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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기기 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기 내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으

며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기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기의 위치와 이동 상태 및 실내/실외를 

실시간으로 분류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위치 분류기는 기기 내 센서 데이터를 주 요인으로 사

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먼저 가속도 및 자이로스

코프 정보를 활용하여 기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를 분류한다. 또

한 기기가 손에 있는 상태와 주머니나 가방과 같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를 분류하는 모형을 통해 나머지 상태를 분류한다. 

이동 분류기의 경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하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분류한다. 기기 내 가속도 센서를 주요한 학습 

요인으로 사용하며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

고 이동 여부를 분류한다. 

실내/실외 분류기는 스마트폰이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를 

분류한다.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조도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

지는데, 실외의 경우 낮과 밤에 따라 자연광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성

능 향상을 위해 낮 전용 분류기와 밤 전용 분류기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자체 제작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실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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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기기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

법을 평가하였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 분류의 경

우 0.88, 이동 상태 분류의 경우 0.86, 실내/실외 분류의 경우 0.88의 

정확도를 얻었다. 

 

주요어 : 사용자 상황 인식, 스마트폰 데이터, 스마트폰 상태 분류, 
기계학습, 기기 내 데이터 분석 
학   번 : 2014 - 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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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스마트폰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또

한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기기 내에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

으며 이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

어 기기에 탑재된 조도 센서는 주변의 조명의 밝기를 측정하여 스크

린 조명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과거의 휴대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정보를 얻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스마트폰 내 센서를 통

해 기기의 x, y, z축의 기울기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으나 실제로 사

용자 관점에서 기기의 위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

를 가공하여 한 차원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집 가능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상황을 실시간으

로 예측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 형태와 특성이 상이하다. 스마트폰 설정 정보, 설치된 어

플리케이션 정보, 통화 기록, 네트워크 정보 등이 이러한 데이터에 해

당된다. 또한 가속도 센서, 근접 센서, 조도 센서, 압력 센서 등과 같

은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각 센서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센서들은 실제로 스마트폰 내 많은 기능의 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 근접 센서의 경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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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한 뒤 스크린 On/Off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 상황 인식 연구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연구되

어 왔던 주제이다. 사용자 상황 인식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스마트 주

거 환경 구축, 재소자 관리, 환자의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응용할 수 있다[1]. 또한 단순한 물리적 행동 정보를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양한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인지를 도울 수 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분류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예측 대상은 스마트폰

의 위치, 이동 상태, 실내/실외 상태로서 기기 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분류기를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기기의 상태를 분

류한다.  

제시하는 스마트폰 상태 분류 기법은 각각의 예측 대상에 따라 

복수개의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를 예측함

으로써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분류 대상에 대해 좋은 

학습 요인을 밝혀내고 여러 개의 분류 모형을 비교한다. 또한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상태를 분류하여 사용자의 상

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짧은 시간 동안 수집하여 분류를 수

행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대상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기기의 상태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한다면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기의 다양한 기능에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기기의 상태를 인식하여 

기기의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자동으로 기기의 사용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는데, 마케팅 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한 알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기의 위치

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기가 손에 있는 상태를 인식한다면 이 때 

알림을 보내어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기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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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통해 마케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 

상태와 장소를 인식한다면 상황에 알맞은 광고를 담은 알림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기 상태 분류 연구들도 점점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에 이루어진 사용자 동작 인식 연

구들의 경우 실제로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2], [3]. 그러나 스마

트폰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사용하기 때문

에 기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한 연구들은 실용성이 높다. 최근에 스

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이나 기기의 상태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를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사용자의 하루 생활 패턴, 운동 정보 등을 기

록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계 학습을 이용

한 방법론이 많이 사용된다. 예측하려는 기기 상태를 다양한 환경에

서 모사하여 데이터를 얻은 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 모형

을 만들어 실제로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모형을 

스마트폰에 탑재한 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가

공하여 모형에 입력하게 되면 예측 결과를 얻게 된다.  

