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0. 7)

237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이동상태 판별 알고리즘
하동수○, 안우영**, 구경완*** ,박성준*

○*호서대학교 게임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바이오정보과
***호서대학교 국방과학기술학과

e-mail: 17thwire@gmail.com, wyahn.hit.ac.kr, {sjpark, alarmkoo}@hoseo.edu  

 An user moving state discriminant algorithm 
using a smart-phone

Dong-soo Ha○, Woo-Young Ahn**, Kyung-Wan Koo***, Sung-Jun Park*

○*Dept. of Game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Dept. of Bio Information,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Dept.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Hoseo University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이동 형태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 한다. 이 알고리즘은 스마트 폰의 자체 내장된 

3 축 가속도 센서와 GPS센서의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사용자의 이동 수단 및 위치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GPS 
센서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속도를 계산 하여 사용자의 이동수단을 판별하는데 이용하게 되고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세부적인 이동형태(걷기, 뛰기)를 판별하는데 이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두 가지 응용 센서(GPS,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사용자 이동상태 판별 알고리즘을 구현 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실험 내용은 GPS를 통해 받은 데이터

를 이용하여 이동속도를 계산하고 가속도 센서의 변화 폭을 측정 이동형태를 판별할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센서의 기준 값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의 하였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이동형태 판별 알고리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

동형태를 판별 할 수 있었다. 

키워드: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GPS, 움직임 인식

I. 서론

스마트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자체 내장된 센서 및 디

바이스를 이용한 응용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한 응용들은 한가

지의 센서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응용이 대부분를 차지하고 있었

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활발한 보급과 함께 다양한 센서와 디

바이스를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 시키면서 두 가지 이상의 

센서 및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들이 개발되어 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GPS 수신 장치와 3축 

가속도 센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동상태에 

따라 각 센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고 실험 데

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이동상태를 효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판단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

버에 전송되고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의 구조는 사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며 메인 

서버에서는 모든 정보를 분석, 확인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가공 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구조를 보인다. 클라이언

트 서버기반의 시스템은 향후 지역의 혼잡성과 인구의 이동를 분

석하거나 교통 정보 시스템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모니터링의 도

구로서 활용 가능하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스마트폰의 활성화 이전에는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PC에 데이

터를 전송하거나 모바일 단말을 통해 센서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네트워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센서기술의 발전으로 사

람의 생체 신호를 감지 u-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사람의 신체에 심박 수 측정 센서와 같은 생체신호 모니터

링 센서를 특정위치에 부착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메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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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 정보를 전송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이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연구 또한 u-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사

람의 동작인식 시스템에 활용 되어 운동량의 측정 및 신체 동작 

인식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4,5,6]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의 자

체 내장된 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응용으로

서는 GPS 수신장치와 카메라 디바이스가 결합된 형태의 증감현

실 기반의 지리정보 서비스인 위키플의 오브제 서비스가 있으며 

위치 인식 기반의 안내 시스템 및 u-campus 시스템, 여행 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구글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검색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응용를 계속해서 상용화 시키고 있는

데 대표적으로 고글를 예로 들 수 있다. GPS, 가속도 센서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로 사용자의 주변정보를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해주고 카메라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다.[9]
 버클리 대학과 노키아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Mobile Millennium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의 트

래픽을 모니터링 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도로의 트래픽 정보를 제

공 해주는 연구로서 도로의 트래픽 분석을 위해 3축 가속도 센서 

정보의 활용방법과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방법 등 트래픽 

분석에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현재 Mobile 
Millennium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된 시스템은 상용화되어 서비

스 되고 있다.[8]
지금까지의 GPS, 가속도 센서 관련응용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

고 있지만, 스마트폰 기반에서의 사람의 이동 형태, 인구의 집중, 
분포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인 가속도 센서와 GPS를 활용하여 사람의 이동

형태 판별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I. 본론

1. 시스템 구조

 사용자의 이동상태 예측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으며 GPS 수신장치을 이용 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이동 속도를 계산하여 1차적으로 이동수단을 판별 하게 

되며 이동 속도에 따라 2차 적으로 가속도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하여 최종적으로 이동 형태를 판별하게 되고 Wi-Fi
및 3G 망을 이용 하여 메인서버에 위치데이터 및 사용자의 이동

상태 정보를 전송 하게 된다. 전송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웹기

반의 지도 서비스에 정보를 표시 하게 된다.

