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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 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왔다. 특

히, 스마트폰은 연락을 주고받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체할 수 있게 해주며 사람들의 장소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스마트폰 사용률은 개발도상국을 심으

로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체 인구의 90%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

이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하며, 항상 곁에 두고 생

활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내재된 센서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

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에서 치센서를 통해 장소기반의 다양

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부분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

고, 일상을 함께하는데 스마트폰이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은 인구학에서 매우 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은 

기본 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에 머물고, 이동하는지에 해 연

구하는 학문이므로 인구의 치에 한 이해가 필수 이기 때문이

다. 한 인구집단의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보

건학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보건학에서는 최근 의료기록(MHR)보다

는 개인의 건강기록(PHR)이 건강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 

개인의 맥락을 인지하는 context aware m-health분야에 많은 심을 

쏟고 있다.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하면 기존에 설문이나 계측을 통해 

확인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원인 스마트폰 센서 정보가 인구보건학

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한 첫 탐색연구이다. 이번 연구

는 인구집단 건강의 좋고 나쁨과 같은 상태를 악하기보다, 

mHealth라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자료에 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인구학과 보건학에서 기존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방법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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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는 삼성 자  통계청과 함께 수행한 연구과제의 수집자료

를 사용하 다. 연구 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0  남녀 336명

으로 참여자의 일주일간 스마트폰 센서정보( 치  소리 정보)  

설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조사는 연구를 해 개발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수집 정보는 통계청에서 개인식별정보

를 제거한 상태에서 받아 분석하 다.

  첫 번째 연구는 스마트폰의 치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거주

지를 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각 

참여자의 일주일간 치정보를 이용해 가장 도가 높은 심 을 

구하 고, 사용자가 응답한 주소지와의 거리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주소확인이 가능한 참여자의 93.7%가 도함수 90%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탐색 인 수 이지만, 스마트폰

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센서스의 주요 질문인 거주지를 악할 수 

있다는 에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두 번째 연구는 개인의 일주일간 치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생활 역을 악하고자 시도하 다. 생활 역은 거주지와 함께 건강

에 향을 미치는 요한 물리 인 환경으로 지 까지는 거주지가 

속한 행정구역을 생활 역으로 간주해왔다. 생활 역은 표 거리타

원체 방법(SDE)을 사용하여 계산하 고, 개인의 일상움직임을 확인

하기 하여 심 으로부터 1 표 편차안에 속하는 역으로 제한

하 다. 그 결과 평균 297.34 km2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행정구역과 동일시되어 연

구해왔던 생활 역이 사회인구학  특성별로 다르며, 기존에 활용하

던 행정구역과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 연구는 집단 단 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연구로 

스마트폰의 소리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소음지도를 구 하 다. 

연구참여자의 치  소리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주   주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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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야간 지도를 구 하 다. 환경모니터링에 한 심이 높고, 

모든 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니터링은 실 인 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험연구로 표성있는 표본을 구

성하지 못하 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탐색  연구는 인구의 주거, 이동특성

에 해 탐구하는 인구학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보

여주며, mHealth  context aware mHealth분야에 용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스마트센서스, 스마트폰 센서, 거주지, 생활 역, 소음지도, 

엠헬쓰

학  번: 2012-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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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연구 목

1) 연구의 배경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 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왔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에 도달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장소 제약 없이 커뮤니 이션 할 

수 있는 이동 화의 등장은 물리  이동 없이도 정보의 확산이 

가능하게 하 다. 특히,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등장은 이동하면서도 다른 활동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이 놀랄만한 속도로 개되고 있다. 2014년 

7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거의 80%에 도달하 고1), 통신회사 

Ericsson은 2019년에 세계인구의 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측하 다2). 재는 세계 스마트폰 유율  15% 정도에 불과한 

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 리카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망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독이라고 표 할 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실태조

사에 의하면 약 6천명의 응답자들은 1일 평균 2시간 51분간 스마트

폰을 이용한다고 응답하 다3).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는 한국뿐

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각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조

사한 Analysis Mason 설문에서는 2011년 98.1분이었던 하루 스마트

1)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2014),”2012년 1월∼2014년 8월 스마트폰 사용에 한 

조사”

2) https://gigaom.com/2013/11/11/ericsson-global-smartphone-penetration -will

  -reach-60-in-2019/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2014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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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의 사용시간이 2013년에는 194.7분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

다4). 더불어 스마트폰의 등장은 사람들의 행동  생활양식을 바꾸

어 놓았다. 사람들은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폰과 

함께 하며(Ericsson Consumer Lab Research Platform, 2011), 스마트

폰을 스스로와 동일시하여(“I am my smartphone.”) 함께 있지 않

을 때에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러한 상에 해 이코노미스트지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5)의 시 가 도래하 다고 언 하 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 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독은 매

년 증가하는 추세로, 일상생활 장애, 단, 가상세계지향과 같은 

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왜 스마트폰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일까? 그것은 

스마트폰이 말 그 로 스마트해서 사람들에게 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도, 컴퓨터로 하던 부분의 일들을 수행하고, 쉴 때에도 스

마트폰을 통해 시간을 소비하는 행동을 한다.

  한편 스마트폰에는 소리, 빛, 움직임, 자기장, 가속도와 같은 다양

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다. 이 센서들은 사용자가 재 어디에 있

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악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스

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를 이게끔 움직인다. 특히, 사용자가 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치 센서는 길찾기  장소기반의 정보 

검색에 유용한 도움을 다. 치 센서는 인공 성으로부터 치 신

호를 잡는 GPS센서와 WiFi를 통해 실내 공간에서도 치를 악할 

수 있게 하는 WPS센서가 포함된다.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좌표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이 측정한 치좌표는 매

우 정확한 수 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고 있다 (Herrera, 

Work, Herring, Ban, Jacobson and Bayen ,2010;Yim and Cayford, 

4) Analysys Mason and Nielsen(2014) “Consumer smartphone usage 2014: OTT 

communication services”

5)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645180-smartphone-ubiquitous-

   addictive-and-transformative-plane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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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스마트폰 사용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데, 스마트폰에 

내재된 센서가  매우 높은 정확도로 개인의 치를 악할 수 있다

는 사실은 인구학 으로도 매우 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학은 기본 으로 어떤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센서를 효과 으로 활용한다면 사람들이 주로 어

디에서 생활하는지에 한 장소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한 맥락

을 악할 수 있고, 국가 산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센서스(인구

주택총조사)에서의 주요 질문인 거주지/통근/통학과 같은 일상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삶을 하는지와 건강과의 계는 오

래 부터 많은 연구6)7)들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실제 보건학에서는 

mHealth (mobile health)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 을 인구

집단의 건강에 용하고자 시도하 다.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GOe)에 따르면, mHealth는 e-health 의 하나로 명확한 

기 이 명시된 바 없지만, 모바일 폰이나 환자 리기기, PDA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의학  보건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mHealth는 개발국가를 상으로 한 건강 련 정보 달, 

원거리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보건의료 담당자들 훈련, 질병 창

궐에 한 역학  추 , 질병 진단  치료 지원과 같은 분야에 집

하 지만, 재는 모바일 센서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PHR(personal health record) 구축, 건강에 향을  수 있는 여러 

6) Kawachi, I. and L. F. Berkman (2003). Neighborhoods and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7) Burton, L. M., S. P. Kemp, M. Leung, S. A. Matthews and D. T. Takeuchi 

(2011). Communities, neighborhoods, and health: expanding the boundaries of 

plac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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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악하기 한 Context-aware mHealth로 확 되고 있다. 센

서 데이터 활용은 특히, Context-aware mHealth의 측면에서 더욱 

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새로운 자료원으로서의 

가능성이다. 재까지 건강상태  황을 악하기 한 자료로는 

신체계측자료와 설문조사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다닌다는 제 하에, 사용

자가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려주는 정보원이 될 수 있다. 

환경의 노출 뿐 아니라 나의 움직임을 변할 수도 있다. 새로운 연

구 자료에 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해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

과  다르게 근해야 할 것이며, 융합  사고를 통해 분석을 수

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스마트폰 센서 분석은 PHR(personal 

health record)의 측면에서 효과 이다. 재 건강을 바라보는 

은 병원이나 의료제공자 심의 MHR(medical health record)에서 환

자가 정보를 보유하고 리하는 PHR로 확 되고 있다. PHR은 가족

력, 알러지, 보험정보, 재 복용하는 약의 정보, 수면 시간, 이동 거

리, 양 섭취, 운동, 걸음 수, 걸음걸이, 습  등과 같이 개인의 건

강과 련된 무수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개

인의 맥락(context)을 악하는 단서로서의 스마트폰 활용은 우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새로운 길을 열어  것으로 기 된

다. 셋째,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통한 환경  건강 정보 

공유의 가능성이다. 개인이 수집한 환경정보를 다수와 공유한다면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환경을 모

니터링하기 한 설치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인 

로, 2011년 일본 원 사고 이후 개인들이 방사능측정기를 사용하

여 측정한 것을 지도화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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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스마트폰을 활용한 mHealth 연구는 텍스트 메시지 분석이나 건강

련 어 리 이션 활용 측면에서 주로 심을 기울여왔다. 연구가 

활성화되기 해서는 다양한 자료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로 

인식되는 스마트폰 센서 정보는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보유율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인구보건학 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작하 다. 이번 연구는 인구집단 건강의 

좋고 나쁨과 같은 상태를 악하기보다 mHealth라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자료원에 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스마트폰의 센서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인구학과 보건학에서 기

존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

았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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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방법

1) 연구의 자료  상

  본 연구는 서울 학교 보건 학원 보건인구학연구실이 삼성 자

DMC연구소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와 함께 수행하 던 <Life Style 

악을 한 User Context 모델링  용 연구>과제에서 수집한 자

료를 사용하 다. 연구 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Galaxy S3, Note 2, Note 3)을 사용하는 20∼40  

남녀 336명이다. 수집정보는 참여자의 사회인구학  정보(성, 연령, 

직업, 거주지 등)와 일주일 동안의 스마트폰 센서 정보( 치/움직임/

환경 센서 등)이며, 모든 응답  데이터 수집은 연구를 해 개발

한 어 리 이션 [그림 1]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

년 3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인 18일로 정하 으나, 연구탈락자 

련 참여자 추가 모집, 어 리 이션  스마트폰의 오류, 송 상

의 문제를 고려하여 25일까지 연장하 다. 

[그림 1] 어 리 이션 시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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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는 조사시작 시 에 문자로 어 리 이션 설치 일 다

운로드 링크를 받고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상자는 기화면에 연구에 한 반 인 설명을 읽게 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사회 인구학  특성에 한 응답을 하게 된

다. 설문내용은 상자의 기본정보(이름/성별/등록거주지/실제거주지/

직업/통근여부)와 추가질문(키/몸무게/스마트폰 치/일상생활제한여

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을 종료하면 일주일 동안 매 5분 주기

로 치센서(GPS, WPS)의 값이, 매 10분마다 움직임(가속도, 근 ), 

환경(소리) 센서의 값이 스마트폰 어 리 이션 내에 수집되도록 설

계되었다. 어 리 이션은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활성화되며 일

주일 후에는 조사 종료를 알리는 팝업이 뜬다. 일 송을 르면 

참여자의 설문 정보  센서 정보가 통계청이 지정한 특정 서버로 

송된다. 수집 정보는 응답자의 사생활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통계

청에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거한 자료를 제공하 다. 

한  본 연구는 진행과 자료 활용에 있어 서울 학교 보건 학원 연

구윤리심의 원회로부터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심의를 획득하

다(IRB No. 3-2013-2-26).

[그림 2] 연구주제별 활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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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인구보건학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본 논문

의 세부주제는 3가지로 각 주제별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통한 거주지 추정연구에

서는 일주일간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거주지를 추

정한 다음, 사용자가 응답한 재 거주지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 두 번째, 생활 역 추정연구에서는 연구참여

자가 이동한 일주일간의 역을 지도화한다음 움직인 역을 표

거리타원체방법을 통하여 계산하 다. 생활 역은 인구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

하 고, 시간 구분을 통해 주간/야간  주 /주말을 구분하여 분석

하 다. 세 번째 연구는 스마트폰의 소리센서를 활용한 서울시 소음

지도 작성연구로 치자료에 소리 값을 붙여 지도에 구 하 다.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 특성

(단 : 명)

남성 여성 총

20 54 57 111

30 58 63 121

40 51 53 104

총 163 173 336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336명이었지만, 어 리 이션 는 스마

트폰 자체 오류로 데이터가 완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 다. 분석

의 주요도구가 되는 치정보나 소리정보 기록이 없는 경우 푯값

으로 체하거나 내삽하지 않고 해당 코드를 삭제하 다. 본 연구

는 사용자의 일상  가장 많이 머무는 곳(거주지)과 생활 역, 그리

고 노출환경에 해 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데이터 군집화를 통해 

이상치를 발견하 고, 해외여행  출장의 이유로 국내의 치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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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를 제외하 다. 한 어 리 이션 오

류로 인해 같은 시간에 복으로 수집된 치  소음값의 경우 

복값을 제거하 다. 연구참여자의 인구 특성은 <표1>과 같다. 남성

보다는 여성의 참여가 많았고, 20 의 참여 비 이 제일 높았다. 조

사참여자의 2/3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부분 임 근로자

다. 비경제활동 인 참여자의 경우, 남성은 학생, 여성의 경우 

업주부와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표2>.

