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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사람

의 키와 보폭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되

는 샐플링 데이터를 이용해 이동거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속도 크기의 변화에 따라 인자값 및 임
계값을 적용하여 실제 이동거리와 측정된 이동거리의 오차를 8%미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the distance measurement algorithms using the 3-axis accelermeter sensor. This 

algorithms is based on the human gait charateristic. The proposed algorithms used the sampling data from the 
3-axis accelermeter sensor . We improved the error rate as less than eight-percent compare the real 
movement distance with measured distance to apply the threshold value and the additional valu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cceler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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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현대인들의 좋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의 편리함
으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 지방간, 당뇨병 등의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병에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전신 지구성 유산소 운동이 권장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빠르게 걷기, 조깅, 등

산 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자신
이 얼마나 운동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

워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II. II. II. 본본본본    론론론론

1. 제안한 알고리즘

 가속도 센서는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1초에 약 20개
정도의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은 피실험자가 

4km/h, 8km/h, 12km/h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한

그림 1. 4km/h, 8km/h, 12km/h 속력에 대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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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다. 그림 1을 보면 피크치가 발생하는 현상

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움직일 때 지면에 발이 

닿을 때 발생하는 관성력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
내게 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속력에 따라 작용하는 가

속도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이용해 보수를 검출하고 움
직이는 속력에 따라 발생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

다는 성질을 고려하여 인자값, 임계값을 적용한 알고

리즘을 구현해 보았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순서도이

다. 기본적으로 피실험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측정이 시작되면 가속도 데이
터를 얻게 된다. 이때 가속도 데이터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저장된 데이터 

중 가장 작은 값을 추출하여 추출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인자값을 적용하게 된다. 인자값과 임계값은 

여러 피실험자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 정량화 된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2.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동 거리  
  

 보폭인자값 

 2. 인자값 및 임계값 설정

 사람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발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게 되고 힘이 커지게 되면 한번 움직일 때 

보폭이 커지게 된다. 이에 같은 거리를 다른 속력

으로 움직이게 되면 보폭과 보수의 변화가 발생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폭의 변화를 보상

하기 위해 인자값 및 임계값을 구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임계값은 인자값을 적용시키는 범위를 정
하고, 그 범위에 따라 인자값의 크기가 달라지고 

보폭의 변화를 보상하게 된다.
인자값  기본 보폭보수

이동거리
   움직이는 속력 

임계값 

  

 최소 피크 데이터
  

임계값 범위 인자값

case1 -900<x<-500 0.8
case2 -1300<x<-900 0.9
case3 -1600<x<-1300 1
case4 x<-1600 1.45

표1. x축 데이터 범위에 따른 인자값
 

III. III. III. III. 실실실실험험험험    결결결결과과과과

그림 3은 서로 다른 두 명의 피실험자를 통해 얻게 
된 case분포도이다. 피실험자A은 178cm 78kg인 남

성, 피실험자B은 177cm 72kg인 남성으로 실험하였
다. 

그림 3. 두 명의 피실험자에게 검출된case분포도

 그림 4은 두 명의 피실험자가 1.2km를 주행하였을 

때 발생한 오차의 결과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8% 미만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4. 실제 거리와 이동거리 간의 오차

.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피실험자의 보

폭 변화를 고려하는 이동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주행과 보행만 구분하던 것과
는 다르게 속력에 따라 변하는 보폭의 크기를 고

려하여 더 체계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리

고 정량화 된 임계값과 인자값을 이용하여 실제 
이동거리와 측정된 이동거리의 오차가 8%미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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