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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운동 체크 등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

존 운동량 측정 서비스의 경우 고도 정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GPS 고도 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운동거리 등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Kalman-filter를 기반으로 GPS와 기압고도계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통해 고도 값 정확도 향상 및 좌표평면 사이

거리 계산을 통해 Kalman-filter 기반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

존 알고리즘들과 비교한 결과,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약 2.17%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re are smart devices penetration around the world, services related to exercise checks are 
attracting attention. However, there is existing exercise amount measurement service does not use the altitude information, 
or because the use of an algorithm that does not corrected the GPS altitude error is not accurate movement distance 
provided have a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existing problems, Kalman-filter-based user movement 
distance measurement algorithm is designed and implementation of improved by using the Kalman-filter based GPS and 
barometric altimeter sensor fusion algorithm to improve the altitude value the accuracy and of calculate the coordinate 
plane distanc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esigned and implementation of algorithm with the existing algorithms,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mproves the accuracy by about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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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나

타나면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

환, 만성 질환, 뇌졸중과 같은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어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다[2].
특히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 개발 회사에서는 앱 마켓을 통해 운동에 관련한 

다양한 헬스 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걷

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관련한 시스템들이 주목받고 

있다[3].
이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핵

심 요소는 정확한 운동거리 측정을 통해 사용자가 실제 

운동한 거리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표시하는 거리와의 

오차가 적아야 한다[4][5].
그러나 기존 운동량 측정 시스템은 운동거리를 측정

할 때 고도정보나 오차가 보정되지 않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고도를 통해 운동거리를 측정하

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고도정보를 반영한 거리측정 알고리즘

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알고리즘 적용으로 인해 측정 오차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 센서의 고도 값을 기압고

도계 센서의 고도 값을 통해 오차를 보정하고,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 공식을 활용하여 지리좌표 값을 보정한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기압계 센서의 고도 값 오차 보정을 통해 GPS 센서의 고

도 값을 보정하고, 보정된 오차를 평면 상 거리계산 공

식에 적용하여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한 

Kalman-filter 기반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Kalman- 

filter와 기존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3
장에서는 고도가 보정된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

즘을 설계하고, 4장에서는 기존 DMACA 알고리즘과 

설계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 및 평가하였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Kalman-filter

측정값이 입력되면 Kalman-filter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고, 추정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며, 출력된 추정 

값을 다음 단계 계산에 재사용하는 재귀적 알고리즘이

다. Kalman-filter 알고리즘 기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Basic Model of Kalman-filter Algorithm

Kalman-filter는 최적의 값을 추적하기 위해 반복적

인 연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최적은 

랜덤 변수 의 평균 제곱 추정 오차의 최소화를 의미한

다. Kalman-filter의 기본 시스템 모델링 방법은 식 (1)과 

같다[6][7].

    
  

(1)

식 (1)에서 는 상태 변수로, ×의 형태이며, 
는 측정값으로써 ×의 형태로 나타난다.
는 ×의 열벡터로 와  의 관계로 나타냄

으로써, 시간에 따른 시스템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는 상태 변수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이며, 는 센

서에서 측정되는 노이즈를 나타낸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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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기존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의 경우 운동량에 대한 

정확도 측면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운

동거리 측정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

상의 지리좌표 값을 중심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고도 값

을 무시한 채로 거리를 측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MACA (Distance Measuring 

Algorithm based Considering Altitude)에서는 GPS 고도 

값을 받아 지리좌표 값을 통해 지점 위치 파악 및 지점 

간 거리를 계산한다[10][11].
그러나 GPS 고도 값은 경사에 따라 오차 값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

확한 고도 값을 통한 운동거리 측정이 필요하다.

Ⅲ. Kalman-filter 기반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설계

3.1. 제안 알고리즘 개요

본 논문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GPS와 기압고도계 센

서의 지리좌표 값에 Kalman-filter를 적용하여 오차를 

보정하는 사용자 운동측정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설
계한 알고리즘의 개요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Overview of Proposed Algorithm

GPS 고도 오차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

간에 대해 독립적인 반면, 기압고도계는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받지 않지만, 표준 모델과 실제 모델이 다를 경우

에는 오차가 발생하므로 GPS 고도계와 기압고도계 센

서를 Kalman-filter를 활용하여 융합하면 고도 값을 보

정할 수 있다.