<표 2> 경제활동 참가자(성별)

(단 : 명)

　 　 남성 여성 총

경제활동 　 　 　

　 임 근로자 116 79 195

　 자 업자 15 6 21

비경제활동 　 　 　

　 업주부 62 62

　 학생 28 16 44

　 구직 4 8 12

　 기타 2 2

총 　 163 173 336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주일간 센서 자료를 수집하

는데, 응답자들의 자료가 설정해놓은 주기(5분 는 10분) 로 수집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일부분 락되기도 하 다. 이는 스마트

폰 자체의 오류나 어 리 이션의 버그일 수도 있고, 응답자가 일부

러 스마트폰의 센서를 꺼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류의 원인을 고찰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 자체나 어

리 이션 오작동의 경우 본 연구 밖의 기술 인 문제이고, 연구참

여자가 스마트폰의 원이나 센서를 꺼두는 것은 연구자가 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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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인구집단건강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연구가 아

니라, 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센서가 인구학  측면에서, 

보건학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 으

로 하 다. 본 연구는 연구 목 을 수행하기 하여 아래와 같은 연

구방법을 사용하 다<표 3>.

  첫째, 연구 참여자의 거주 공간을 추정하기 하여 연구 참여자 

체의 일주일간 치정보 분포를 지도화하 다. 패턴을 바탕으로 

각각의 참여자가 주로 어느 공간에 많이 머무는지 살펴보았다. 치 

좌표의 도를 분석하기 해 커 덴서티(Kernel Density, KD) 방법

을 사용하 다.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2차 KD추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나온 핫스팟의 심 과 참여자가 어 리 이션 설문 당시 

응답한 거주지 주소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 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생활 역을 악하기 하여 연구 참여자의 

모든 움직임을 지도에 표시하고, SDE와 MCP등의 방법을 통해 일주

일간의 활동 역을 추정하고자 하 다.

  셋째,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을 용하여 스마트폰 센서데이터 소

리 정보로 서울시 소음지도를 시각화하 다. 여기서는 주간야간별/

주 주말별 특성별로 나 어 설명하 으며, 향후 이러한 가능성을 

토 로 보건학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 분석은 SAS, Qgis  ArcGIS 소 트웨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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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방법  연구 상

구
분 연구목 연구방법 연구 상

연
구
주
제

1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실제 

거주 공간 추정 
연구

•개인의 움직임을 3차원 등고선
으로 표

• 도함수(Kernel Density)를 통한 
2차 추정

•본인이 응답한 거주지와 센서를 
통해 추정한 심 과의 직선
거리 비교

연구참여자
287명

연
구
주
제

2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생활 역 

악 연구

•개인의 움직임을 지도에 표
•생활 역분석 방법 에서  
MCP(Minimum Convex-hull

  Polygon), SDE (standard
  deviation eclipse) 분석을 통해 

개인별 활동 역 악(평균/주
주말별/주간야간별)

•기존 연구와의 비교
•사회인구학 특성별 분석

연구참여자
309명

연
구
주
제

3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소음지도 

작성 연구

• 서울시 시간별 소음지도 시각
화(실내실외별/주간야간별/주
주말별)

• 기존 방법과의 비교
• 련 다른 가능성 제시

연구참여자
3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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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은 mHealth  

스마트폰 센서정보에 한 연구배경과 목 을 기술하 다. 제 2장은  

스마트폰의 치 센서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거주 공간을 추정

하고, 참여자가 응답한 주소와 비교하고자 하 다. 제 3장에서는 일

주일간의 스마트폰 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활 역을 분석

하 다. 그리고 인구학  특성별로 생활 역이 어떤 특이성을 갖는

지 살펴보았다. 제 4장은 집단 단 의 자료 수집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스마트폰 소리센서의 값으로 서울시의 소음지도를 그리

고자 하 다.

  제 5장은 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 으며, 

인구보건학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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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실제 거주 공간 추정 연구1) 

 

1. 연구 배경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 다. 스

마트폰은 장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치와 

상 없이 활용되었다.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에 함께하는 일

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스마트폰 활용에 많은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기존의 피쳐폰과는 달리 말 

그 로 스마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일상의 편익

을 증 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컨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특성을 악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능을 제공

해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의 증 는 비단 사용자 개인만

이 아니라 공공의 역에서도 가능하다. 만일 개인 스마트폰 사용자

들이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만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

한다면, 이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는 시티즌 소싱(citizen 

sourcing)이라 불리는 정보 수집  확산의 방법으로 리 보 된 

바 있다(Boulos, Resch, Crowley, Reslin, Sohn, Burtner, Pike, 

Jezierski and Chuang,2011;Faggiani,Gregori,Lenzini,Mainardi and 

Vecchio, 2012; Kim, Robson, Zimmerman, Pierce and Haber,2011; 

Konomi,Sasao, Ohno and Shoji,2013).

   한편 스마트폰에는 소리, 빛, 움직임, 자기장 등 환경을 악할 

수 있는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많은 어 리 이

션들은 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치센서는 인공

1) 본 챕터는 한국인구학회지 2015년 제37권 제1호에 <스마트센서스의 가능성 모

색: 스마트폰 치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거주지 악>으로 게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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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부터 치 신호를 잡는 GPS와 실내 공간에서도 치좌표를 

찾을 수 있게 Wi-Fi 기반으로 치를 잡는 WPS가 포함된다. 스마트

폰은 이 두 좌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를 비교  정확하게 측

정해 낼 수 있다. 물론 사용 기종에 따라 좌표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측정한 치좌표는 매우 정확한 수 이라는 

의견이 연구를 통해 밝 지고 있다(Herrera, Work, Herring, Ban, 

Jacobson and Bayen ,2010;Yim and Cayford, 2001).

   스마트폰 보 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증가하는데, 스마트폰

이 매우 높은 정확도로 개인의 치를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

구학 으로도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학은 기본 으로 어떤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

고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통

해 사용자의 거주지를 악하고, 앞서 소개한‘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을 도입하여 거주지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스

마트폰을 활용하여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사람

들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나 장소도 악할 수 있

다면 센서스에서 매우 요한 변수인 통근/통학 여부  시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센서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조사 실행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김규성,2009; 이삼식․박종서․하미 ,2002). 즉 가가호

호 방문을  실시하는 센서스는 그 산의 규모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조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  사건들과 조사원

에게 본인의 정보를 알려야하는 데서 오는 심리 인 반감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등록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등록 센서스를 통해 정주인구를 악하

고 있고, 우리도 2015년 인구센서스를 주민등록정보, 건축물 장, 출

입국기록 등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체하는 등록 센서스를 비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등록 통계 수 이 높고, 통계청에서 수년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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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를 해 왔기 때문에 등록 센서스를 통한 정주인구의 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등록통계는 주민등록정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주민등록정보와 실제 거주하는 장소가 다른 경

우 이를 등록센서스에서 정확하게 악하기 쉽지 않다. 최근 1인 가

구의 비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20-30  인구2)들이 재 거주지로 

주민등록정보를 옮기지 않았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통

계 인 방법을 통해 오류를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

히 실제 거주지의 악은 센서스에서 매우 요한 요소라 할 수 있

겠다. 

   만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장소를 악할 수 있다면 이는 등록센서

스를 보완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장년층에 비해 혼자 거주하는 은 층의 실거주지와 주

민등록주소가 다를 경우가 많을 텐데, 이들 부분은 스마트폰을 소

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시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스마

트폰의 치센서를 이용하여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학교를 추정해 

낼 수 있다면 등록센서스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실제 거주지를 악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물론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의 악도 매우 

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거주지 악에 주목하고, 과연 

스마트폰의 치센서 정보가 사용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실

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가 악될 수 있다면 직장이나 학교의 치를 추정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치정보를 이용하여 센서스의 

가장 요한 정보인 실제 거주지를 악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이 방법을 ‘스마트센서스’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 통계청(201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황  특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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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추정하는 가능한 방법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거주지를 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설문조사와 같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거주지

를 거나, 는 거주지에 있을 때 치좌표를 장하도록 하는 방

법이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이 스스로 사용자의 치정보를 인식

하고 장하여 치좌표를 악하는 방법이다. 

   거주지나 직장  학교는 보통 자주 바 지 않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그 치를 사용자가 직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방식이 상

으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치를 악하는데 더 효율 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이건 직장이건 장소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

고, 그 공간은 도와 경도의 매트릭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첫 번

째 방법과 같이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사용자가 자주 

머무는 공간을 정확하게 악하기 어렵다. 물론 주소나 스마트폰에 

설정한 좌표로부터 거리를 지정하고 ( 컨  10m), 지정된 거리의 

반경에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가 거주지에 들어온 것으로 단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측정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거주지

의 주소를 악하는 것이 목 이라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직  주

소를 입력하거나, 좌표를 장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거주지를 악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주지에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직장과 학교를 악하게 된 경우 통근  통학시간은 어떻게 되는

지, 그 경로와 시간은 출근 때와 퇴근 때에 어떻게 다른지 등 스마

트폰 사용자의 실제 삶의 궤 도 악하고자 한다면 와 같은 방

식은 매우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치좌표를 수집하고, 그 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주로 머무는 공간을 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념상으로 처음의 방법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오래 머무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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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딘지를 악하는데 더욱 유용하지만, 치좌표가 지속 으로 

악되어야만 들의 집합이 공간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단

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스마트폰이 빈번하게 치 좌

표를 기록하기에는 배터리 소모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배터리 소모

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해 먼  측정 간격을 늘리

면서도 측정된 치 정보가 공간으로 환되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배터리 소모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

자의 거주공간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 근이 앞의 방식에 

비해 훨씬 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본 으

로 세 번째 근 방식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주지를 

악하고자 한다. 

  

2) 스마트폰 치 정보를 활용한 공간분석 방법

   비록 스마트센서스 어 리 이션은 조사 시작 시 부터 7일 동

안 5분에 1회씩 치 좌표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사용자의 스

마트폰 사양과 각종 오류로 인해 수집정보가 불완 한 경우가 발생

하 다. 이 경우는 수집된 치정보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여기서

는 수집된 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여 공간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주지를 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인지에 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한 경험  고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좌표의 빈도를 사용하는 방법

   설계한 바에 따르면 치정보가 매5분마다 7일 간 수집할 경우 

치 좌표는 모두 2,016건이 된다(12회*24시간*7일). 이 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좌표 당 빈도를 구하면 지난 7일간 주로 머문 곳의 빈

도수는 매우 클 것이고 그 지 않은 곳의 빈도수는 매우 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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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거주지나 직장  학교 등 사용자가 주로 머무르는 공간이 하

나의 좌표로 표시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은 좌표들의 매트릭스로 구성되는데 

이 GPS와 WPS가 직  측정한 치좌표는 이 매트릭스를 모두 포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배터리 소모를 고려하여 본 연구와 같이 

5분에 1회씩 치좌표를 측정하는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므

로 본 실측 치 좌표의 빈도를 이용하여 공간을 추정하는 방식은 

그리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2) 좌표의 도를 사용하는 방법

   앞에서도 자주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추정해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치 좌표가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지도상의 치좌표를 통해 공간을 추

정하는 공간분석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도

(density)이다. 도는 말 그 로 단  면  안에 얼마나 많은  혹

은 상들이 모여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측정된 들을 연속 인 층

(layer)으로 인식하고 지도에 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곳이 

가장 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 (hotspot)인지를 악할 수 있게 한

다(Lin, Chu, Wu, Chang and Chen,2011). 뿐만 아니라 내삽법

(interpolation)을 통해 들의 집합으로부터 연속 인 면 을 추정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간분석에서 도는 매우 요한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Levine, 2006). 도분석은 통계패키지(SAS 는 R)나 공

간분석도구(Arcgis, Qgis)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자가 주로 머문 공간인 거주지를 찾으려고 하는 본 연구에서 거주

지는 가장 높은 도를 보이는 'hotspot'이 된다. 치 좌표를 이용

하여 도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는 커 덴서티(Kernel Density, 

KD) 방법을 사용하 다. 그 이유는 KD가 연구 상이 되는 각 들

이 도 표면 형성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공간 스 일에 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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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에서 연속 인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Anderson 

2009; Elgammal, Duraiswami, Harwood and Davis ,2002; Gerber, M. 

