMo”는 KPCB의 VC인 John Doer에 의해 
제안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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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과 위치정보 기술

과거부터 재까지 치정보는 시간 정보와 더

불어 인간에게 가장 기본 이고 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재 치 악이 가능했기에 

멀리 이동한 이후에도 본래의 치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었고, 나아가 특정 지역에 정착할 수 있

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문화를 

발 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요한 치정

보를 악하기 해 인류는 매우 오래 부터 다

양한 치 측정 기술을 발 시켜왔다[2].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개발과 ICT 

기술의 발 은 치정보 기술의 신을 가져왔

다. 기에는 기지국 심의 측 를 기반으로 진

행되던 방식에서 발 해, 부분의 스마트폰에 

GPS 센서가 탑재되고 지도 정보가 공유되기 시

작하면서 실생활의 다양한 역에 치 기반서비

스가 본격 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고,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들과 결합을 시키면서 모바

일 치정보 서비스의 폭발 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3]. 

2.1 모바일 위치정보 서비스

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s)

는 사용자의 시-공간 속성을 기반으로 원하는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로그램 벨

의 일반  서비스를 의미한다[4]. 특히 스마트폰이

나 타블랫 PC의 보 확산과 함께 GPS 센서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속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형태 한 사업자 심의 POI(Point of Interest) 

검색, 내비게이션 등 단방향의 지도기반 서비스

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 차량 치기반 인포테인먼트 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모바일 치정보 서비스는 사용자 단말의 치

를 식별하기 한 측 기술, 사용자의 치를 실

세계에 매핑하고 주변의 정보들과 연계하기 한 

랫폼으로써의 공간정보 기술,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동 으로 가공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응

용 서비스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LBS와 

련된 기술  이슈는 실외뿐만 아니라 건물 는 

지하 시설 내에서의 사용자 치를 기반으로 최

신의 정보들을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

의 UI/UX를 통해 제공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하여 실내 측 기술, 실내 공간정보 

구축  처리 기술, 크라우드 기반의 심 지역

(POI)에 한 소셜 정보 공유 기술, 치기반 보

행자 증강 실 기술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2 위치정보 응용의 성장

2000년  반 새롭게 등장한 LBS 산업에 

한 망은 매우 정 이었으며, 이를 한 표

화 역시 LIF, MAGIC, 3GPP, OGC, ISO 등 여러 

SDO(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들을 통

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Cell-ID 기반의 사용자 

치 정 도, 개인정보 보호,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기 에 비하여 큰 효

과를 거두지 못하 다. 이후 GPS 수신기가 기본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치기반 서비스와 

소설 네트워크가 결합된 다양한 체크인 서비스들

이 등장하면서 마   고 랫폼으로 활용

되기 시작하 다. 한 Twitter, Facebook 등 표

인 SNS들이 치정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5,6], 치 기반의 소셜 커머스 마켓, 치기반 게

임 등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2010년 2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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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현재
사용자 위치의 범위 실외 실외 + 실내
관심 정보 위치 인식 위치 + 사용자 상황 인식
정보 생산 정보 서비스 제공자　 정보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참여
서비스 단말 휴대폰 휴대폰 + 웨어러블 디바이스

<표 1> LBS 기술 ․표준화 흐름의 변화

아이폰용으로는 6천여개,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900여개의 응용들이 등록되어 있으며[7], 세계 

LBS 시장은 2014년에는 82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고 있다
[8]. 특히 (그림 1)의 구  

래스 등의 스마트 래스 시장은 매년 20% 성장

해 2016년에는 42억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상되고 있어, LBS 시장의 지속 인 성장

을 이끌어갈 망이다[9]. 

(그림 1) Google glasses 서비스 시나리오[10]

2.3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표준화 흐름의 

변화

지속 인 사용자 단말의 로세싱 능력의 향상

과 카메라, WiFi, 나침반, 가속계, NFC 등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한 측  기술의 향상은 LBS의 

서비스 범 를 실외에서 실내로 확장시켜 사용자

가 어떤 지역에 있던지 계 없이 끊임없는

(seamles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

다. 사용자의 치값과 심 정보를 바탕으로한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라이  로그나 개인 로

일, 상을 이용한 주변 상황 인식 등을 통해 개

인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보의 

달 형태 한 서비스 사업자 심에서 사용자들

의 참여를 통한 양방향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형태

의 콘텐츠들을 등록, 갱신,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

하고 있다. <표 1>은 이러한 기술/표 화 흐름을 

요약한 것이다. 

3. 모바일 LBS 응용 표준화 동향

3.1 사용자 위치인식(location awareness)

사용자의 치정보를 인식하여 이를 공간상에 

매핑하고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정보로 변환하

기 해서는 치 값을 계산하기 한 인식 기술

과 지도 생성  서비스 기술, 그리고 단말에 임

베디드된 정보 생성  달 기술에 한 표 화

가 필요하며, 최근 표 화의 흐름은 실내 환경에

서의 사용자 치 인식에 이 맞추어져 있다. 

