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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직 인 조작에 의한 의사 달을 해 다양한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모바일 기기의 입력수단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터치스크린과 버튼 UI이다. 이와 같은 입력수단

은 작은 화면 사이즈로 인해 터치 시 화면을 가릴 수 있고 버튼을 추가 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 이

기 때문에  다른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는 단 을 가진다. 반면, 센서 정보를 활용한 인식의 경우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고 직 이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재, 여러 가

지 센서를 활용한 어 리 이션이 다양하게 구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터치 혹은 추가

인 UI를 사용하지 않고 자이로센서를 활용한 통화 시스템을 설계  구 하고자 한다.

Ⅰ. 서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크린 터치나 버튼 클릭을 제외

한 다른 방법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모바일 

기기와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은 크게 청각에 의한 음성과 

시각에 의한 인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음성인식은 입

력된 음성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최근에는 음성

인식과 음성을 생성하는 speech-to-text processing이 함

께 서비스 되고 있다. 음성인식은 1952년 Davis가 음성 

인식 연구를 발표한 이래 DTW, HMM 등 많은 알고리즘

이 사용되며, 여러 스마트폰에 용되어 입력에 한 효율

성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음성인식을 단독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인 인터페이스가 요구된

다. 한 다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활용

한 제스처 인식방법이 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센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센서는 빛, 가속도, 각속도, 상 

등과 같이 주변의 상황 혹은 스스로의 변화를 감지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이러한 센서는 사용자의 다섯 가지 감각

을 이용하여 외부의 상황을 악하는 것과 유사하게 다양

한 기능의 센서들이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의 종류 에서 스마트폰과 같

은 모바일 기기에 자주 사용되는 센서로는 카메라, 자계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조도 센서, 근  센서 등

이 있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은 다양

하게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자이

로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인식한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느 방향을 기울 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은 스마트폰의 회  변 이다. 회  변 는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방 의 변화를 말하며 자이로센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이로센서는 스마트폰이 회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변화량에 따라 수치화된 형

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움직임에 의한 기울기 인식에 활용

하기에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기울

인 각도에 따라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

식하고 반 되는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Ⅱ. 련 연구

  본 장에서는 자이로센서의 각속도 측정원리와 용도측정 

 각도측정에 해 서술한다. 한 이미지 최 화를 해 

활용한 SurfaceView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장하

고 불러오는 Preference에 해 기술한다.

 ⚫ 각속도 측정의 원리

  구를 생각해보면 구의 회 축은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구의 회 축을 기 으로 하면, 기  

축에 한 기울기를 간단히 알 수가 있다. Gyro는 운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격을 이용하여 물체의 회  각도를 감

지하는 센서이다.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수직방향에 해 

- 467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모듈ID 모듈명 내용

1.0 화걸기 장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

2.0 데이터 장 연락처 장

2.1 데이터등록 연락처 등록

2.2 데이터수정 연락처 수정

2.3 데이터삭제 연락처 삭제

3.0 환경설정 환경설정

어느 정도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체에 설치된 가

속도계의 가속도 크기(a)와 수직에 한 각도(ceta)는 다

음의 계식 a=g*cos(ceta)이 된다. 이때, g는 력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경사각속도는 ceta=arccos(a/g)이다. 역

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  동안에 각도가 얼마나 움직

이는가에 한 각속도를 검출하는 센서이다. 속도를 가지

고 있는 물체가 회 하면 그 속도 방향에 수직으로 코리

오리스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물리 상을 이용하여 

각속도를 검출하는 것이다. 결국, 일정속도로 운동하는 물

체가 회 하면, 그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코리오리스 힘이 

발생하여 진행 방향 벡터와 합성한 벡터가 나타난다. 그 

합성벡터를 측하여 각속도의 크기를 산출한다.

 ⚫ 3차원 용도측정

  재 시 되고 있는 Gyro는 1축 Gyro인데 통상 그것을 

3개 사용하여 3차원 인 각도센서로 만들어 공 하고 있

다. 3개의 Gyro를 X, Y, Z축에 따라 이들 축의 회 각속

도를 측정한다. X축 회 각도를 Roll각, Y축 회 을 Pitch

각, Z축 회 을 Yaw라 부른다. 3차원 물체는 각각의 축이 

단독으로 동작하지 않고, 다른 축에 향을 받아서 회 하

기 때문에 그 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Dynamical(동 ) 각도 측정

  움직이는 물체의 각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Gyro가 필

요하다. 정 인 각도는 가속도계(G 센서)로 측정하고, 동

인 각도는 Gyro로서 측정하여 그것을 합성한다. 가속도

계의 단 은 력 성분과는 별도로 운동에 따른 가속도로 

감지하기 때문에 운동이 정지하여 가속도가 력의 향

을 받을 때만 각도계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움직이며 회 하는 물체의 각도 감지에는 용될 수

가 없다. 그 동 인 각도는 Gyro로서 측정한다.