S., 2014)). 커 덴서티를 이용한 공간 연구의 결과는 역

(bandwidth)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역을 하게 선택하

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ones, Marron and 

Sheather,1996). 본 연구는 ArcGis의 기본 역폭인 1km로 설계하

는데 그 이유는 가장 도가 높은 거주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본 연

구의 목 에서는 역폭의 선택이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었

다. 더불어 본 실험연구의 특성상 연구방법을 가능한 간단하게 설계

하고자 하 다. 도와 경도의 좌표들을 이용하는 KD는 아래 [그림 

3]에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 3] Kernel Density Definition

   KD는 기본 으로 들을 도의 공간으로 표 하는데, 이 공간

들은 등고선으로 연결된다. 같은 도를 가진 공간들은 좌표의 매트

릭스에서 같은 등고선으로 표 된다. 그러므로 도가 매우 높은 공

간은 높은 등고선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가장 높은 등고선의 

앙이 hotspot인 것이다. 다음 [그림 4]는 연구 상자  한 명의 실

측된 치 정보를 KD를 통해 3차원 등고선으로 표 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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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곳에서 매우 높은 우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자는 일주일간 주로 한 곳에 머물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곳

이 바로 이 3차원 등고선의 꼭짓  주변인 것이다. 상자가 응답한 

본인의 직업은 업주부 는데, 비록 수집기간동안 집에만 머문 것

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곳을 다녔어도 주부라는 특성 때문에 거주

지에서 머문 시간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아래 KD 등고선을 통해 잘 드러나

고 있다. 

[그림 4] 주부의 KD 3차원 등고선 지도

   한편 다음 [그림 5]는 연구 상자  본인의 직업을 기능공이라

고 응답한 사람의 치좌표를 표시한 KD 등고선이다. 여기서는 두 

개의 우리가 드러나는 데, 즉 이 사람은 수집 기간 동안 두 곳에

서 주로 머무는 시간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다른 방문 장소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두 곳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더 

높은 곳의 지 은, 상자가 스스로 응답한 거주지라고 밝힌 곳의 

치와 매우 가까웠고, 두 번째 우리는 직장과 매우 근 함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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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그림 5]기능공의 KD3차원 등고선 지도

   앞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주로 머무는 곳은 하나의 이 아닌 공

간이라고 언 한 바 있다. 도를 이 아닌 공간으로 인식하기 

해서 본 연구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의 개념을 사용하

다. 

   KD가 지도상에 구 한 등고선은 기본 으로 PDF이다. 즉 모든 

등고선의 아래 역이 도의 총합인 100%이고, 각 등고선은 그 아

래 역의 도함수를 의미한다. 만일 등고선의 윗부분이 10%라고 

하면 아래 역은 90%로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활용한 공간의 90%

가 그 등고선 아래에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컨  등고선 의 

부분이 1%이면 매우 작은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응

답자가 응답한 거주지가 존재한다면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이 아닌 공간으로서의 거주지를 추정하게 된다. PDF 방법을 사용할 

때의  다른 장 은 모든 사람의 PDF의 생김새가 다 다른데, 이를 

분석에 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4]에서 주부의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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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삶의 역이 한 곳에 집 이 되어 있다. 이 경우 확률 도 1%

가 포함하는 공간은 매우 은 역이 될 것이다. 반 로 [그림 5]에

서 기능공의 경우 가장 높은 등고선과 두 번째 등고선의 높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우리의 폭도 큰 편인데, 이 때 

확률 도 1%가 차지하는 공간은  주부에 비해 훨씬 넓은 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PDF로 공간을 근하려는 시도는 개개인이 지

니고 있는 독특한 공간 특성들을 반 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으로 PDF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여 히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KD를 사용하여 으로부터 공간인 도를 추

정하는데 있어 정확성을 높이기 해 2단계 KD 추정을 실시하 다. 

먼  1단계 KD 추정을 통해 형성된 우리들을 상으로 우리의 

꼭짓 으로부터의 도가 1 표 편차인 공간을 구하고, 이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치 좌표만을 상으로 다시 한 번 KD 추정을 실시

하 다. 우리가 두 개인 경우 각 우리에 해 2단계 KD 추정을 

실시함으로써 가장 많이 머무른 공간과 두 번째로 많이 머무른 공

간을 분리하여 도 지도를 다시 그렸다. 이처럼 2단계에 걸쳐 KD 

추정을 실시한 이유는 공간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함으로, 1단

계 추정에서의 PDF는 두 우리는 물론 사용자로부터 실측된 모든 

공간을 포함한 것으로 각 우리에 한 추정은 다른 역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1단계 추정을 통해 우리를 악하고, 

그 우리의 1 표 편차 역 안에 포함된 실측치로 2단계 KD 추정

을 실시하여 각 우리의 꼭짓 으로부터의 도 역을 더욱 정확

하게 악할 수 있게 하 다. 이는 마치 평균을 구하는데 있어 평균

의 정확성을 높이고 표 편차를 낮추기 해 이상치들을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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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36명으로 20 부터 40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남녀를 상으로 하 다. 50  이상

에서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 으나 어 리 이션 설치  

구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50  이상을 

제외하고 진행하 다. 모든 연령 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많

았고, 30  참여율이 제일 높았다.

<표 4>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와의 일치여부

(단 : 명)

일치 불일치 총 불일치 %

20 83 28 111 25.2

30 98 23 121 19.0

40 91 13 104 12.5

총 272 64 336 19.0

   어 리 이션을 통해 재 거주지와 등록거주지의 일치여부에 

해 질문한 결과, 체의 19%인 64명이 등록 거주지와 다른 장소

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하 다<표 4>. 불일치 비율은 20 가 제일 높

았는데, 4명  1명이 등록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일치비율은 낮아졌다. 연구 참여자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참여자 는 체의 85%인 287명이었

다. 15%의 참여자는 실제거주지와 응답한 거주지의 불일치, 거주지 

주소 부재, 직장  학교로부터 거주지 분리 불가능, 분석하기 한 

치좌표 부족의 이유로 분석이 불가능하 다<표 5>. 분석 가능한 

287명에 해 2단계 KD 분석을 실시하고, 본인이 응답한 거주지와

의 평균거리  표 편차를 구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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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상자  분석 가능한 상

(단 :명)

체 참여자 수 %

분석 가능 상 287명 85.4

분석 불가능 상 49명 14.6

실제거주지와 응답거주지 불일치 31명

거주지 주소 부재 6명

직장/학교로부터 거주지 분리 불가능 10명

치정보 부족 2명

총 336명 100%

<표 6> 2단계 KD방식을 통해 추정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간의 거

리차이

(단 :명/%)

PDF 99% 95% 90% 85% 기타 총

N 158 92 19 5 13 287

% 55.1 32.1 6.6 1.7 4.5

mean(m) 14.9 68.1 124.2 157.2 153.6 48.0

std(m) 9.5 42.8 81.1 90.1 114.5 59.5

cum N 250 269 274 287

cum % 87.1 93.7 95.5 100.0

cum mean(m) 34.5 40.8 43.0 48.0

cum std(m) 37.2 47.5 50.8 59.5

   이 표에 따르면 도확률이 99%인 경우 55%의 응답자가 응답한 

거주지의 주소가 포함되었다. 즉 일주일동안 스마트폰 사용자가 제

일 오래 머물 다고 측한 심  1%안에 응답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심 과 그 거주지와의 거리 차이는 평균 약14.9m 

(표 편차 9.5m)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확률이 95%인 경우는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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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이 때 거리차이의 평균은 약68.1m(표 편차 42.8m)로 나왔

다. 도확률이 85%인 경우는 5건 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주소 확

인이 가능한 287명 가운데 269명의 집주소가 도 함수 90% 공간 

이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90% 등고선의 심

으로부터 실제 집주소의 치좌표까지는 평균 40.8m가 떨어져 있으

며 표 편차는 47.5m라는 것이다. 거주지의 주소는 거주지가 치하

는 하나의 좌표이고, 실제 사용자가 거주하는 집은 공간이기 때문에 

집의 크기에 따라 그 거리가 5m일수도, 10m일수도 혹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므로 40.8m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집 안에서 움직일 때 기술 인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오차로 응답자 93.7%의 거주지를 찾았다는 것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정확성이 그리 낮지 않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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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논문은 스마트폰의 센서를 어떻게 인구보건학 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은 손안의 

컴퓨터라는 별명에 걸맞게,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체하 고, 내재된 여러 센서를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센서 기반의 편

리한 기능을 제공하 다. 특히 치 센서(GPS/WPS)는 스마트폰 사

용자의 재 치를 악, 교통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을 통해 최단 

경로를 찾아주고, 길 찾기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

다. 연구진은 치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생활하는 

공간 즉 거주지를 악할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고, 실제 경험 인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스마트폰 치좌표를 통해 사용자가 주로 머무는 장소를 악하

기에 앞서 본 연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 다. 먼  악하고자 

하는 곳이 하나의 좌표가 아니라 거주지나 학교와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다. 주소지는 하나의 인 좌표이지만 실제로 그 주소가 포함하

는 집이나 학교/직장은 공간이고, 그 공간은 무수히 많은 좌표의 매

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이 아닌 공간

을 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해 노력하 다. 두 번째는 이벤트

가 아닌, 거주지와 같이 많은 시간 반복 으로 머물게 되는 공간을 

악하려 하 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삶을 하기 해 많은 곳

을 방문하고 이동한다. 하지만 각각의 삶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공간은 결국 거주지나 학교  직장과 같이 장시간을 그곳에서 보

내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상에서 장시간 머무는 공간인 

거주지를 악할 수 있는 모델링에 주안 을 두었다. 세 번째는 사

용자가 주로 머물 던 공간 악이 본인만의 치정보 분석을 통해

서 가능하도록 모델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다. 5분에 한 번씩 수

집되는 사용자의 치좌표는 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는 될 수 있는 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분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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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항을 고려한 후 본 연구는 공간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 도(Kernel Density)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주로 머문 장

소 즉 공간을 악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특히 이 분석을 두 번 

실시하여 그 공간 악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336명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각 응답자별 확률

도함수를 구하 고, 치 정보가 수집되고 참여자의 주소지가 정

확히 기재된 287명의 경우 거주지는 도가 90%인 등고선 내부에 

포함될 확률이 93.7%이었고, 평균 거리도 등고선의 심으로부터 

40.8m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오차를 이기 

해서 도함수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만, 그 경우 2단계 KD 

모형이 포함하는 사례수가 어드는 단 이 있기 때문에, 포함확률

이 90%이상인 도함수 확률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 이었다.

  의 결과와 같이 스마트폰에 내재된 치센서 정보가 일정한 기

간 동안 정기 으로 수집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스마트폰이 스스

로 가공하여 사용자가 어디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밝 낼 수 

있다. 여기에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의 개념이 추가되어, 스

마트폰 사용자들이 통계청으로 스마트폰으로 추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보낸다면, 통계청에서는 등록센서스가 가진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와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귀 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센서스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는 등록통계를 기반으로 수정해 나갈 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러

한 방법론을 용한다면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구

들을 보완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1인 가구 등의 다양한 인구 상을 

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며 결과 으로 통계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다. 한 인구의 분포와 도를 기반으로 국가가 도로, 주택, 

학교와 같은 시설과 병원  공서등의 필수시설을 배치할 때 인

구 규모에 해 보다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거주지만을 고려하 지만 이 방법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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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직장  학교 등의 장소도 악할 수 있다면 실제 센서스에

서 조사해 왔던 통근/통학 시간이나 거리 등을 구해낼 수도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일상에 한 더 많은 정보를 가공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공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센서

의 정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성이나 Wi-Fi를 통한 정보에 의존

하는 경우 스마트폰 센서는 물론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역시 매

우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계속 발달하고 있

고,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 인 오차는 더

욱 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두 번째, 사용자가 머무는 장소를 

악하기 하여 스마트폰의 센서가 항상 켜있어야 하므로 배터리 소

모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센서 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소모

는 미미하며(Faggiani  et al,.2012),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치 정보는 사용자의 많은 부분을 알려주는 

요한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타인에 의해 가공될 경우 사생활 침해

의 험이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쓰이지 

않도록 데이터 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 사용자가 정보 공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언제고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단하고자 할 경우, 어 리 이션을 클릭하여 바로 

단되게 설계하 고, 개인정보 보호를 해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정

보가 제거된 자료를 달받아 분석을 진행하 다. 향후에는 수집된 

치정보를 송하여 분석하지 않고 어 리 이션에 간단한 알고리

즘을 포함하여 스마트폰 스스로가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한다면 개

인정보유출 험은 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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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컨텍스트(거주지)를 악하고, 실제 응답한 거주지와 

일치여부를 계산해 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통계청은 센서스 

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조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거