3.1.1 실내 사용자 위치인식

실외의 경우 GPS 기반의 치인식이 보편화되

어 있으나,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통용되는 기술

은 없으며, 재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술

은 무선랜(WLAN)의 설치 치와 신호 강도를 

바탕으로 삼각 측량을 통해 사용자 단말의 치

를 계산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태

그 형태의 각종 센서, 지자기 Fingerprinting, 성

측정, 카메라 상 기반의 측  방법 등이 개발되

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들이 서로 다른 인

라 요구사항을 가지며 한 서로 다른 범 의 정

확도와 커버리지를 제공하므로 제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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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별 , 복합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1]. 무선랜 기반 측 와 련 표

으로는 무선랜 속 정보와 단말의 측정정보 

 치정보 송과 련된 규격이 TTA 단체표

으로 개발되어 있다[2,12]. 

3.1.2 실내 공간/경로정보 구축

치기반서비스의 가장 보편  유스 이스인 

사용자 라우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치인식 

기술의 변화와 함께 그 역이 실내외 멀티모달 

환승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실외와는 달리 실

내의 경우 건물 는 시설에 한 소유권으로 인

해 지도 정보를 동일한 기 에서 생산· 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표 화에 한 요구도 높다. 실내

에서의 치기반 서비스의 핵심은 CityGML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3차원 실내 공간에 한 입

체 으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치

를 직  는 간 으로 공간상에 매핑하여 어

리 이션 서비스에게 달하는 것으로, 이와 

련 OGC(Open Geospatial Consoritum)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기존의 공간정보 마크업 언어인 

GML을 기 로한 실내 노드링크 모델인 

IndoorGML을 개발 에 있다. 한 캐드 기반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 정보에서 실내 

공간 속성들을 추출하기 한 련 연구가 련 

SDO(ISO/TC211, OGC, Building SMART)들을 

심으로 진행 이다. 

  

3.1.3 이동 단말 상에서의 위치정보 교환

이동 단말 상에서 사용자의 치를 교환하는 

방법과 련 기존에는 GPS를 이용할 경우 

WGS84 좌표계를, GPS 센서가 없는 단말일 경우 

이통사의 기지국 Cell ID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공간의 범 가 실내로 확장되고, 다양한 

간  좌표계가 사용되면서 측 방법에 독립 인 

단말의 치 표   달 방법에 한 표 화가 

요구되었다. OMA에서는 IETF의 Geopriv 

(Geographic Location/Privacy)의 시맨틱 상 좌

표계를 포함한 응용계층의 로토콜 MLP(Mobile 

Location Protocol)와 3GPP의 LPP(Location 

Positioning Protocol)을 LTE 환경에 합하게 확

장한 LPPe1.0을 개발 완료하 으며 차기 버 에 

한 개발을 진행 에 있다. 

3.2 관심 위치정보 공유

심 지역 정보는 사용자의 나이, 선호도, 시

간의 변화에 따른 해당 지  정보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기존의 POI가 건

물명, 주소, 상호, 련 홈페이지 URL 등 비교  

단순한 형태의 정보 모델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

공자가 이를 직  생성하고 리함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하게 되는 정보가 과장되거나 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 하지 못하여 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 다. 

한 서로다른 좌표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POI 

정보들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지속 으로 제

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표 화하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POI 정보를 갱신하고 한 동일한 

치에 하여 서로다른 에서 생산된 치

정보들을 링크하여 공유하기 한 표 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3.2.1 POI 모델 표준화

심지역(POI)은 어떤 사람이 유용하거나 

심을 갖는 특정 장소를 의미하며[13], 이는 치기

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W3C에서는 사용자 심 치에 한 

XML 기반의 정보 모델(안)을 개발하 으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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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SO 19155 - PI linking model

OGC는 W3C의 정보모델을 바탕으로 WFS(OGC 

Web Feature Service)를 기반으로한 Open POIs 

랫폼 구축하여 (그림 2)와 같이 오  API를 통

한 매쉬업을 지원하고 있다. OGC는 이를 통해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POI에 한 신규 정

보 등록을 허용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품질 

리를 자체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는 단순히 표 을 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소셜 크라우드 비즈

니스 모델을 반 한 리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Open POIs Mash-up 예제[15]

3.2.2 공간 정보의 링크

심 치를 공유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 

ISO/TC211은 치 식별자를 이용한 치정보간 

링크 모델이 제안되어 재 ‘Part 1 - Architecture’ 

국제표 으로 제정되었으며
[16], 이에 한 구  

메커니즘인 Part 2 - linking 문서가 개발 에 있

다. (그림 3)은 링킹 메커니즘에 한 개념 모델

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는 공간정보 역이 기존

의 , 선, 면으로 구성된 기하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에서, 공간에 연계된 사용자의 

심정보의 공유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라 할 수 있다. 