스마트폰 데이터를 모형 학습에 이용하여 기기의 위치를 분류하

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4]–[6]. 이러한 연구들은 스마트폰이 손에 있

는지, 바지 주머니에 있는지, 테이블 위에 있는지 등을 분류하였다. 

기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상태 및 종류(걷기, 뛰기, 앉

기, 자전거 타기)와 사용자의 위치(실내, 실외, 반실내)를 분류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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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응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

다[7]–[12]. 

위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기기의 3가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

류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는 기법을 제안하여 실제로 스마트폰

의 다양한 기능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기존 연구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분류 기법을 제

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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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 기기 상태 분류에 효과적인 가속도 데이

터, 자이로스코프 센서, 조도 센서 등의 각종 센서 데이터와 이어폰 

연결 상태, 화면 전환 상태 등의 스마트폰 설정 데이터, 그리고 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입력 데이터에 따라 도출되는 분류 모형을 학습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기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스마트폰 위치 분류기는 기기가 사용자의 손에 있는지, 테이블 

위에 있는지, 그 외 주머니와 같은 다른 곳에 있는지를 예측한다. 기

기를 통해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가공한 뒤, 먼저 기기가 테이블 위

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통해 결과를 얻는다. 이후에 테이블 분

류기의 결과 값이 거짓인 경우에 기기가 사용자의 손에 있는지를 예

측하는 모형을 통해 최종 분류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가지의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

로 3가지 클래스에 대한 분류 과정을 수행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위치 분류에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진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리엔테이션 센서 데이터와 그 외에 실험을 통

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요인으로 사용한다. 

이동 분류기의 경우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지니고 이동하고 있는

지 여부를 예측한다. 기기를 통해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결과를 얻는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동 분류에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진 가속도 센서를 

기본 요인으로 사용하며 실험에서 수집한 추가 데이터도 요인으로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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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외 분류기의 경우 스마트폰이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

는지 여부를 예측한다. 이 분류기의 경우 시간이 낮일 때와 밤일 때

의 실내, 실외에서 수집되는 조도 데이터의 특성이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외에 시간 데이터를 추

가적인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을 

기준으로 낮과 밤으로 나눈 뒤에 각각의 데이터 셋을 이용해 낮과 밤

에 사용하는 두 가지 모형을 학습한다. 따라서 분류 단계에서 입력 

값의 시간에 따라 두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를 진행하고 

결과를 얻게 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실내, 실외 예측에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진 조도, 자기장, 기지국 신호 데이터에 시간 데이터

와 장소 정확도 데이터 등을 추가적인 학습 요인으로 사용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연관된 배경 이론과 기존에 이루어진 연

구 내용을 정리하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용자 상황 

예측 기법을 서술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서술

하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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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배경 이론 
 

2.1.1.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는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이용하여 결

과를 예측하는 방법론이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수리적인 함수로 나타내며 이 함수를 이용해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형이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점이 선형 회귀 분석과 유사하지만, 선형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반면에 로지스틱 회

귀 분석은 범주형 데이터이므로 분류기라고 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는 예측 대상인 종속변수가 다항형인 경우에도 적

용될 수 있지만, 이진 분류 문제의 경우 데이터에 따른 종속 변수의 

값은 0 또는 1이며 각각의 범주로 분류될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학

습과 분류에 사용될 인스턴스는 n개의 독립 변수 집합인 

(𝑥#, 𝑥%, 𝑥&,⋯ , 𝑥()와 종속 변수인 y ∈ {0, 1}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예측 함수를 크기가 

n + 1인 회귀 계수 벡터 𝛽 = (𝛽4, 𝛽#, ⋯ , 𝛽()와 독립 변수 벡터 x =

𝑥0, 𝑥#, ⋯ , 𝑥( 을 통해 수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𝑓 x = 𝛽4𝑥4 + 𝛽#𝑥# + 𝛽%𝑥% + ⋯+ 𝛽(𝑥( = 𝛽 ∙ x, 𝑥4 = 1 (1) 