그림 1.  이동형태 판별 시스템 구조

2. 이동상태 판별 알고리즘

2.1 GPS를 이용한 측정

GPS를 이용한 측정 알고리즘은 GPS의 좌표를 이용하여 속도

를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고 속도에 따라 사람의 이동수단을 

판별 하게 된다. 이동 수단 판별은 25km/h를 기준으로 25km/h 
이하일 경우를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판정한다.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는 이동에 차량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별하고 가속도 센서의 모니터링은 실행하지 않는다. 시

속이 0~1km/h 일 경우에는 도보이동 상태에 속하는 기다림 상태

로 판별 한다.  GPS 기반 속도 측정 방법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API함수를 이용하여 WGS84 
타원체를 이용한 거리측정 방법을 통하여 속도를 계산 하였다.

그림 2. GPS를 이용한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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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은 사람이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판단하기위하여 사용된다. 스마트

폰의 경우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흔들림을 분

석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흔들림의 정도를 이용하여 도

보에서의 걷기, 뛰기, 기다림의 형태를 판별하게 된다. 가속도 센

서의 x,y,z의 가속도 값을 x,y,z 각도로 변환 하여 흔들림의 정도

를 매 500ms 시간 마다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여 이전의 x,y,z 각
도와 현재의 x,y,z의 각도 변화폭을 계산한다. 50회 모니터링 한 

x,y,z 축의 평균 변화폭을 계산하여 걷기, 뛰기, 기다림의 상태를 

판별하게 된다.

그림 3.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측정

3. 실험 및 데이터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상태 판별 알고리즘에 적용될 임

계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실험을 수행 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걷기 상태에서의 3축 가속도 값과 각도변환 값을 실험하였

고 두 번째 실험 에서는 뛰기 상태에서의 가속도 값과 각도 변환 

값을 실험 하였다. 두 가지 실험에서 3축 가속도 센서의 측정 간격

은 500ms로 설정 하였다. 실험 사용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2.1 
운영체제가 탑재된 단말을 사용하였다. 실험 내용은 [표.1] 과 같

이 실행 하였다.

표 1. 실험 내용

거리 시간 횟수 실험단말 위치

걷기 500m 10분 10 좌측 되퇴부 

뛰기 500m 10분 10 좌측 되퇴부

걷기 상태에서 가속도 값과 각도 변환 값  2가지 데이터의 변화 

폭을 확인 하였다. 가속도 값의 경우 값의 평균적인 변화폭이 5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 값을 최대값이 ±360 인 각

도 변환 값으로  확인 할 경우 변화 폭은 15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도 변환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속도 값

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정밀한 비교가 가능 하고 이동 상태를 판별

하는 임계값의 편차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 한다.

그림 4. 걷기상태의 가속도 값

그림 5. 걷기상태의 각도 변환 값

뛰기 상태의 가속도 값과 각도 변환 값 2 가지를 비교 하였다. 
뛰기 상태 에서도 각도 변환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뛰기 상태 에서 가속도 값의 평균 변화 폭은 9 
로 나타났으며 각도 변환 값의 평균 변화 폭은 50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뛰기 상태의 가속도 값

 그림 7. 뛰기 상태의 각도 변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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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나타난 이 2 가지의 값을 기준으로 걷기와 뛰기 상태

를 판단하는 기준 값으로 500ms 간격 50회 측정기준으로 변화폭

이 5~20의 값을 걷기 상태로 정의 하고 35~60의 값을 뛰기 상태

로 정의 하였다. 이외의 20~35의 값과 60이상의 값은 신뢰 할 수 

없는 데이터로 판단하여 알고리즘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그림 8. 걷기와 뛰기 상태의 평균 변화폭

표 2. 이동형태 판별 알고리즘 임계값

걷기 뛰기 기다림
 이동 

수단 이용

속도(km/h) 0~25 0~25 0~1 26~

3축의 평균 변화 

각도
5~20 35~60 0~5

IV. 결론

본 논문에서의 목적은 스마트폰 기반에서의 자체 내장 되어 있

는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이동형태를 판별 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고 구현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위치 기반 정보를 

속도의 값으로 계산하고 미리 정의된 임계값에 의하여 사용자의 

이동수단을 판별하고 판별된 이동수단이 도보일 경우에는 가속도 

센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스마트폰의 각도 변화의 폭을 

평균화 하여 변화폭에 따라 걷기와 뛰기 상태 판별이 가능하였다. 
판별된 데이터는 네트워크 모듈를 이용하여 서버에 전송하여 위치

와 속도를 이동 형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사용자가 응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뜻하게 되며 사용자가 많아 질 수록 사용자

는 더 정확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 해진다. 향후 사용자의 적응성을

가지는 알고리즘과 이와 같은 시스템이 사회 기반 시설의 모니터

링 시스템에 융합 되어 지면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은 저렴해지

면서도 더 넓은 범위와 더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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