 ⚫ SurfaceView

  안드로이드의 SurfaceView는 뷰 계층 구조 내에서 그

리기 공간을 제공하는 특수한 클래스이다. 일반 뷰는 캔버

스를 가지지만 SurfaceView는 표면(Surface)을 가진다. 표

면은 쉽게 말해 메모리에 있는 가상 화면이다. 단지 메모

리일 뿐이므로 스 드에서 미리 출력해 놓을 수 있으며 

스 드가 표면에 그리는 동안 메인 스 드는 사용자의 입

력을 즉시 처리 할 수 있다. 표면은 메모리에 있을 뿐이지 

화면과 구조가 같으므로 캔버스에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을 수행하게 된다.

 ⚫ Preference
  화면 이동 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을 미리 방지

하기 해 Preference를 사용한다. 화면 환 시, UI 정보

를 장하고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UI 정보를 불

러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간단한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근하는 것은 속도와 효율

인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안드

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Shared Preferences라는 데이터 

유형으로 로그래  내에서의 변수 선언처럼 간단히 데

이터를 장하고 불러 올 수 있다.

Ⅲ. 자이로센서 통화 시스템 설계

  국내에 출시된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실

행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기울임에 따라 사용자 지정 데이

터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통화 시스템을 설계하 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설계한 통화 시스템의 배경도를 

나타낸다. 사용자가 화를 걸기 해 스마트폰을 기울이

면 센서 시스템이 센서를 감지한다. 센서를 감지한 시스템

은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 장된 상 방에게 통화를 

시도한다.

(그림 1) 배경도

 (그림 2)는 로그램 구성도이며 모듈은 크게 세 부분으

로 화걸기와 데이터 장  환경설정으로 구성되며, 데

이터 장 모듈은 등록과 수정  삭제로 설계하 다.

(그림 2) 로그램 구성도

 자이로센서를 활용한 통화 시스템은 <표 1>과 같이 데

이터가 장된 상 방에게 통화가 가능하고, 상 방의 연

락처를 등록  삭제 가능도록 설계하 다.

<표 1> 모듈 개요도

Ⅳ. 자이로센서 통화 시스템 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자이로센서 인식을 활용하여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의 베가

이서 2(Vega Racer 2) 모델에 직  용하 다. 사용자

가 스마트폰을 기울일 경우 자이로센서로부터 기울기를 

인식하여 상 방에게 화가 걸리는 시스템이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은 Preference를 통하여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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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Windows 7

랫폼 Android

스마트폰 Vega Racer 2

개발도구 Android SDK

Tool Eclipse

센서 Gyro Sensor

안드로이드 버 Android 4.1 Level16

 개발은 Windows7 환경에서 Eclipse를 사용하 으며, 기

타 구  환경은 <표 2>와 같다.

<표 2> 구  환경

 (그림 3)은 시스템 실행 시 나타나는 로딩화면이고 2  

후, (그림 4)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난다.

 실행 후 스마트폰을 좌 혹은, 우로 기울이면 사용자가 원

하는 상 방에게 통화가 연결된다.

   (그림 3) 로딩                      (그림 4) 메인

 (그림 5)와 같이 스마트폰을 좌측으로 2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2  동안 멈춘 상태가 되면 사용자가 지정해 놓

은 상 방에게 통화가 연결된다.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다

른 상 에게 통화가 연결되며, SurfaceView를 활용하여 

클래스를 설계함으로써 해당 각도에 따른 이미지를 최

화하 고, Preference를 통해 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5) 통화연결   

 (그림 6)과 같이 우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세 가지 

메뉴를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메뉴 UI는 베가 이서 2에

서 제공되는 화면이며, 안드로이드 기기에 따라 다른 메뉴

화면을 보일 수 있다. 메뉴 항목  단축번호설정을 클릭

하면 (그림 7)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한다. 해당 화면에서 

데이터를 장할 수 있으며, 상단부터 장한 순서 로 스

마트폰의 좌측으로 10도씩 기울인 값에 해당되며, 장된 

데이터로 통화가 연결 된다. (그림 5)의 경우, 두 번째 데

이터에 입력된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는 화면이다.

   (그림 6) 메뉴                   (그림 7) 데이터 장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

의 인터페이스  센서를 활용한 입력 방식을 선택하 다. 

스크린 터치 없이 회 각의 값들을 인식하여 일정 각도에

서 일정 시간 동안 멈추면 화가 걸리는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 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손으로 스크린을 터

치하여 화를 걸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겨울철 실외에

서의 스마트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해당 통화시

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설계  구 한 시스템은 실행을 한 사용

자 입력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터치와 상 없이 원버튼 

하나로 실행 가능한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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