 

이항 로지스틱 회귀에서 로짓 변환을 선형 예측 함수에 적용하면 

수식 (2)와 같으며 종속 변수 x 가 클래스 1에 속할 확률 𝜋 =



 

15 

𝑃 y = 1	 	x) 는 최종적으로 수식 (3)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ln
𝜋

1 − 𝜋
= 𝛽4𝑥4 + 𝛽#𝑥# + 𝛽%𝑥% + ⋯+ 𝛽(𝑥( = 𝛽 ∙ x (2) 

 𝜋 =
𝑒>∙?

1 + 𝑒>∙?
 (3) 

 

주어진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형 예측 함수𝑓(x)

와 종속 변수가 1일 확률 𝜋의 관계는 로지스틱 함수이며 [그림 1]과 

같이 입력 값 (−∞, +∞)에 대해 (0, 1) 범위의 출력 값을 갖도록 한다.  

 

[그림 1]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 

이 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계수 β는 수식 (4)의 우도함수를 최

대화하는 최우추정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최대화하는 계수

를 닫힌 형태의 수식으로 바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사하강법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계수를 업데이트하여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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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 𝑌 𝑋 = 𝑃 y = yB xB

C

DE#

= 𝜋DFG(1 − 𝜋D)#HFG
C

DE#

 (4) 

 

2.1.2. 의사 결정 나무 

의사 결정 나무 기법은 주어진 대상의 입력 변수를 바탕으로 의

사 결정 규칙을 통해 결정 변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생성하는데 모형

이 나무 구조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사 결정 나무는 크게 분류 나무

(classification tree)와 회귀 나무(regression tree)로 나눌 수 있는데, 

결정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분류 나무가 사용되며 연속형인 경우 회

귀 나무가 사용된다.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의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모형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뿌리 노드로부터 모

형이 시작된다. 각각의 노드는 하나의 입력 변수에 대해 대응되며 가

지를 통해 자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데, 입력 변수의 값에 따라 대

응되는 가지를 통해 자녀 노드로 하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되어 잎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 예측 대상 클래스나 클래스의 확률 분

포를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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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사 결정 나무 분류 과정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CART, 

C4.5, ID3 등이 있으며 제안 모형에서는 C4.5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C4.5 알고리즘은 정보 획득량(information gain)를 최대로 하는 모형을 

학습하는데, 정보 획득량이 클수록 입력 변수에 대해 분류를 잘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스턴스들의 집합을 X , 분류 클래스들의 

집합을 C = {𝐶#,⋯ , 𝐶L} , 속성 A에 의해 분류된 인스턴스 집합을 𝑋D 

(i = 1⋯ , n) 라고 할 때, 수식 (5), (6)은 특정 속성(A)에 의한 정보 획

득량을 나타낸 것이다.  

 𝐸 𝑇 = −
𝑓𝑟𝑒𝑞 𝐶D, 𝑇

𝑇

L

DE#

log	(
𝑓𝑟𝑒𝑞 𝐶D, 𝑇

𝑇
) (5) 

 𝐼𝑛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	𝐺𝑎𝑖𝑛 𝐴 = E X −	
𝑋D
𝑋

(

DE#

𝐸(𝑋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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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공 신경망 

인공 신경망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두뇌의 신경망 활동

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기법이다. 인공 신경망 기법은 다른 선형 분류

기보다 복잡한 비선형 패턴까지 학습할 수 있으며, 입력 변수와 결정 

변수 사이 관계를 알기 어려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교적 좋

은 성능을 보인다. 

인공 신경망은 입력 계층(input layer), 은닉 계층(hidden layer), 출

력 계층(output layer)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계층은 인간의 신경망 

내 뉴런을 모사하는 다수의 노드(node)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실제 뉴런처럼 다양한 입력 신호를 받은 뒤 연산을 통해 출력 신호를 

내보낸다. 