주지와 등록 주소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커버리지 오류가 발

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스마트센서스는 이러한 등

록센서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지 않다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스마트폰의 센서정보

를 이용하여 거주지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건강과 같은 부차 인 

특성들을 악해 낼 수 있다면, 스마트폰 센서 정보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한,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사용자의 컨텍

스트 악은 사용자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사용자

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 다는 에서 그 실용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재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 률은 매우 높은 수 이고, 은 연령층은 부

분 소지하고 있다. 고령층들의 스마트폰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는 기존 피쳐폰의 사용률도 낮지 않다. 향후 고령층은 계속 증

가할 것인데, 이들이 스마트폰을 말 그 로 스마트하게 사용하여 생

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해서도 스마트폰이 사용자를 스스로 인

지하고 일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사용자에게 

자발 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 본 

연구가 수행한 스마트폰이 스스로 센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

자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어디인지에 한 연구는 앞

으로 스마트폰과 련한 기술 인 발 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시사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치정보를 이용하여 사

용자가 주로 머무는 공간을 악할 때 실질 인 검증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용자의 거주지를 어 리 이션에서 질문을 통해 미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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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의 센서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의 컨

텍스트 악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밝 졌지만, 

그것이 실용화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이

며, 이 때 반드시 실제 검증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

업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의 이용 특성도 매우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서두에서 밝힌 바

와 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일어나서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곁에 두

고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사용자의 컨텍스트 

악을 해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사용하

는지에 한 조사도 반드시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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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생활 역 악 연구

1. 연구 배경

  생활권(sphere of living , 生活圈)이란 행정 구역과는 계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 의 일상생활을 하기 하여 

활동하는 범 를 의미한다(표 국어 사 ). 생활권이라는 단어는 

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국민 생활 편의를 한 시설의 배치기 과 

련하여 주로 사용되어왔다. 물리 인 이동이 쉽지 않아 거주지 

주변에서 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재의 

생활권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면서 

마을에서 도시, 국가, 국가로 확 되어왔다. 최근에는 생활권이 

보다 넓은 생활 역의 개념으로, 생활을 하여 활동하는 

통근권이나 통학권, 쇼핑을 하는 구매권, 의료에 련된 수진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 다.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life space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의 

생활하면서 움직이는 지리 인 범 를 말한다(May, D., et al., 1985). 

움직임  이동과 련된 연구는 동물의 서식지나 철새의 이동과 

련되어 발 되어 왔고, 인간의 경우 주로 고령자의 이동, 

교통수단 연구  인간특성에 따른 이동 행태분석과 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다(Baker, P. S., et al. , 2003;Brown, C. J., et al., 

2009;Dixon and Chapman 1980). 한 야(2011)는 서울거주민의 

생활 역을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 는데, 서울주민의 생활 역이 

보행권 내의 주거생활에서 직장/학교 심의 사회생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 하 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 역의 추정은 주로 설문 상자에게 

응답을 통해 거주지의 행정구역을 묻거나, 본인이 인지하는 

생활 역의 크기(거주지를 심 으로 반경 몇 미터 혹은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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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후드)를 기술하게 하여 추정하 다. 지역특성을 반 하여 

분석하고자하는 커뮤니티연구, 다수 분석연구에서는 재까지도 

행정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설문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답변을 신뢰하며 응답자마다 가진 특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응답편향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행정구역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과거 의식주를 비롯한 

부분의 생활이 거주지에서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생활 역과 

행정구역이 비교  일치할 수 있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범 가 넓어진 지 은 생활 역을 등록거주지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조 태(2005)는 한국은 지역개념이 서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며,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다수의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연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 하 다. Ashbrook(2003) 역시 그의 

연구에서 거주지를 기 으로 생활공간을 악하기에는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졌고, (집이나 직장과 같은)고정 인 치에 근거한 

공간연구는 인구의 이동특성에 해 설명하기 부족하므로 

활동공간을 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언 하고 있다. 

  보다 객 인 방법으로 생활 역을 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던 바, 과학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GPS기기의 간소화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 주었다. 사용자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기가 휴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면서 치기반의 연구들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 특히, 

치센서가 스마트폰에 포함되고, 스마트폰 치정보의 정확성이 

굉장히 높은 수 이라는 것이 밝 지면서, 기존에 연구 방법을 

체할 정도의 신뢰성을 갖게 되었다(Wan, N., et al. 2013). 

Mokhtarian(1997)은 GPS기기를 활용, 통근거리에 따른 이동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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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그의 연구에서 원거리통근자의 경우, 출근하는 날의 

활동 역이 휴일에 비해 매우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1997)고 

언 하 다.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받은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에스토니아의 연구(Järv, O., et al., 2014)에서는 개인별 

이동범 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동 범 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계 성을 가진다고 발표하 다. 선행 연구들은 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하 지만, GPS기기를 통해 얻는 정보가 비교  

정확하며, 향후 무한한 활용성이 있음을 시사하 다. 

  1장에서 추정하고자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거주지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역)도 인간과 건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요한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공간에 얼마나 머물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환경이 다르고 그것은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일상생활 공간에 얼마나 

건강증진을 한 시설이 있는지, 의료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건강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mHealth의 한 

분야로 모바일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과 련된 많은 것들을 

악하고 이해하는 context aware mHealth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들은 인구집단의 건강에 있어서 medical 

health record보다 걸음걸이,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복용하는 약이나 

가족력  이동 역과 같은 PHR(personal health record)가 건강에 

많은 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생활 역(life boundary)’으로 정의하며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해서 일주일동안 움직인 

역’으로 규정짓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이용하여 개인의 일주일간의 이동 역을 여러 방법을 통해 

계산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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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생활 역은 그 자체가 결과변수가 되지 않더라도 건강연구에서는 

이동 능력  건강 련 근성과 련하여 굉장히 요한 

매개변수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설문을 통해 본인이 인지하는 

역을 어림잡아 계산하여 게 하거나, 응답자가 속한 행정구역을 

질문하여 응답자의 활동 역을 악하고자 하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볍고 비싸지 않으며 정확한 GPS 기기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자가설문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밝 지면서(Duncan 

and Mummery, 2007; Stopher et al. 2007), 연구방법이 보다 

다양해지기 시작하 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가정 

하에 그들의 생활 역을 스마트폰에 내재된 치 센서를 통해 

악하고자 하 다. 어 리 이션은 일주일간 5분마다 한 번씩 

참여자의 치정보를 장하고, 연구 종료 시에 장된 일을 

통계청이 리하는 서버에 송되도록 구성하 다. 치정보는 

스마트폰에 내재된 GPS와 WPS센서를 통해 악할 수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경우, 세 개 이상의 GPS 

성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성과 수신기의 치를 

결정하여 경 도로 표 한다. WPS(Wi-Fi-based positioning 

system)는 실내와 같이 GPS를 통한 치 획득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용되기 해 고안된 치 획득 체계로, GPS에 비하여 치 

정보가 보다 정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센서 데이터 외에 

어 리 이션을 통해 수집한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정보(성, 

연령, 직업, 본인인지건강, 우울정도)는 향후 분석에 추가로 

사용하 다.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참여자의 어 리 이션에는 일주일동안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에 본인의 치정보가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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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24시간*7일=총2,016번). 부분의 데이터는 GPS와 WPS 의 

하나만 측정되고, 다른 하나는 null값이었다. GPS와 WPS가 복 

측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의 치 값은 같았다. 그 경우, 

GPS의 값을 유지하고 복되는 WPS값을 삭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일상 생활 역을 악하는 것이 목 이므로, 

총 일주일의 조사기간  어도 3일 간의 치정보가 존재해야 

분석에 포함하 다. 총 309명의 참여자들은 평균 으로 2144개의 

치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분석을 수행하기 에, 먼  체 

참여자의 치정보를 수집한 후에 몇 가지 기 을 통하여 자료를 

처리 하 다. 연구참여자 의 3명은 조사기간 에 해외에 

머물 는데, 일상 역 분석에 포함할 경우 분포에 큰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 다. 한 치측정오류로 치 값이 튀는 

경우, 내삽하지 않고,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6]은 체 연구참여자의 일주일간 치데이터를 지도 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연구참여자의 체 치 데이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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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의 생활 역을 악하기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  참여자별로 일주일간의 치정보를 

지도에 표 하 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동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개인의 일주일간 활동 역을 계산하고자 한다. 생활 

역(life space, activity area)계산은 GIS 소 트웨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구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장 리 쓰이는 방법은 

최소블럭다각형방법(MCP, Minimum Convex-hull Polygon), 일상 경로 

면 법(DPPA, Daily Potential Path area), 표 거리타원체 방법(SDE, 

Standard Deviation Ellipse)의 3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uliung, 

R. N. and P. S. Kanaroglou, 2006). 첫 번째 최소블럭다각형방법은 

주로 동물의 행동권(home range)을 계산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장 멀리에 

치해있는 최외각 을 이어 이동면 을 계산하는 

것이다(Mohr,1947). 이 경우 움직인 모든 지 이 역 내에 100% 

포함되어 이동범 가 과  추정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 주로 

머무는지 악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일상 경로 면 법으로 Kwan은 그의 연구에서, 

도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의 움직임 양상을 계산하고자 

DPPA라는 컨셉과 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의 치정보를 

시간순서에 따라 이동경로로 만들고, 선의 양쪽을 일정 크기로 

buffering하여 면 으로 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Hirsch, J. 

A.,2014; Kwan,M.P.,1999). DPPA의 경우, 시간은 될 수 없고 

체 시간 에서 각 치의 값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시간에 따른 공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수단이나 사회  역할에 따른 사용자의 도착 을 정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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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 번째는 표 거리타원체 방법(Standard Deviation 

Ellipse)으로, 이 방법은 모든 치정보의 심 을 구하고, 

심으로부터 표 편차별 면 을 계산해 낸다. SDE는 유클리디안 

추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간의 지리 인 이동에 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 을 지니지만(Hansen, R,2008), 간단한 수식을 

통해 개인의 이동면 을 추정할 수 있고, 서로 비교하기에 합하여 

활동 역 계산에 있어 리 사용되고 있다(Schönfelder, S. and K. 

W. Axhaus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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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참여자의 생활 역 시

( : 최소블럭다각형방법/아래:표 거리타원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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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tandard Deviation Ellipse 계산식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방법 에서 최소블럭다각형방법과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일상생활 역을 

계산하고자 하 다. 최소블럭다각형방법은 참여자의 스마트폰에 

기록된 모든 치정보를 포함한 체 역을 생활 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표 거리타원체는 체 치정보의 심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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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편차별 면 을 구할 수 있고 치정보의 분포  시간에 따른 

이동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인 

활동 역을 계산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 

치정보의 부분을 포함하는 2표 편차(95%), 3표 편차(99%) 

신, 68%를 포함하는 1표 편차의 거리를 생활 역으로 

규정하고자 하 다. [그림 7]은 참여자의 생활 역을 표 편차별로 

그려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정보를 커버하는 바깥 원 신에 

제일 작은 노란색 역을 치정보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일주일간 평균 생활 역, 

주 /주말 패턴에 따른 생활 역, 주간/야간 시간에 따른 생활 역의 

크기를 계산하고, 사회인구학  특성별(성별/연령/ 경제상태/직업 

구분)로 나 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해 설명하고자 하 다. 

더불어 기존연구와의 비교  다른 발견에 해 기술하고, 향후 

생활권 연구 분석에서 스마트폰 치데이터의 가능성에 해 

기술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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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은 <표7>과 같다. 연구참여자 

309명의 성비는 비슷하 고, 20 와 30 의 조사참여가 40 보다 

높았다. 경제활동은 응답자의 2/3정도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 으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약40%로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직업으로

는 업주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학생의 순서 다. 

남성 여성

20 30 40 20 30 40

경

제

활

동

여

부

리자, 문가  

련종사자
3 12 17 5 5 2

200 사무종사자 13 33 19 22 26 10

서비스  

매종사자
5 4 8 4 2 3

기능원,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1 2 3

단순노무 종사자 1

아니오 업주부 23 28

109 학생 28 16

구직 3 1 8

기타 1 1

53 52 47 56 56 45

<표 7>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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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최소블럭다각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참여자의 생활

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주일간 평균 967.26km2의 

역에서 일상생활을 하 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생활 역도 

커졌다. 재 20 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취업에 늦게 참여하

고, 생활이 보다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에 생활 역이 제일 넓을 것

으로 가정했었다. 그러나 가정과 달리, 20 의 2배 넓이의 생활

역을 30 가 하고 있었고, 3배에 가까운 역을 40 가 활용하

고 있었다. 최소블럭다각형방법은 연구참여자가 움직인 모든 공간

을 모두 포함한다는 장 이 있지만, 아웃라이어와 이벤트성 움직임

이 모두 반 되어 실제의 생활공간보다 더욱 크게 측정될 수 있다

는 단 이 있다.  