3.3 공간적 상황인식(GeoContext 

awareness)

사용자에게 심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서비스 

제공자 심의 단방향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공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

다. 이를 해 상황 정보를 모델링하거나, 는 

통 인 CRM 에서 사용자의 라이 로그 

는 개인 로 일을 이용하는 서비스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3.3.1 OGC OWS Context Conceptual Model[17]

OGC OWS Context Concetpual Model은 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하는 책임기 들

이 효과 으로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하여, 특

정 상황과 이와 련된 자원들 간의 계를 통해 

기술되는 공통 상황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의 개념모델은 상황을 기술하는 Context 클래

스와 해당 상황에 한 처 정보를 담고 있는 

Resource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메타데이터와 연 되어 있다. 이 표 은 유스

이스와 요구사항, 그리고 웹 서비스 기반의 개념

모델을 담고 있으며, 구 을 하여 기존의 OGC 

웹 서비스와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TOM, JSON 인코딩으로 구 · 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은 정보의 공유를 제로, 상황정

보 카탈로그 생성․유지․ 리할 수 있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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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ML Class Diagram - OWS Context

　항목 데이터 형식 표현 예

Timestamp 문자열 2007-08-27T12:00:00

Duration 문자열 2:15:23

Address 문자열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 세종대학교 율곡관 203A

Name 문자열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Coordinates 문자열 37:33:07.07N 127:04:25.99E

<표 2> 라이프 로그 메타데이터에서의 위치정보 구성항목[18]

부문의 치기반 서비스에 용 가능하나, 부

분의 보편  사용자를 한 치기반 서비스들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수평  정보 공유를 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분야 이외에

는 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3.3.2 라이프 로그 메타데이터

라이  로그 메타데이터[18]는 Mpeg-7을 기반

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기록, 검색기록을 서

비스 제공시 사용하기 한 메타데이터의 표  

요소를 정의한다. 주요 구성 항목은 미디어 정보, 

오디오/비디오 정보, 활동정보, 치정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치정보의 항목에 한 는 아래

의 <표 2>와 같다. 

3.4 사용자 서비스

기존의 LBS 뿐만 아니라 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ITS, 증강 실, 

웰니스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에 한 표 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4.1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스마트 단말을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

한 LBS 서비스는 교통 검색이나 특정 치 

검색과 같은 지도서비스라 할 수 있다. 지능형교

통정보 서비스(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ervice)에 한 표 화를 진행해오던 ISO/TC204

는 주로 실외공간에 한 내용인 내비게이션 데이

터의 동  구성 련 표 , 교통정보 실시간 교환 

표 , 자 지불, 교통정보 운   제어 등에 

해 표 안을 개발해왔으나, 최근 다양한 인 라를 

활용한 차량  단말 여행자 정보 분야에 한 표

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1]. 특히 ISO 17438 

개인  차량 ITS 단말을 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표 (안)은 운 자  보행자를 한 ITS 

측면에서의 실내외 연속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한 요구사항, 서비스 인터페이스  련 데이터 

포맷들에 개발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림 5)는 ISO TC204 17438로 진행 인 실내 내비

게이션 표 안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보인다. 

(그림 5) ISO/TC204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나리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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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23]

3.4.2 모바일 증강현실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를 통해 5개

(카메라, GPS, 넓은 여폭의 연결성, 기울기 센

서(tilt sensor), 방 각 센서(digital compass)와 같

은) 주요 센서정보들이 결합 가능해지면서, 사물/

치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모바일 증강 실 응

용들이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증강 실 응용들

은 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면서 실 개체에 가

상 정보를 결합시키기 해 바코드 는 마커 등

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직  개

체를 인식/식별하고 련한 부가정보를 획득하는 

markerless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에 있다. 

모바일 증강 실 기술 요소로는 크게 추

(tracking)  정합(registration) 기술, 상호작용

(interac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기술, 치기반서비스 기술, 지능형 검색 기술들

로 구분할 수 있다. 치정보 기술과 결합되는 

표 인 방식은 치정보와 실시간 상정보를 기

반으로 다양한 련 정보를 표 하는 증강 인터

페이스 방식이 표 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구  래스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등장

하면서 모바일 증강 실 응용에 한 많은 심

들이 늘어나고 있고 련 표 화들이 진행되고 

있다[20]. 