 
 

[그림 3] 인공 신경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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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𝑋D는 i번째 노드가 j번째 노드로 전달하는 입력 값이

며 이를 처리하여 출력 값 𝑋 를 다음 계층으로 내보낸다. 입력 값이 

받아 처리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드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사

용하게 된다. i번째 노드과 j번째 노드 사이의 가중치를 𝑤D`라고 할 

때, 수식 (7)은 입력 값과 가중치의 합을 나타내며 수식 (8)은 j번째 

노드의 출력 값을 나타낸다. 

 𝑠 = 𝑤D`𝑋D

(

DE#

 (7) 

 𝑋 = 𝑓 𝑠 = 𝑓( 𝑤D`𝑋D

(

DE#

) (8) 

 

이 가중치의 합을 출력 값으로 변환시키는 함수 𝑓를 활성 함수라

고 하며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출력 계층의 노드가 은닉 계층으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

면 최종 결정 변수를 얻게 된다.  

인공 신경망은 선형 분류가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

도를 보이며 입력 변수와 결정 변수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 이를 모델

링 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학습 과정의 내부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블랙 박스 모형으로 여겨진다. 

 

2.1.4. 지지 벡터 기계 

지지 벡터 기계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두 클래스 간의 거리인 마

진(margin)을 최대화 하는 초평면을 통해 분류를 수행한다. 또한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 함수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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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 마진(soft margin) 지지 벡터 기계의 

경우 오류를 허용하여 일반적인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 n개의 데이터 집합 𝒟는 수식 (9)로 분류 클

래스 𝐶D는 수식 (10)으로 정의할 수 있다. ℝ은 실수 전체 집합, 𝑖번째 

데이터 (𝑥D, 𝑦D)의 𝑥D는 𝑝차원의 실수 벡터, 𝑦D는 𝑥D의 출력값을 나타낸

다. 

 𝒟 = 𝑥D, 𝑦D 	 	𝑥D ∈ ℝ
f
, 𝑦D ∈ −1,1

DE#,⋯,(
 (9) 

 𝑥D ∈ 𝐶#				𝑖𝑓		𝑦D = +1
𝑥D ∈ 𝐶%				𝑖𝑓		𝑦D = −1 (10) 

 

 𝑤 ∈ ℝ
f

, 𝑤4 ∈ ℝ에 대해 함수 g 𝑥 를 수식 (11)와 같이 정의하면 

2차원 벡터 𝑥D 에 대해서 초평면 𝑥 𝑔 𝑥 = +1 와 𝑥 𝑔 𝑥 = 0 , 

𝑔 𝑓 𝑥 = −1 을 [그림 4]로 나타낼 수 있다.  

 𝑔 𝑥 = 𝑤h𝑥 + 𝑤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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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차원 이진 분류 문제 

소프트 마진 지지 벡터 기계는 학습데이터의 오분류를 일부 허용

하되, 수식 (12)으로 표현되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w와 𝑤4를 구한다.  

 margin =
2
𝑤

 (12) 

 

이 최적화 문제를 이차 계획법 최소화 문제로 변경한 뒤에 대상

문제의 쌍대문제를 라그랑지안 승수법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통해 최

적해를 구한다. 자세한 도출 방법은 [13]를 참조한다.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𝑤∗, 𝑤4∗ 를 구하는 것을 지지 벡터 기계의 학습이라 한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여 얻어지는 𝑤∗, 𝑤4∗ 를 대입한 분류 함수 

수식 (13)를 사용하면 분류 대상 데이터에 대해 수식 (14)의 부호함수

를 이용하여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다. 𝑓(𝑥)를 계산하여 +1일 경우 

𝐶#, -1일 경우 𝐶%로 분류한다.  