[그림 9]최소블럭다각형방법을 통한 연령별

평균 생활 역 (단 :km2)

  의 결과를 성별로 구분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블럭다각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참여자의 생활 역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평

균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20 에서 30 는 증가

하고, 40 에는 격히 평균 생활 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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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남성 여성

20 488.07 604.10 378.25

30 1065.26 1377.97 774.89

40 1419.95 2509.44 282.05

<표 8>최소블럭다각형방법을 통한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연구참여자들이 일주일간 움직인 공간을 SDE (Standard Deviation 

Ellipse)분석을 통해 계산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활동 역의 모양

이 다 다르지만, 평균 297.34 km2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0]. 하지만 이것을 반지름이 일정한 원이

라고 가정한다면 반경10km이내에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휴 화 사용자들의 로그를 분석한 네트워크 연구(Gonzalez, M. C. 

et al.,2014)에서 인간의 활동범 를 반경 10km이내라고 설명한 것

과 비슷한 결과이다. 생활 역을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나이가 많

을수록 생활 역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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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연령별 평균 생활 역 (단 :km2)

  [그림 11]은 활동 역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것으로, 연령

이 증가할수록 활동 역도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40

의 활동범 가 제일 컸는데, 20 보다 2배 이상인 396.34 km2의 

공간에서 움직 다.      

[그림 11]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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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역은 성별, 사회 인 역할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성으로 나 어 평균을 계산하 다. [그림11]과 <표 9>는 

추정한 생활 역을 성별로 구분한 것으로, 남성은 연령이 낮은 집단

에서 높은 집단으로 가면서 생활 역이 상승하지만, 여성의 경우 

이하게 달랐다. 여성은 20 보다 30 의 생활 역이 크지만, 40 의 

경우 30 의 생활 역의 크기보다 1/6정도 작은 범 (면 : 

31.51km2)에서 활동하 다. 

평균 남성 여성

20 182.74 202.46 164.08

30 328.66 452.81 213.38

40 396.34 745.64 32.51

<표 9> 표 거리타원체방법을 통한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기존 문헌 고찰에서 선술 하 듯이 사람들의 활동 패턴은 주 과 

주말에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 역도 다르게 나타난다. 

<표 10>과 [그림 12]는 주 /주말 구분에 따른 연령별 남녀의 생활

역을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20 의 경우 남성은 주 이 주말보

다 활동 역이 크고, 여성은 주 보다 주말에 활동 역이 크지만 남

녀모두 주 과 주말 활동면 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30

 남성 집단의 경우 30  여성 집단의 3배 정도 넓은 활동 역을 

가지고 있고, 20 에 비해 2.65배정도 넓다. 하지만 주말에는 

32.5km2이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여성의 

경우 20 와 같이 주 보다 주말의 활동범 가 넓었고, 그 면 이 

확 되었다. 40  남성은 주 에 제일 넓은 생활 역(550.80km2)에서 

움직이고, 주말의 이동 역이 30 보다 5배 이상 넓었다. 40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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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주 /주말 구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그룹은 모든 연령 에 비해 활동면 이 제일 작았고, 주 보다 주말

에 활동 역이 컸던 20-30  여성 집단과 달리 주말에 오히려 생활

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 30 40

주
남성 143.16 379.56 550.80

여성 103.68 126.84 37.63

주말
남성 102.16 77.91 419.36

여성 123.92 191.10 11.24

<표 10>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주 /주말 구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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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역을 주간(10:00∼22:00)과 야간(22:00∼10:00)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는 [그림 13]  <표 11>과 같다. 남녀모두 모든 연령

에서 주간의 활동 역이 야간의 활동 역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주간  야간의 활동 역이 커진 반면, 여성은 20

보다 30 가 조  컸고 40 는 30 의 활동 역의 반으로 감소

하 다. 40  여성 집단의 주말 활동은 11.24km2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주간/야간 구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20 30 40

주간
남성 228.27 504.18 815.92

여성 193.40 262.64 59.03

야간
남성 68.87 182.63 306.54

여성 19.04 38.69 2.13

<표 11>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주간/야간 구분에 따른 성별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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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역은 사회 인 역할에 의해 많이 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

에, 연구참여자들이 응답한 경제활동 여부로 생활 역을 구분해 보

았다[그림14].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 높은 연령 에서 생활

역이 더 컸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40 에는 생활

역이 좁아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더욱 좁은 생활 역

을 나타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20  이후, 집 주변에

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30 와 40 의 차이는 거의 없

었다.

[그림 14]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연령별 생활 역 (단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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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평균 std 평균 std

주

비육체노동자 395.54 1052.89 111.33 370.15

육체노동자 502.32 1151.76 13.84 13.08

주부 33.47 111.78

학생 115.99 235.17 243.53 726.04

주말

비육체노동자 235.99 899.28 212.70 1028.96

육체노동자 131.63 240.787 40.27 82.87

주부 35.60 118.18

학생 115.52 260.46 56.99 100.35

<표 12> 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성별 직업별 평균 생활 역

(단 :km2)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비육체노동자(non-manual worker)와 

육체노동자(manual worker)로 구분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주

부  학생 그리고 기타(취업 비생 는 무직)로 나 었다. <표 12> 

 [그림 15]는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기타 14명을 제외한 295명의 

주 /주말별 평균 생활 역이다. 비육체노동자는 남성의 경우 주말

에 덜 움직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주말에 더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향은 육체노동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부

의 경우 주 과 주말 생활 역 평균값의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은 

주 과 주말의 생활 역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여학생의 경

우 주말은 주 의 1/4정도 크기의 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직업을 연령별로 세분화할 경우 집단의 수가 더욱 감소하므로 

연령별 직업구분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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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표 거리타원체 방법을 통한 성별 직업별 주

평균 생활 역 (단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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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가 새로운 연구 자료로서 인구보

건학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시작하 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일주일간 센서정보( 치)를 통해 일상 생활 역을 계

산해내고, 이를 사회 인구학  특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 다. 그

동안 이루어져왔던 역에 한 연구들은 주로 동물의 취식지, 행동

권과 련되어 연구되어 왔고, 인구의 경우에는 주로 고령자의 건강

과 련하여 지역(커뮤니티)의 향을 이해하기 해 네트워크 연구

와 함께 분석되어 왔다. 이때 하나의 변수가 되는 인구집단의 거주

지는 주로 집이 속해있는 행정구역이거나 연구자가 조작 으로 정

의한 범 로, 이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연 성 여부를 악하 다.

  생활 역을 악하기 해서, 참여자 309명의 일주일간의 치 데

이터를 지도 에 구 하고, ANN(Average Nearest Neighbor) ratio를 

통해 데이터의 군집여부를 악하 다. 참여자 체의 ANN ratio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져, 군집의 경향을 보 다. 다음으로, 생활 역을 

최소블럭다각형방법과 표 거리타원체방법을 통해 분석하 다. 최소

블럭다각형방법은 참여자가 움직인 체 치장소를 포함하고, 표

거리타원체는 체움직인 공간의 심 에서 1표 편차에 있는 

역을 포함한다. 최소블럭다각형방법으로 계산한 연령별 성별 생활

역과 표 거리타원체방법을 통한 결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생

활 역이 ‘주로’ 어느 공간에서 삶을 하는지에 한 공간

인 계산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으로 하는 생활 역계산에 있어서

는 과 추정되는 최소블럭다각형 방법보다 표 거리타원체 방법이 

더 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거리타원

체 방법을 주로 사용하 다. 생활 역은 인간의 사회 인 역할마다 

다르고, 요일  시간 패턴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 /주말, 주

간/야간, 평균 생활 역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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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첫째, 활동 역은 연령별 성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들은 20 부터 40 까지의 남녀 는

데, 움직이는 역은 을수록 클 것으로 상한 것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큰 생활 역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로 나 어보면 차이

가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연령별 증가양상을 그 로 나타내지만, 

여자의 경우 20 보다는 30 가 넓고, 40 의 생활 역은 아주 좁

다. 40  여성의 경우, 직업이 주부인 경우가 많았는데, 가사일과 육

아의 특성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낮과 밤의 생활 역을 구분한 결과 남성은 모든 

연령 에서 여성보다 생활 역이 넓었다. 여성의 경우 40 에서는 

주간  야간의 활동 역이 속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째, 개인의 활동 역은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남녀/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

는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범 가 넓어진 반면, 여성은 20

에서 30 는 증가하지만, 40 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

다 오히려 좁은 생활 역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의 취업구조를 설명

하는 M-curve 상과 련해서도 설명가능하다. ‘M-curve’란 20

의 여성이 취업을 하고, 결혼 후 출산⋅자녀 양육시기에 노동시장 

이탈을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노동시장에 재투입되는 상을 

말한다. 여성은 경력단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욕구가 높지만 

자녀양육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은 출퇴근거리에 매우 민

감하기 때문에, 집이나 집과의 거리가 30분 미만인 직장에서 근무하

기를 희망하는 것이다(엄경애,2011).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연구이다 보니, 조사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인구를 표하는 샘 을 구성하지 못했다. 연구 설계 당시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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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참여자의 모집도 고려하 으나, 어 리 이션 다운로드  

설치와 련한 내용 달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 다. 조사참여자의 나이는 20 ∼40 로, 연구에 극 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보다 활동 일 가능성이 있어 활동 역의 크

기에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기 해 일주

일을 수행하 지만 향후 신뢰성 있는 샘 을 얻기 해서는 보다 

장기 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주일간의 센서데이터에는 

‘이벤트성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3명의 

연구참여자는 조사기간  해외에 머물 고, ‘일상의 생활 역’을 

악한다는 것과 맞지 않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 다. 만약 장기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반복되는 일상의 

활동 역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설문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인지건강  스트

스, 우울 련 문항에 해 질문하고, 이를 생활 역과의 비교하

지만, 상 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질문 구성상의 한계로 많은 질

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 상자들이 비교  었

고, 건강변화의 후를 측정하기에는 조사기간인 일주일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시간의 자료수집이 보다 유용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규모 패 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의 치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활 역을 

악, <Context-aware mHealth>분야에 용되는 새로운 시도라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실제, 이동과 련한 통근, 통학 시간  통근 수단 

등은 센서스  인구생활통계에서 요하게 수집하는 변수 의 하

나로, 부분의 인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치 센서를 통

해 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는 센서를 활용한 방

법이 센서스 조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센서스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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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행정구역상 거주지를 주요 활동 역으로 악한 기

존의 커뮤니티 연구, 다수  분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거주지는 여 히 사람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공

간이지만, 행정구역에 비해 굉장히 좁고, 사회인구학  특성에 따라 

공간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든 생활이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

어지던 과거와 달리, 교통의 발달로 보다 범 한 활동을 하는 

재는 실제의 활동공간을 악하는 것이 인구  건강 연구에 더욱 

합할 수 있다. 실제 활동공간은 개인에게 의료정보가 아니지만 

PHR(personal health record)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치 데이터는 인간의 이동 방향  활동 패턴 이상을 알려주는 

제일 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는 못

했지만, 가속도 센서 등과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세부

인 활동도 다양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 나

타나지 못했지만, 장기 인 패  구축을 통해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를 충분히 수집하고, 생활 역에 따른 건강변화를 악할 수 있다면 

보건학 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간단한 알고리즘만으로도 폰 자체가 사용자의 생활 역을 악할 

수 있다면, 보건학 인 에서 방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시작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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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소음지도 작성 연구

1. 연구 배경

1) 환경모니터링의 필요성

  인구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의 결정요소를 사회경제 인 환경, 물리 인 환경, 사

람의 개인 인 특성과 행동의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  물리

인 환경은 깨끗한 물과 공기, 안 한 집과 같은 환경요소가 개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설명한다(Whitehead M,1991). 물리 인 환경은 다

른 건강결정요소와는 달리 개인단 에서 극복이나 개선이 쉽지 않

고 한번 오염되면 이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환

경과 건강의 계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

이 그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나 상병률이 높다고 보고하며, 

그 향은 어릴수록, 노출이 장기화될수록 커진다고 한다(Beelen, 

R., et al., 2014;Martinelli N..et al., 2013; Raaschou, O., et al., 2011). 