3.2.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구조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의 구조도는 모바일 헬스 케어 기반으로 사용자가 운동 

경로를 설정하고 이동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GPS
와 기압고도계 센서로부터 지리좌표 값 정보를 실시간

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 중에서 고도 값을 통해 샘플링 구간으로 

분류하여 구간마다 운동거리 측정 및 서버 저장을 진행

하고, 서버에서는 해당 값들의 합산 결과를 통해 최종 

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설계한 알고리즘의 구조도

는 그림 3과 같다.

Fig. 3 Structure of Proposed Algorithm

3.3. 전체 알고리즘 설계

설계한 알고리즘은 Kalman-filter 부분과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 알고리즘의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한 알고리즘은 GPS 고도 값의 오차 발생 시 

Kalman-filter를 적용하여 예측 및 추정의 반복을 통해 

GPS의 고도 값 오차범위가 큰 고도 값을 보정하여 정확

한 고도 값을 측정하게 된다.
Kalman-filter는 예측, 보정 및 추정 단계로 구분되며, 

예측 단계에서는 이전에 추정된 상태를 바탕으로 사용

자 입력 시 예상 상태를 계산한다.
보정 및 추정 단계에서는 실제 측정된 상태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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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측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 계산한다.
Kalman-filter는 두 단계의 반복을 통해 값을 찾기 때

문에 GPS 고도 값의 오차율을 낮추고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설계한 전체 알고리즘은 그림 4와 같다.

Fig. 4 Design of Full Algorithm

3.3.1.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 알고리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에 보정 고도를 적용하

기에 앞서 기존 DMACA 알고리즘과 동일하도록 좌표

평면 사이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좌표평면 사

이거리 계산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Fig. 5 Distance Calculation Algorithm for Coordinate 
Plane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 알고리즘은 GPS를 이용하

여 임의의 2 곳의 지점의 좌표 값을 이용하고, 각 지점 

간의 거리 계산을 수행한다.

지점 간 좌표 값인 지리좌표 값은 소수점 아래를 절삭

하여 정수 값만을 지리좌표 값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현재 위치의 위도가 43.38542 라면 이 값을 

도/분/초로 분해하기 위해 정수 부분은 소수점 아래를 

절삭한 43이 도의 값이 되고, 절삭된 0.38542 값에 60을 

곱하여 나온 23.1252의 소수점 아래를 절삭한 정수 값

인 23이 분의 값이 된다.
절삭된 0.1252 값에 60을 곱하여 나온 7.512의 정수 

값인 7이 초의 값이 되며, 예시의 결과는 현재 위도의 

43.38542는 북위 43도 23분 7초로 변경이 가능하다.

3.3.2. Kalman-filter 기반 센서 융합 알고리즘 설계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해 2 곳의 

지점 간 단순 거리계산을 통해 정확한 고도 적용을 위한 

Kalman-filter 기반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Fig. 6 Motion Distance Measurement Algorithm

Kalman-filter는 예측과 추정으로 구분되어 처리를 

진행하며, 예측 값과 추정 값에 동일한 가중치를 곱하

고, 곱한 값들을 더하여 최종 추정 값을 계산한다.
예측 단계의 경우 예측 값과 오차 공분산 예측 부분으

로 동일하게 지정하고, 기압 고도계의 고도 변화율을 이

용하여 계산된 변수 와 고도 예측 값은 이전 단계의 

측정 고도 값을 이용해 산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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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공분산의 는 이전 단계의 공분산을 통해 예측

되고, 예측된 고도의 상태 값과 오차 공분산을 통해 

Kalman-gain을 계산한다.

Ⅳ. 테스트 및 평가

4.1. 구현 환경

본 논문에서 설계한 사용자 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

을 테스트하기 위한 구현 환경은 Windows 10 환경에서 

Android SDK와 이클립스를 사용하였으며, Java를 이용

해 기본 환경을 구축하였다.

4.2. 알고리즘 구현

설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에 앞서 서버/클라이언

트 모델 환경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유동성을 향상시켰

다. 설계한 알고리즘의 구성도는 그림 7과 같다.