 𝑔 𝑥 = 𝑤∗h𝑥 + 𝑤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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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𝑥) = sign(𝑔 𝑥 ) (14) 

 

  



 

23 

2.2. 관련 연구 
 

기기의 상태를 분류하는 연구들은 주로 기기의 사용자의 동작을 

인지 하는 연구들이 많으며 물리적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에는 피실험자의 보행 종류(앉기, 

서기, 걷기, 달리기)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들이 연구

되었다[14], [15]. 그 외에도 피실험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지 등의 행동을 센서를 

통해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16]–[22]. 위 연구에서 사용되는 센

서는 가속도 센서로서 이를 가슴, 팔, 허벅지, 엉덩이 등에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보행자가 걸을 때의 속도와 경사 정도를 가속

도 센서를 이용해 예측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23]. 스마트폰이 등장

한 이후에는 기기 내 가속도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주 요인으

로 사용해 사용자의 동작이나 이동 상태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나타났

다[24]–[28]. 또한 가속도 센서 외에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오리엔테이

션 센서 등의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들

도 이루어졌다[9]–[11].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

후 이루어졌다. 기기 내 마이크를 통해 수집되는 음성 데이터를 통해 

기기가 주머니에 있는 지를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 또한 기

기 내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기가 주머니에 있는지, 가방

에 있는지, 손에 있는 지 등을 분류하는 연구와 스마트폰을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지 예측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4], [5], [7], [11].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해 기기가 실내 혹은 실외에 있는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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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29]는 GPS 센서를 이용하였는데, 이 

분류 기법은 학습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8]은 조도, 자기장, 기지국 신호 데이터를 사용해 빛 기

반 탐지기, 기지국 신호 기반 탐지기, 자기장 기반 탐지기를 각각 학

습한 뒤 이를 조합하여 실내와 실외를 분류하였다. [30]은 위 데이터 

외에도 배터리 온도, 마이크 센서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실내와 실외

를 분류하였다. 

기존에 스마트폰의 위치를 분류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4]의 경우, 

하나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위치를 분류하였으나 제안 기법에서는 목

적에 따라 두 개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성능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한

다. 분류 대상인 기기의 위치가 3개 이상일 때 기존의 분류 기법을 

통해 기기의 위치를 예측하는 대신, 두 단계에 걸쳐서 기기의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기존의 기기의 실내/실외 분류 기법

[30]의 경우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류기의 입력 요인으로 

사용하였으나, 제안 기법에서는 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낮 전용 분류

기와 밤 전용 분류기를 학습하여 성능을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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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기법 
 

3.1. 스마트폰 위치 분류기 
 

스마트폰 위치 분류기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기를 학습

하는 단계와 분류기를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로 나뉜다.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해진 타임 윈도우(Time Duration, TD) 내 

연속적으로 수집된 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및 설정 데이터이다. TD내 

연속된 데이터들을 가공하면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어 분류기의 입력 

요인으로 사용되고 분류를 수행한다. 가능한 클래스는 3가지로 스마

트폰이 사용자에 손이 있는 것, 평평한 곳 위에 있는 것, 그 외의 다

른 곳에 있는 것이다. 먼저 테이블 분류기를 통해 스마트폰이 평평한 

곳 위에 있는지를 분류한다. 테이블 위로 분류된 경우 분류를 마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손 분류기를 통해 기기가 손 안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 지를 분류한다. [그림 5]는 기기 내 수집 데이터를 이용하

여 스마트폰의 위치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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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폰 위치 분류 과정 

 

3.1.1. 스마트폰 테이블 분류기 학습 

스마트폰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데이터 가운데 가장 영

향력 있는 요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속도 센서이다. 먼저 기기를 테

이블이나 평평한 곳에 놓은 경우 측정되는 가속도 데이터의 경우 x축, 

y축 가속도는 거의 0에 가까운 반면에 z축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 

9.8m/𝑠%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놓는 경

우엔 z축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음수 값인 -9.8m/𝑠%에 가깝게 측정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있을 때 몇몇 센서 데이터가 특