따라서 국가, 지역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에 향을 주는 여

러 환경 요소들을 측정하고, 리하며 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리 인 환경에 한 응의 시작은 어떤 환경 혹은 노출이 건강

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감시하는 

것이다. 환경 측정 모니터링은 환경매체별로 환경의 오염을 실시간

으로 악하거나 측하여 환경 피해를 조기에 경보해주는 시스템

(윤 훈,2014)으로 정부는 환경부를 통해 환경측정 모니터링을 지속

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환경 모니터링은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

법으로 시도되어왔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을 통해 향정도를 

악하기도 하고, 성자료 등을 통해 상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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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기반을 둔 측정의 경우에는 장비의 특수성  비용의 문제

로 일정한 공간에 환경측정망을 설치하여 측정해왔다. 국가는 이를 

통해 기, 소음,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 황을 악, 해당 정보

를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러나 지정된 치(측정망)에서 환경오염을 측정하여, 측정되지 않은 

지역의 오염을 가정하는 것은 측정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다양한 구조물  지리환경을 지

닌 장소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 환경 유해요소에 한 정보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의 오염은 나의 건강에도 직 으로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카이아 선언(Declaration of Bizkaia)을 통해 알려진 시

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란 모든 시민이 특정한 이해 계의 입증 

의무 없이 환경에 한 정보에 근할 수 있는 권리(로버트 콕스, 

2013)로 정부는 정보 공개제도라는 법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

는 정보에 보다 쉽게 근할 수 있게 하 다. 과학과 통신의 발달은 

다양한 주체가 운 하는 시스템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고, 크기

는 작아졌지만 기능은 확 된 환경 모니터링 기기의 개발을 진하

다.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과 모바일의 확

산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

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 을 인구집단의 건강에 용하고자 

한 분야가 바로 mHealth(mobile health)이다. Global Observatory for 

eHealth (GOe)에 따르면, mHealth는 e-health 의 하나로 명확한 

기 이 명시된바 없지만, 모바일 폰이나 환자 리기기, PDA 등과 같

은 모바일 기기를 의학  보건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

거에는 mHealth는 개발국가를 상으로 한 건강 련 정보 달, 

원거리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보건의료 담당자들 훈련, 질병 창

궐에 한 역학  추 , 질병 진단  치료 지원과 같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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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지만 재는 선진국을 심으로 모바일 센서를 이용한 환경 

모니터링  personal health record 구축, context-aware mHealth의 

분야로 확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5명  4명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체 인구에서 어린연령 를 제외한 부분이 소유하고 있다 

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툴은 달 체계에 있

어서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 련한 이벤트

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시간 내에 정보 달  확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치, 카메라, 소리, 빛, 움직임, 자

기장, 가속도 등 사용자의 환경을 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어 각종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환경 모니터링 측정

이 가능하다. 

  스마트폰들이 공통 인 주제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은 규모의 측정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Yang et al., 

2012). 이러한 개념은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는 시티

즌 소싱(citizen sourcing)이라 불리는 정보 수집  확산의 방법으로 

리 보 된 바 있다(Boulos, Resch, Crowley, Reslin, Sohn, Burtner, 

Pike, Jezierski and Chuang,2011;Faggiani,Gregori,Lenzini,Mainardi 

and Vecchio, 2012; Kim, Robson, Zimmerman, Pierce and 

Haber,2011; Konomi,Sasao, Ohno and Shoji,2013). 크라우드 소싱 시

스템은 기존에 시행되던 자료 수집 방법들보다 값싼 비용으로 시공

간 인 측면에서 더욱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

다.(Stevens, D’Hondt., 2010) 정해진 연구 상이 아닌 참여자를 통

해 얻은 정보가 정확한지에 한 논의는 여 히 진행되어 왔지만, 

비 문가인 의 정보를 이용한 크라우드 소싱은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획기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Participatory Sensing  

Citizen Science라는 개념으로 확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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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표 인 환경문제 의 하나인 소음을 스마트폰

의 소리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크라우드 소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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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과 건강 

  소음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강한소리”로 소음진동규제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다. 도시환경의 주요 문제  하나로, 2012년 WHO 리포트에서는 

소음으로 향 받는 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 소음은 공기  물, 음식 문제에 비해 상 으로 인식이 

은 편이지만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음에 한 노출은 단지 신

경질을 유발하는(Passchier-Vermeer W, Passchier WF., 2000) 수

에서 그치지 않고, 심 계 질환을 증가시키며(Babisch et al., 

2005), 지속 인 소음노출은 고 압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 소음 노출수 에 따라 사람들에게서 불안 련 증상 

 우울 증상, 수면장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임병호 외., 2009) 

교통소음이 증가될 때마다 뇌졸  험이 평균 14%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다(Soerensen et al., 2011). 그러므로 

지속 인 소음모니터링은 소음 공해를 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

는 측면에서 아주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크기를 표로 구

성해 놓았다[그림16]. 사람은 보통 20dB부터 120dB까지의 소리에 노

출되며 40dB부터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고,  증가할수록 호흡, 

맥박수가 증가하게 된다. 60dB에서는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에

서는 정신집 력이 낮아지고, 말 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소

음크기가 커질수록 인체에도  나쁜 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소

음에 장기 으로 노출될수록 질환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국가에서

는 인체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소음을 규제하기 해 소음규

제기 을 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낮에는 50dB, 밤에는 

40dB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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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소음도의 인체 향(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3) 소음 측정  지도화

[그림 17]실시간 소음도(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66 -

  한국에서의 소음 모니터링은 소음측정망을 통해 이루어져왔고, 최

근 자동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자동측정망)을 사용하여 측정되기 시

작하 다. 소음수 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 하는 국가소

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의 경우는 9개월 의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고, 

환경소음수동측정망의 경우에는 1년 의 데이터를 분기 단 로 조

회가 가능하다. 자동측정망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17]과 같이 실시

간 소음도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9곳의 자동측정망이 있고 

2015년 4월 17시의 평균 소음은 70dB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음계가 

설치된 곳이 한 지역의 소음을 표한다는 맹 이 존재한다.

  소음 공해를 시각화하는 방법의 하나로는 소음지도가 있다. 소음

지도는 일정지역을 상으로 측정 는 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

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3). 소음지도는 소음도를 

시각 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기능뿐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규모나 건강 향에 해서도 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다. 

소음지도 제작은 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자료를 측정  수집하

고, 소음지도 로그램을 통해 결과를 구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작을 해서 연구자들은 지역을 일정한 크기로 나 어 소음계측

기를 설치하고(장서일,2009), 도로교통소음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박

형규,2013;Chang,2011)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서 소음지도는 재 2007년 서울특별시 등포구와 충청북도 충주

시두 지역만 확인가능하다[그림18]. 

3) 지도  작 방법 [환경 고시 2010-72호, 20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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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07년 소음지도

(좌:서울특별시 등포구 우:충청북도 충주시)

[그림 19]서울의 구별 주간 도로교통 소음노출인구

(출처:국립환경과학원“도시별 도로교통 소음노출인구 산정”)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2011년까지 2년간의 소음을 분석

하여 서울시 소음노출인구 구별지도를 작성하 다[그림19]. 해당연구

는 소음지도 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음노출인구를 측한 것으로 거

주지 층별 소음지도를 3차원으로 구 하 다. 구별 야간소음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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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환경기 을 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비율이 20%이상인 곳이 

25개 구  22구에 해당하 다. 이러한 소음 노출은 수면장애를 

래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만성 인 소음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소음

원을 분석, 해당 정보를 노출된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context 

awareness)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시 

소음지도 작성을 한 작업을 수행 에 있고, 2016년까지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단계 으로 지원할 정에 있다.  

  선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는 내재된 소리센서가 있다. 이를 

통해 소음공해지도를 만들고자 한 시도는 랑스, 독일, 국 등에

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으로 랑스의 소니컴퓨터 과학연구소

는 Noisetube라는 어 리 이션을 통해  세계의 소음수 을 구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로젝트 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스로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노출된 지역에서의 소음

수 을 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자

의 참여만 있다면, 별도의 인력과 장비 없이도 실시간으로 소음정보

를 악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된 소음정보를 통

해 소음원에 한 근본 인 조치가 가능하다. [그림 20]은 Noisetube 

로젝트에서 한국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총 4군데의 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최근은 9개월 에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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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NoiseTube 로젝트에서의 한국 부분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얻은 소음 데이터가 신뢰성 있느

냐에 한 의견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고 2010년 이후 실제로 

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3년 한국의 마혜란은 아이폰 기반의 어

리 이션 39개와 소음계와 비교하 는데, 총 10개의 어 리 이션이 

합하다고 설명하 고, 2014년 Kardous는 아이폰 기반 어 리 이

션 130개와 안드로이드기반 어 리 이션 62개 비교를 통해 일정 

구간에서 사용하기에 합하다고 언 하 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에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을 도입하면 사회 으로 매우 

유용한 환경 모니터링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자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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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소리  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 별/주간야간별 소음지도를 구 하고, 향후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 센서데이터 활용  건강과의 연결가능성을 논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문리서치회사인 갤

럽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20 부터 40 까지의 남녀를 모집하 다. 총 336명의 연구참여

자들은 어 리 이션을 설치한 후, 연구에 한 설명을 확인, 연구

동의여부에 응답하고 조사에 응하 다. 조사는 3월 11일부터 일주일

간이지만, 어 리 이션이나 스마트폰 기기상의 오류로 재시작한 경

우를 포함하여 최종 으로 3월 21일까지 연장되었다. 어 리 이션

을 설치하면 처음 본인의 사회인구학  정보에 해 응답하게 되고, 

일주일동안의 센서 정보를 어 리 이션 내에 장하여 조사 종료 

후 일을 지정된 서버로 발송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의 소음데이터는 일주일동안 10분에 한 번씩 순간 값

이 어 리 이션에 장되며, 연구 설계 로라면 1인당 총1,008개(6

번*24시간*7일)의 치에 따른 소음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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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기존 소음 측정과 재 방법과의 비교

  기존 소음의 측정은 소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소음계는 기록

기와 함께 측정에 쓰인다[그림21]. 측정 시에는 바람으로 인한 향

을 방지하기 하여 방풍망을 설치하고, 치 고정을 한 삼각 를 

설치, 표 음 발생기를 통하여 소음계의 측정감도를 교정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4)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폰 

센서를 통하여 소음을 측정하 으며, 연구참여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 으므로, 기존의 소음측정기와 같은 측

정 환경을 유지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하는 소음은 dBA(A-weighted Decibel,청감 

보정 데시벨,A가  등가 벨)로 소리에 하여 인간의 청각에 가깝

게 벨을 표 하기 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주 수 역(20 Hz

∼20 kHz)에 하여 각 주 수별로 당한 가 치를 주어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은 그 순간에 노출

된 값이므로 정확한 값을 순간별로 나타내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4) 환경부 고시 제2003 - 221호(2003.12.31)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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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센서 주기와 상자의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시간을 기  

단 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치정보는 도와 경도의 두 가

지 수치로 표 되고, 성 신호의 세기에 따라 GPS나 WPS 센서를 

통해 악하게 된다. 소음 지도는 소음 노출에 한 정보를 한 에 

보기 쉽게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하므로 지도에 수치 신 범

에 따른 색으로 표 하고자 한다. 

  소음지도에 색을 통해 나타낼 소음값에 한 기 은 국가소음정

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따른 소음도의 인체 향부분에서 일

부 선택하여 5가지로 재분류하 다<표 13>.

범 기

x<35 WHO 침실기

35=<x<50 환경기 설정선

50=<x<60 수면장애시작

60=<x<70 정신집 력 하, 말  수축

70=<x 청력장애시작

<표 13> 소음지도 구  이블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크라우드 소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므로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변수로 사용

하지 않았다. 한 3일 이하의 소음값을 가지는 연구참여자의 데이

터  측정 오류로 인한 아웃라이어를 체하지 않고 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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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어 리 이션은 조사기간인 일주일 동안 매 10분에 한 번 측정되

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연구 설계 로라면 총 338,688개의 측정데이

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데이터의 수는 그보다 

었고, 동일한 값이 복되어 나오거나 소음값이나 치값이 없는 경

우도 존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에서 조사기간  스

마트폰을 꺼놓거나 어 리 이션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3일 이하

(432개)로 측정된 참여자는 제외하 다. 조사기간인 3월 11일부터 21

일까지 수집된 소리데이터 에서 서울지역만을 상으로 한정한 

결과, 연구참여자 체 336명 33명을 제외한 303명의 총 249,173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림 22]는 날짜  시간에 따른 소음값

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소리센서를 통해 측정한 최소값은 6.02, 최

값은 90.31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스마트폰 센서로 측정

가능한 최  소리값은 약90.31이므로 실제 노출정도는 더 클 가능성

이 있다. 이번 에서는 크라우드 소싱 개념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개인을 통해 얻어진 소리값을 통해 소음지도를 구 하고 이를 

통한 보건학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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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날짜 시간에 따른 소음 분포값

  조사기간 체의 모든 소음 값을 날짜  시간에 따라 구분

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x축은 날짜, y축은 시간을 나타내

며 변수의 색은 소음의 평균값으로 표시하 다. 수면시간으로 

추정되는 2∼6시까지의 시간에는 비교  소음수 이 낮고, 14∼

18시와 같은 오후시간 에는 평균소음이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일요일이었던 17일에는 다른 평일에 비해 낮은 소음 수 이 9

시까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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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체 참여자의 치에 따른 소음값

  체 참여자들의 치에 따른 소음 값을 날짜/시간 구분 없이 서

울시 지도에 표시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서울시 지도 에 표

시된 들은 각 참여자들의 치에 따른 소음값을 나타낸다. 본 연

구와 련한 조사참여자 모집을 표성 있게 구성하지 못했지만, 그

들이 움직인 이동 역은 비교  서울시 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

다. 모든 지 에서의 소음값을 얻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에,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측정되지 않은 공간을 측하고자 하

다. 내삽하는데 사용한 방법은 IDW방법(역거리 가 법, Inverse 

Distance Weighted Method)으로 가까이 있는 값에 더 큰 가 치를 

주고, 거리가 멀수록 가 치는 낮아지게 되며 주로 기상 측  환

경모니터링( 기오염  온도 분포) 분야에 많이 쓰인다. 다른 내삽 

방법인 크리깅(Kriging) 은 체 인 경향을 악하기에 유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음값의 치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기 때문에 

IDW를 사용하 다. 내삽에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 76 -

 


  






  





      (Bartier, P, 1996)

1) 주간/야간 소음지도

  

  조사기간 체의 소리값  서울시에 해당하는 측정치를 주 (월

∼ )과 주말(토∼일)로 나 고 주간시간(06:00∼22:00)  야간시간

(22:00∼06:00)으로 구분하여 [그림 24∼27]과 같이 시각화하 다. 