3.4.3 액티비티 트래킹과 모바일 피트니스  

GPS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새롭게 성

장하고 있는 응용 분야  하나는 사용자의 치 

기록들을 기록하여 활용하는 액티비티 트래킹과 

모바일 피트니스 분야이다. GPS 정보에 한 

표  표  모델로 GPX가 사실상 표 으로 폭넓

게 활용되고 있으며[21,22], 걷기/자 거/등산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치정보와 센싱 정보를 

측정/기록/ 리/공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유용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액티비티 

트래킹만을 문으로 하는 소형 액세서리 기기들

도 등장하고 있어 모바일 치정보 응용의 다양

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할 것으로 망된다.  

4. 모바일 LBS 기술의 진화

모바일과 치정보 기술의 발 은 사용자들에

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치 기반의 정보검색, 치 기반의 친구 연결, 

치정보를 결합하여 사진 기, 치정보 기반의 

게임 등 치정보는 모든 응용의 필수 인 요소

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게 필수 이고 유용한 치기반서

비스들이 치정보의 측정 오차가 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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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내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동향[24,26]

문제와 특히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작동이 안된

다는 문제는 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의 많은 생활들이 부분 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 복잡한 구조를 

갖는 형 건물과 지하 등에 만들어지는 실내 공

간들이 증하고 있다는 , 그리고 GPS로 부

분의 역이 커버가 되는 차량 내비게이션과 다

르게 스마트폰 사용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더

욱 많다는 은 실내 치정보 서비스의 필요성

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24,25].  

4.1 실내 측위 및 위치추적 기술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

하는 실내 치 측정 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

다. <표 3>과 같이 가속도계와 자이로를 이용하

는 성 항법 방식, 실내의 지구자기장 지도를 만

들어 비교하여 치를 추정하는 자기장 핑거 린

트 방식, NFC 는 블루투스 비콘(블루투스 신호 

발생기) 등을 설치해두고 스마트폰으로 하거

나 근처에 가면 신호를 감지하여 치를 측정하

는 방식 등이 있다. 

성 항법 방식과 자기장 핑거 린트 방식 모

두 최소 오차가 1m 이내일 정도로 우수한 치 

측정 기술이지만,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른 오차

가 되어 이동거리의 약 10%에 달하는 치 

오차가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자기장 핑거

린트 방식의 경우는 자석 는 자기기와 같은 

주변 물체의 변화에 따라 는 태양풍과 같은 자

연 환경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치 오차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단 이 있다. NFC나 비콘 등을 이

용하여 cm 단 의 세 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

내 공간 체에서 치를 측정하 려면 상당한 비

용을 들여 인 라를 설치하고 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실내 치 측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장 과 동시에 단 을 

함께 가지고 있어, 개별 기술들 자체보다는 Wi-Fi

를 보완하는 용도, 는 하이 리드 방식으로 이

용될 것으로 망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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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내 공간 지도 

정확한 측  기술만큼 요한 것은 실내 공간 

지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정확한 치 측정 기술

이 개발된다 해도, 치 좌표만 알뿐, 그 좌표가 

실내 지도 상에서 어디에 치하는 곳인지를 알 

수 없다면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내 공간 지도 제작과 련하여 기존 

설계자료  이미지 등을 통한 구축 방법도 있지

만, 재까지 구축된 설계자료 등을 기반으로 실

내지도  경로정보 등을 구축하는 것은 재 

부분 직 인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더 자동화된 방법으로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 혹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구 등을 통해 

기존의 도면으로부터 실내지도  경로정보 등을 

추출하기 한 시도들도 진행되고 있다[11].

최근에는 ETRI에서 개발한 Wi-Fi 신호의 동

(dynamic) 수집 기술, 벨 연구소의 로 을 이용한 

자동 수집 기술 등과 같은 실내 지도 제작 연구개

발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빠르게 실내 

공간 지도가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

다[27].  

5. 결 언 

치정보는 인류 생활에서 생존을 해 빼놓을 

수 없는 요한 정보 다. 과거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획득 가능했던 치정보 지만, 이제

는 모바일 기술의 속한 발 을 통해 실내/실외 

어디서든 정확한 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

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치정보의 결합은 기존에 경험하

지 못했던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용

자는 어떤 치에 있던 련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치정보를 활용하여 사

용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자동으로 제공

해주는 지능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재 실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 의 

정확도를 갖는 실내 치인식 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치 검색, 내비게이션, 체크인 서비스 

등과 같은 표 인 응용 서비스 기능들을 실내

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용자의 모바일 

라이 에는 더욱더 많은 변화들을 발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과 치정보의 결합은 증강 인터페이스, 

치기반 쇼핑, 치기반 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스포츠  

헬스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까지 연계하여 생활 

체를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처럼 큰 가능성을 지닌 진화된 실내/실외 모

바일 치정보서비스를 좀더 빠르게 정착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기술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별 련 자원을 공유하고 

력하며 비호환성을 개선하기 한 공동의 표

화 노력 한 필요하며, 사실상 개인 라이버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 해진 치정보를 보다 

효과 인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한 충분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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