Fig. 7 Design of Algorithm Diagram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운동 루트가 입력되면 구

글 API를 이용하여 거리 값이 계산되며, 실제 거리 측정 

및 입력을 통해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된다.
실제 거리 측정을 반복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내의 

GPS를 통해 지리좌표 값, 고도 값을 입력받고 시작과 

끝 지점의 사이 구간들을 샘플링한다.
다음으로 Kalman-filter 기반 융합 알고리즘을 통해 

고도 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서버에서는 저장된 값

에 보정 고도 값을 적용하여 구간 별 거리 계산 및 서버 

저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운동을 종료하면 서버에 저장

된 최종 운동거리 값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함으로써 사

용자는 직접 운동한 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4.3. 평가 방법

설계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구글 API
를 통하여 운동 경로를 우선 설정하고, 해당 경로를 실

제로 이동하면서 실제 측정을 진행한다.
실측한 거리 데이터를 기본 거리로 설정하고, 설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운동 경로로 설정한 구간에 DMACA와 설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 운동거리를 실측하고, GPS와 

기압고도계 센서를 통해 수집된 고도 데이터를 이용하

여 임의의 구간을 샘플링한다.
이후 지점 간 거리에 각각의 알고리즘의 적용하여 계

산 및 구간 별 계산 거리의 총합을 통해 최종 거리를 산

출한다.

4.3.1. 테스트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구글 API
가 제공하는 거리, DMACA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리, 
실측한 운동거리,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리를 비교

하고자 한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구글 API를 기반으로 운동 경로 설정 및 거리를 측정

한다.
- 설정된 운동거리 중 일정 거리에 대해 실측을 진행한다.
- 설정한 경로로 이동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내 GPS
와 기압고도계 센서를 통해 지리좌표 값을 수집한다.

- 수집된 지리좌표 값을 통해 적분 차를 확인하고, 해당 

발생지점을 샘플링 구간으로 구분 및 수집된 지리좌

표 값을 DMACA 알고리즘과 제안 알고리즘에 적용

한다.
- 각 알고리즘에 적용한 지리좌표 값 및 구간 별 거리를 

측정한다.
- 최종적으로 구간 별 거리의 총합을 구하여 최종 거리

를 측정한다.

4.4. 평가 결과

제안하는 평가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설계

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였으며,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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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테스트는 경기도 성남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구글 API를 통해 거리 측정 및 실측을 수행하였으며, 스
마트 디바이스의 GPS와 기압고도계 센서를 통해 현재 

위치와 고도 값을 수집한다.
수집한 값은 서버 저장 및 해당 값을 이용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설계한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이동 지점에서 수집된 고도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적

분 값이 존재할 때 지점 간 사이의 구간을 샘플링 공간

으로 지정하였다. 비교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Fig. 8 Result of Comparison

수집된 고도 값을 통해 16개의 샘플링 구간을 선정하

여 각 구간들에 대한 운동거리를 측정하였으며, 구간마

다 설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측한 거리와 비교하

여 비교 대상 중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이 가장 차이가 적

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샘플링 구간 중에서 임의의 구간에 대해 비교 대

상 및 설계한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실측 거리

는 780m, 기존 DMACA 알고리즘의 거리 값은 732m, 
설계한 알고리즘은 756m로 나타났다.

기존 DMACA 알고리즘의 경우 설계한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고도 값은 적용되지만 DMACA 알고리즘은 

오차가 보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도를 보정하고 거리를 

측정한 설계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특히 테스트 대상 지역인 성남 지역에서 샘플링한 구

간의 평균 고도 높낮이가 다른 구간에 비해 차이가 심하

기 때문에 고도 값이 적용되지 않거나 오차가 보정되지 

않은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고도 및 오차가 보정된 설계

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IT 기술 발전 및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률이 급증

하면서 조깅이나 걷기, 심박수 체크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정확

한 운동거리 측정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운동시간 

및 운동량, 운동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운동량 측정 서비스의 경우 고도 정보

를 사용하지 않거나, GPS 고도의 오차를 보정하지 않은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거리 

및 운동량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Kalman-filter 기반 GPS와 기압고도계 센서 융합 알고

리즘을 통해 고도 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좌표평면 

사이거리 계산을 통해 Kalman-filter 기반 사용자 운동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존 DMACA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한 결과 설계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평균 약 2.17%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은 운동량 측정의 정확

도 향상,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관한 연구의 기반 자

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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