주요생활시간 인 주간에는 시끄러운 소음의 노출범 가 큰 반면, 

수면 활동이나 주로 정 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야간시간 에는, 소

음이 WHO침실기 인 35dBA주변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서 구, 양천구와 같은 일부지역은 장기 노출될 경우 수면 장

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음수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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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주 주간 소음지도

[그림 25]주말 주간 소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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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주 야간 소음지도

[그림 27]주말 야간 소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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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월∼ )과 주말(토∼일)에는 활동시간  활동내용이 상이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음 발생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요일로

만 구분한 주 과 주말 소음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

로 나 어보면 평일과 휴일 소음 분포가 차이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은 주 /주말 오  9시의 소음분포 평균값

의 추이를 나타낸다. 통근/통학 등의 인구이동이 시작되는 평일의 

오 과 휴일 오 의 소음 발생 정도는 약 10dB정도 차이가 나타난

다[그림28]. 

[그림 28]주 /주말 평균 소음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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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실외 추정 소음지도

GPS/08시 WPS/08시

GPS/20시 WPS/20시

[그림 29]실내/실외 추정 소음지도

  본 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치 자료를 통해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소음지도를 그려보고자 하 다. 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

면, 하루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0.0 시간으로 나타났다.5) 

해마다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내 공기의 질과 

노출 소음에 해서는 심정도가 낮다. 실외와 실내의 소음은 발생

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 책을 다르게 용할 수 

5) 립환경과학원(2010)“주거 공간별 실내공기질 리 방안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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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내에서 지속 인 소음에 노출될 경우, 감 기계를 설치하

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다른 근을 할 수 있다. 실내와 실외

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로 환경 련 노출평가연구에서 시도되고 있

는데, 성번호와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추정한다(김태헌,2011). 본 

연구에서는 치정보에서 GPS와 WPS를 구분하여 략 으로 추정

하고자 하 다. GPS는 성 신호이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고 회  

 반사가 잘 되지 않고, 성이 3개 이상이 잡 야 경 도를 악

할 수 있기 때문에 GPS의 치 값은 실외로, WPS는 실내로 가정하

다. 체 치 데이터에서 WPS데이터의 수는 GPS데이터보다 3.56

배 정도 많았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WPS만을 포함

한 소음지도가 더욱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림 29]는 오 8시와 오후8시의 실내/실외를 추정한 소음지도이다. 오

8시의 경우 국지 으로 소음수 이 높은 실외와 달리 실내는 서

울시 체 으로 소음이 높았다. 활동시간 인 녁 8시의 경우에는 

실내와 실외의 소음지도의 양상이 비슷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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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물리 인 환경은 인간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산업이 발달할수록 모니터링 해야 할 환경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에서 소음은 산업장 환경이나 층간 소음 련사고 등으로 많

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소음 문제에 한 인

식이 없었고, 그에 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 소음에 

한 책은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리의 를 막거

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을 막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 이다. 소음의 발생원은 항공기, 철도, 자동차, 

기차, 공장 등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활 소음을 집 하여 보고자 

한다. 생활소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인구가 집되어 있을수록 상

업시설이 많을수록 소음 배출원이 증가한다. 소음이라고 느끼는 정

도는 개인의 심리와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인체 향을 

일 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음은 고 압과 심 계 

질환의 발생에 향을 미치며, 수면장애와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소음의 향이나 분포 정도를 악하기 

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소음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직 

련 기 이 없고, 이에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소음은 

주로 직업성 질환과 련하여 연구되어 왔고, 최근 층간소음 문제 

 교통 소음과 련하여 감 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장 소음의 경우, 산업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생활소음의 경우 모든 공간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것

은 물리 으로나 비용 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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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도로교통 소음노출인구 산정 연구

본 연구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음지도작성 연구

연구자료

 방법

□ 도로교통소음원, 지형, 건

물 정보, 도로, 교통량 통계

를 모델화 한 후 측함

□ 스마트폰 소리센서를 활용하여 

계측함

장

□ 3차원 소음지도 구축

□ 다양한 통계 활용

□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를 

지표화 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

□ 정부에서 감 책을 수행

할 장소의 우선순 를 정할 

수 있음

□ 재의 소음 정보 획득 가능

□ 고정된 장소가 아닌, 실제 움직

인 장소의 소리값 측정

□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이 일정 

주기마다 스스로 기록

□ ‘서비스화’되면 시민이 원하

는 곳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다양한 환경 분야의 모니터링

에도 활용가능

단

□ 활용하는 통계작성시 이 

상이함. 통계정보를 토 로 

과거의 값을 산정하게 됨

□ 시간이 소요됨

□ 소음에 있어 ‘지형’을 고려

하지 못함

□ 스마트폰 치에 따른 측정오

차를 고려하지 못함

<표 14>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

  <표 14>는 서론에 언 하 던 국립환경과학원의 도로교통 소음노

출인구 산정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에 해 정리한 표이다. 기존

의 연구는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하거나 소규모 측정연구

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이미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마이크 

센서를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내가 속한 공간의 소음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모니터링

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시작되었다. 일주일동

안 매10분에 한 번씩 측정한 소리 값은 주간/야간으로 구분되어 소

음지도 구축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소음지도는 문가

가 아닌 일반인들이 본인 치의 소음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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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고 간단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재 확인할 수 있는 소음

정보시스템의 소음지도는 2곳만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자동측정망 9곳이었다. 본 연구로 구축한 

소음지도는 비록 309명의 사람들의 스마트폰 소리센서를 통해 구

하 지만, 서울시 반에 걸쳐 소음수 을 색을 통하여 쉽게 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소음지도의 장 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 , 많은 정

보를 지도를 통해 한 에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소음

정보시스템에서는 최소 6개월 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통계

를 활용한 연구는 과거의 노출정도만 악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스

마트폰의 소리 센서는 비교  바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

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보 제공의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

했지만, 시민들의 데이터가 안 하게 송되어 의미 있는 정보로 제

공할 수 있다면, 실시간 소음지도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보를 보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본인의 선택으로 추가 인 개인 정보(연령/

주로 머무는 공간)를 제공한다면, 맞춤형 환경 정보를 피드백으로 

제공해  수 있다. 만약 크라우드소싱의 개념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효과 인 데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자료는 데이터 수집 수가 많고 방법이 용

이해야 활용 데이터가 보다 정확해 질 것이며, 이는 소수의 노력으

로 발 시킬 수 없다.  

  소음지도는 소음값을 지도 에 구 한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

지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한다면 보다 효과 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를 들어 자동차도로, 인구 도,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의 

크기 등과 결합하여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소음 자체를 험요소

로 고려하여 행복도, 다른 건강결과와도 연 계를 볼 수 있는 가

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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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소음지도는 재 정부가 주도한 측정값을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환경측정망을 모든 장소에 설

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센서는 실 인 안이 될 수 

있다. 재 국가가 운 하고 있는 소음정보시스템에 스마트폰을 통

한 측정 정보를 올려두고, 시민이 스스로 지도에 장소를 표시해서 

정부와 소통한다면, 보다 극 인 소음 감 책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스마트폰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재의 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차상의 간편함이 큰 장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선결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소음계의 정확성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에 어 리 이션을 설치하고 내재되어 있는 마이크로폰 센서의 값

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측정하고자 하 다. 최근 몇 연구에서 스마트

폰을 통한 소음측정이 비교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만, 어 리 이션 설계 당시에 실제 소음계와 비교를 통하여 정확

성을 확인하지 못하 다. 두 번째, 소음 측정환경을 동일하게 구성

하지 못하 다. 소음은 바람과 진동에 많은 향을 받기 때문에 소

음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풍속과 진동을 먼  제어한 상태

에서 측정을 하고 향후 측정값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통한 인구보건학  활용가능성을 

보는 것이 목 이고, 사용자의 일상을 최 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

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치나 높이에 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 스

마트폰을 주로 두는 장소는 주머니 안, 탁자 , 가방 속과 같이 다

양한데 향후 연구에서는 가속도나 력 센서 값을 통해 스마트폰의 

치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측정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소음 측정에 신뢰 수 을 높이기 해서 향후 패 을 모집하

고, 그들을 상으로 정확성이 높은 추가 기기를 스마트폰에 장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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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음은 지형의 높고 낮음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높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설계단계에서는 고도 측정을 

고려하 으나, 실제로 어 리 이션에 기록된 값들은 부분 null값

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확한 소음지도 제작을 해서는 지형을 악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조사를 해 모집한 집단으로 서울시 체 

인구를 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된 

어 리 이션의 배포  시범조사에 있어 모집 상을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자로 제한하 다.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의 

93.4%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6), 스마트폰 사용자간에 특성

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추가 연구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한 연구참여자들은 20∼40 의 

비교  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장소에 더 많이 방문하여 

소음에 더 많이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집된 곳에서

는 소음의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볼 때, 일부 장소

에서의 소음 값은 실제보다 과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 향후 환경

모니터링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상시 으로 스마트폰

을 통한 소음측정에 참여할 패 의 존재가 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원하지 않는 정보유출(data leakage)을 조심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 리

이션을 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러나 일정 순간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어 리

이션 실행 단을 통한 조사포기를 해야 했다. 스마트폰에 장되는 

6)연합뉴스(2014.01.21.)“한  계 1  안드로 드 공화 …93.4%가 사용“

http://www.yonhapnews.co.kr/it/2014/01/19/2405000000AKR201401190577000

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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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은 매우 개인 인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에

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크라우드 소싱의 개념으로 스마트

폰에 내재된 소리센서를 활용하여 환경모니터링의 가능성을 확인한  

규모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다양한 시도

를 통해서 향후 온도  공기의 질과 같은 다른 환경 문제에도 유

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더불어 본인이 노출

된 소음을 어 리 이션이 쉬운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알려 다면 personal health record의 측면에서 굉장히 

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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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시사

  1. 요약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

폰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휴 한다는 제하에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일상에 매우 하게 여되고 있다는 사실

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가 사용자의 생활환경을 알려

 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

구학자들에게 열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상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49세의 남녀 

총 336명으로 수집된 연구 자료는 사회인구학 특성이 포함된 설문 

 일주일간의 스마트폰 센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자료

를 활용하여 세 가지 주제로 스마트폰 센서의 여러 가능성을 보았

다. 개인 단 로는 일주일간의 치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상자의 

거주지를 악하고, 생활 역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 다. 집단단

의 가능성을 보기 해서는 체 연구 상자의 센서 값을 통해 

서울시의 환경지도를 구 하 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거주지를 악하고자 하 다. 인구집단이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는 

인구학뿐 아니라 보건학에서도 굉장히 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건

강수 과 노출환경에 향을 미친다. 기존의 거주지 정보는 표

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나 주민등록통계 등

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본인응답이나 조사자의 방문조사를 통한 설문으로 이루어지고, 주민

등록통계는 거주지변경과 련한 신고를 통해 변경된다. 인구주택총

조사는 방문을 통해 조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야 하는 불편함과 

조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로 조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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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거주지를 악해

내고 실제 사람들이 응답한 답변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

인하고자 하 다. 체 참여자  주소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287명의 치정보를 지도 에 구 하고 두 번의 커

도분석을 통하여 거주지를 추정하 다.  그 결과 도가 90%인 등

고선 내부에 포함될 확률이 93.7% 고, 심 으로부터 응답한 주소

지와의 거리는 40.8m정도 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이 아닌 공간이었으므로 추정한 공간의 심 과 응답주

