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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에는 각종 장
비를 동원해야 했던 것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
게 되었고 그만큼 원하는 수치를 다양한 방식으
로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중에서
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각 분야에서 이를 활
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사
람의 행동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가속도 센서는 3차원의 축에 작용하는 힘을 측
정해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어떤 행동을 하
는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치다. 이를 응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행동 –걷기, 뛰기, 달리기, 앉기 등
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해서 컴퓨팅, 비디오 게임, 자동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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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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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되는 스마트폰은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어
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해 손이나 주머니에 두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Ⅱ. 관련 연구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여 걷기나 뛰기, 자전거 
타기, 앉기, 서기, 눕기 등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
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3축 가속도 센서 응용으
로 보다 세밀하게 자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2]. 가속도 센서는 이와 같이 행동 계측의 결과 
값 산출에 도움이 되었으나 그 계측 위치에 따라
서도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보행 운
동 측정에 있어서는 관성 법칙을 활용한 기계식 
만보계(추의 물리 운동을 이용)가 사용되어 왔지
만 3축 가속도 센서에서 3차원 방향의 출력 값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처리한 신호벡터크기(SVM, 

Signal Vector Magnitude)를 사용하여 세밀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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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능케 하였다[3,4].

물론 단순 알고리즘으로 모든 경우의 걸음 동
작을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에서는 기본적인 동작인 걸음에 있어서 3에서 스
마트폰에 위치에 따른 측정 결과가 어떻게 다르
고 그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측정해 4

에서 결론을 낸다.

Ⅲ. 스마트폰 소지 방법에 따른 가속도 
센서의 차이

기존에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걷기와 같
은 인간의 행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제
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지 위치에 따라서 가속
도 센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
을 적용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림 1. 손과 주머니에 있을 때의 스마트폰[5]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로 소지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손’이나 ‘주머니’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걷기라는 같은 동작이지만 손과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가속도 센서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
보고자 한다. 측정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상태’와 
‘주머니에 넣은 상태’ 두 종류로 진행했으며, 행동 
인식하는 방식으로 ‘흔들림 모션’을 채택하였다. 

그림 1은 해당 스마트폰에서 산출한 결과를 그
래프 상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센서 수치가 변화
할 때마다 기록된 값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
했다. 걸음 수는 총 20걸음을 걸었고 20걸음을 만
족할 경우 경과 시간에 상관없이 걸음을 멈추고 
측정을 종료했다. 측정된 결과는 23으로 측정되었
고 카운트 기준을 300으로 잡았을 경우 측정된 
수와 대략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림 2. 손에 들고 있는경우의 가속도 센서 변화

그림 3.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경우 가속도 센서변화

표 1. 손과 주머니 측정 그래프의 표준편차 / 최대 / 최소

구분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손 178.3168 816.3753 49.8306

주머니 263.3054 1412.728 0.3288

[값 차이] 84.9886 596.3527 49.5018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걸음 수 
측정에서 원하고자 하는 값을 측정할 때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 도출 과정이 어떤 식으로 다
른가를 측정하였고 이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
기 위해 측정 매커니즘을 구현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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