소지와의 거리 40m는 비교  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자의 치센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론을 

고안한다면 통근  통학 거리와 같은 다른 컨텍스트 악도 가능

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일상 인 생활 역을 

악하고자 하 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거주지와 함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물리 인 환경이다. 지 까지의 생활 역은 

생활권의 개념으로 주로 사람들이 응답가능한 거주지가 소속된 행

정구역이 표 으로 거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 역은 조

사기간인 1주일 동안 연구참여자가 이동한 모든 역 체의 심

에서 1표 편차 안에 속하는 구간으로 정의하 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일주일간 평균 생활 역은 297.34km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활 역의 타원의 형태로 모양은 다양하지

만, 이를 반지름이 일정한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9.73km의 반경에

서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행정구역과 동일시 

되어왔던 생활 역이 사회인구학  특성별로 크기가 다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설문을 통해 응답했던 행정구역과는 상이한 장소에

서 생활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 역을 보다 정확

하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당연히 행정구역으로만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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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커뮤니티 연구를 다른 시각으로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있다. 통신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생활권이 넓어지고, 인구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생활을 보다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로 연령별로의 생활 역이 보다 다양

하며, 여러 특성에 따라 크기가 변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변수가 다양하지 못하여 생활 역과 건강과의 상

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는 이와 련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집단 단 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의 소음지도를 구 하고자 하 다. 스마트폰

을 통한 환경모니터링은 시티즌 소싱이나 크라우드 소싱의 사회  

활용의 개념으로 두되고 있다. 최근 사람들의 환경에 한 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마이크로폰 센서가 

비교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단아래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간의 사람들의 치센서와 소리센서를 결합하여 서울시의 주간/야간 

 주 /주말별 소음지도를 구 하고자 하 다. 재 한국의 소음정

보는 6개월 이 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센서를 활

용한다면, 향후에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소음 값을 제공하

고, 알고 싶은 치의 소음 정도를 확인할 가능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단 의 환경노출 센서 확인을 목 으로 하 지만, 

향후 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통한 노출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자

료 역시 mPHR측면에서 굉장히 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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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사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스마트폰이 인구보건학 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 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기본 인 

편익 외에도 내재된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 그 활용가치가 높

다. 한국은 스마트폰 소지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항상 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노출된 환경을 사용자의 컨텍스트

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센서 값을 통해 

사용자의 거주지, 생활 역, 노출환경(소음)을 추정하고자 하 고, 그 

결과와 향후 활용가능성에 해 논하 다.

  본 논문에서 극복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연구 자료는 설문 자료와 센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설문 

자료에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지 못했다. 건강 련 변수에는 키, 몸

무게 , 스트 스 척도  활동제한, 식습 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분석결과 조사 상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

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연령이 20 부터 40 로 비교  기 때

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언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두 번째,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센서데이터의 경우 치정보는 

매 5분에 한 번, 움직임  환경 정보는 매 10분에 한 번 수집이 되

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확한 주기(매 5분/매 10분)별로 측정된 

경우가 많지 않아 데이터 분석 시에 어려움이 존재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짧은 주기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클리닝에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짧은 주기

의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어 리

이션 자체의 오류일 수 있고, 어 리 이션이 설치되는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마다의 수명과 사용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주기 오류에 해 자세하게 

찰하지 않았지만, 어 리 이션의 성능이 개개인이 가진 스마트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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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자료 상자 모집에 있어서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20 부터 40 까지의 남녀이

며, 문리서치회사인 ㈜갤럽을 통해 모집하 다. 서울시를 표하

는 샘 을 얻고 싶었으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연구 내용에 동의하

는 참여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갤럽의 모

바일 패 에 더하여 신규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 고, 간탈락자를 

비한 조사참여자도 충원하 다. 기존에 모바일 패 로 활동하 던 

응답자들의 경우, 새롭게 모집한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조사에 끝까

지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고 참여에 보다 극 일 가능성이 존재한

다. 연구의 방법은 어 리 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설문에 응

답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비교  

동일한 것으로 맞추고자 ‘안드로이드’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진 연

구참여자를 선정하 다. 안드로이드폰은 2014년 한국인구의 93.4%가 

사용하고 있고, 연구를 한 어 리 이션을 설치하는 것에도 아이

폰 기반의 앱스토어보다 빠르고 쉬워 연구에 활용하기에 합하

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사용자와 아이폰 사용자간의 특성차이가 존

재하여 연구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헌을 고찰

한 결과, 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 두 집단의 차이보다는 구

매 성향7)이나 이용행태8)의 차이를 설명하 고, 인구통계학  변수

가 고려되지 않았다. 문헌에 의하면 안드로이드는 iOS에 비해 사용

하기가 보다 쉬워 장년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iOS는 

그래픽의 팬시함으로 은 층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 

한 연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유율을 지도에 표시

하여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빈부 지역과 계층이 나 어진다고 설명

7) 엄명용 (2014). "운 체제 차이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자 성향." 디지털융복합연

구 12(9): 93-99.

8) 하형석 (2014). “안드로이드와 iOS 이용자 비교” KISDI STAT Report: 13-19. 



- 95 -

하 지만, 연구의 방법과 해석이 의미 없다는 비 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과정의 진행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상

으로 하 지만, 향후 다양한 운 체계를 가진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수행한다면 조사 상의 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센서는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개인의 컨텍스트를 알게 

해 다. 특히 치정보는 개인이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 수 있

기 때문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은 길 찾

기 등의 목 이나 어 리 이션을 통한 서비스 등의 편익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설문정보와 스마트폰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정보를 수집하 고, 

그에 한 보상으로 연구종료 후 연구 참여에 한 수당을 지 하

다. 인 보상은 연구 참여율을 높이는 정 인 기능을 하지

만, 참여기간동안 수행되는 조사의 질(quality)과는 상 없이 종료만 

달성하면 된다는 부정 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의 의미 있는 자료를 수합하기 해서는 자료의 정확성

을 얻게 되는 통계기  말고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얻게 될 편익에 해 먼  고민해야 한다. 만약 제공하는 정보의 가

치보다 편익의 크기가 작다면 지속 인 연구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향후, 그리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을 통해 거주지나 생

활 역의 악이 폰 자체에서 가능해진다면, 사용자들은 본인의 모

든 센서 정보를 보내지 않고도 의미 있는 정보를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환경정보와 같이 치정보가 필수인 경우, 정보를 제

공하는 본인들이 정보공개단계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제공한 정보

가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차트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서 제공된다

면 사생활 련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악하고, 이에 

따른 효용을 얻기 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패 을 통한 꾸

한 참여가 필수 이다. 특히 센서스나 환경정보의 경우, 정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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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해주는 사람이 존재해야 자료의 표성이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해외패  사례는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3년부터 Dutch Mobile Mobility Panel (DMMP)라는 이

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인구이동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 다. 일

럿 스터디인 이 연구는 1년에 한 번씩 500명을 상으로 3년간 수

행되고 있으며 2015년 재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네덜란드

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사기업들도 모바일 조사수

행을 통해 련 정보를 매하기 시작하 다. 사생활 이슈  조사 

설계에 해 충분히 검토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스마트폰을 활

용한 패 을 구축하고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센서를 통한 컨텍스트 악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설문으로 악

하지 못했던 무수한 정보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센서를 통

한 정보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보다 거리나 역의 측정, 동

작의 악에 있어서 보다 정확할 수 있다. 거주지와 생활 역 외에 

통근, 통학과 같은 이동 패턴은 치센서를 통해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치센서와 소리센서 외에도 카메라, 가속

도, 력 센서 등을 활용한다면, 시각자료 구분  움직임과 같은 

개인단 의 행동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본인응답으로만 

구성되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가 산의 기본이 되는 

센서스의 보완 자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치센서를 통해 측

정한 개인의 생활 역과 소리센서를 통해 측정되었던 평균 소음 정

도를 결합한다면  하나의 의미 있는 특성을 악할 수 있다. 특성 

악은 보건분야에서 재 의료정보(MHR)만큼이나 요하게 여겨지

는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차원에서 굉장히 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걸음걸이나 식습 과 같은 건강정보나 개인이 생활

하는 환경은 건강에 단기 ,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지만, 건

강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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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구의 주거, 이동의 특성에 해 탐구하는 인구학에서 

새로운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mHealth(mobile 

Health)로 표되는  분야  <Context-aware mHealth>에 용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센서데이터의 보

건학  활용가능성에 한 개념을 설명한 Clarke(2015)의 연구9)에서 

나아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가능성을 구 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집 한 장소  소리 센서 외에 스마트폰

에 내재된 가속도, 력, 빛 센서 등을 활용한다면 인구집단의 컨텍

스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9) Clarke, A. and R. Steele (2015). "Smartphone‐based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s: Anonymity, privacy and intervent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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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연구참여자 일부의 3차원 Kernel Density와 Contou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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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smartphone sensor 

data to infer demographic and 

public health implications

Eunyoung Sh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ivision of Health Demograph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almost 

every segment of our daily lives. In particular, smartphones have 

enabled us substitute personal computers making the physical 

boundary and distance meaningless. The smartphone penetration 

rate has reached over 90%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Further, it i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grows enormously in developing countries. Of note is that most 

smartphone owners use this gadget more than two hours a day on 

average and a smartphone has become the nearest thing to them. 

Smartphones provide various daily services employing data 

monitored through a number of sensors, and the geographic sensor 

data are the mostly widely utilized information. The fact that a 

remarkable number of people use smartphones in thei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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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suggest a 

very important demographic implication. Because demography is a 

discipline about the number and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t studies people’s residence and mobility, geographic information 

is a crucial element. Thus, the geographic information monitored 

by smartphones may be utilized as a valuable data source to 

demographers. In addition, smartphone sensor information may be 

utilized as a tool to monitor user’s daily life contexts, which 

suggests important public health implications. Public health has paid 

attention to the personal health record (PHR) over to the medical 

health record (MHR), and PHR can be usefully accumulated and 

analyzed by smartphones. Thus, new knowledge on individual and 

population may be revealed through data monitored by various 

smartphone sensors: knowledge that never was possible through 

conventional data sources like social surveys and/or registration 

records.  

The current thesis is the first exploratory study on how 

smartphone sensor information can be used in demography and 

public health and on what new knowledge can be generated. 

Various methodological trials, which have rarely been applied in 

demography and public health before, were attempted in this 

study. Therefor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o utilize smartphone sensor data in generating new knowledge 

through methods have rarely been utilized in demography and 

public health. 

Data jointly collected by Samsung Electronics Company, Korea 

Statistic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employed in this study. 

The dataset includes geographic and sound sensor information 

monitored for seven days by 336 adult (aged 20 to 29)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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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residing in Seoul. Basic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ose 

users were also included in the dataset. Sensor information was 

monitored through an application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is 

study, and the entir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was controlled by Statistics Korea to enha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s thesis comprise three sub-studies. The first study is to 

suggest and verify a method to discern usual places that a 

smartphone user spend most of their lives (e.g., home or work 

place). Users’ GPS or WPS information was used to estimate the 

geographic probability density and the sweet-spot of the density 

was compared with addresses of home and work pla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I found that 93.7% of study subjects’ homes, 

whose home address was provided, were located within 90% o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lthough it was at an exploratory 

level, this result suggested a possibility that a smartphone can be 

used for discerning one’s residence, the basic information in 

demography, without going through conventional collection 

processes such as census.    

The second study is to recognize one’s life boundary using a 

week of geographic information collected by smartphones. The life 

boundary, along with residence, has known to be a very important 

environment where one’s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take place. 

To date, administrative boundaries have been used in most 

demographic and public health research as a proxy measure of life 

boundary. I calculated the life boundary using the standard distance 

ellipse method, and estimated once actual life boundary by applying 

one standard deviation from the center of ellipse.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of study subjects took place within an 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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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4 km2 on average. This study suggested that smartphones can 

be a useful tool to estimate one’s real life boundary. I was also 

able to show how a study can be misled if an administrative 

boundary is considered to be the substitute of actual life boundary. 

The third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noise map of Seoul 

utilizing continuously monitored smartphone sound sensor 

information. I tried to develop noise maps for day time, night time, 

week days, and weekends. This study showed that smartphone 

sound sensor data could be a useful source to monitor the ambient 

noise level, and that once accumulated it would be a valuabl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This thesis is limited in that smartphone sensor information was 

not collected from the representative sample of entire Seoul 

residents. Further, it was not able to discover which, to what 

extent, and how smartphone sensor data were associated with 

various elements of public health or demographic interest such as 

health status and behaviors. 

Despite these and other limitations, the exploratory studies 

presented in this thesis suggested smartphones could be a useful 

data source in public health and demography for new knowledge 

and methodology development.     

Keywords: smart census, smartphone sensor, usual place, life 

boundary, noise map, m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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