수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요인으로 사용하여 테이블 분류

기를 학습한 뒤, 기기가 가운데 테이블에 위에 있는 지를 선행적으로 

분류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분류기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와 자이로스

코프 센서 데이터를 요인으로 사용한 규칙 기반 분류기로서 기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분류하는 이진 분류기

이다. 아래 [표 1]은 규칙 기반 분류기에 요인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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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표 1] 스마트폰 데이터 기반 테이블 분류기의 입력 요인 

요인 이름 종류 설명 
acc{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가속도의 {X,Y,Z}축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accM 실수 TD 동안 수집된 가속도 벡터 크기의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gyro{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자이로스코프의 {X,Y,Z}축 최솟

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gyroM 실수 TD 동안 수집된 자이로스코프 벡터 크기의 최솟

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3.1.2.  스마트폰 손 분류기 학습 

기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

서 스마트폰 손 분류기를 학습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요인은 가속도 

센서 데이터처럼 기존 연구[4], [5]에서 사용된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조도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되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 수집된 오리엔

테이션 센서 데이터 등의 다른 센서 데이터와 기기 설정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분류기를 학습한다. 실험 환경에서 수

집된 데이터 가운데 기기의 위치가 테이블인 데이터를 제외한 뒤 손

에 있는 상태와 주머니나 가방 등의 다른 곳에 있는 상태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기를 학습한다.  

스마트폰 손 분류기에 사용한 분류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 의사 

결정 나무, 인공 신경망, 지지 벡터 기계이며 각각의 기법을 이용해 

분류기를 학습하고 결과를 예측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요인은 타임 

윈도우 내에 연속된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며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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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폰 데이터 기반 손 분류기의 입력 요인 

요인 이름 종류 설명 
network 이산형 네트워크 연결 상태(0,1,2) 
charging 이산형 스마트폰 충전 상태(0,1) 
earphone 이산형 이어폰 연결 상태(0,1) 
ringmode 이산형 스마트폰 벨소리 모드(1,2,3) 
orientation 이산형 화면 전환 상태(0,1) 
proximity 이산형 스마트폰 근접 센서 값(0,1) 
acc{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가속도의 {X,Y,Z}축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lin{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선형 가속도의 {X,Y,Z}축 최솟

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gyro{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자이로스코프의 {X,Y,Z}축 최솟

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mag{X,Y,Z} 실수 TD 동안 수집된 자기장의 {X,Y,Z}축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pitch, roll, 
azimuth 

실수 TD 동안 수집된 오리엔테이션의 {X,Y,Z}축 최솟
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light 실수 TD 동안 수집된 조도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batteryTemp 실수 TD 동안 수집된 배터리 온도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cellSignal 실수 TD 동안 수집된 기지국 연결 세기의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locationAcc 실수 TD 동안 수집된 장소 정확도 세기의 최솟값, 최
댓값,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값 

 

3.1.3. 스마트폰 위치 예측 

새로운 사용자의 데이터를 TD 동안 수집하여 이를 스마트폰 위

치 예측에 사용된다. 사용되는 모형과 분류 기법에 따라 요인이 다르

기 때문에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알맞게 가공하여 이를 입력 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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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데이터 수집 시간인 TD의 길이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수

집할 때의 TD의 길이와 같지 않아도 된다. 예측에 사용되는 TD는 1 

~ 3초가 적당하며 데이터 수집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

렵고 반대로 수집시간이 긴 경우 데이터의 오염으로 잘못된 예측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제안 기법에서는 TD를 1초로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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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동 상태 분류기 
 

이동 상태 분류기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형을 학

습하는 단계와 실제 예측 대상 데이터에 대해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로 나뉜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3.1. 과 동일하며 수집된 데이터

를 가공하여 분류기의 입력 요인으로 사용될 인스턴스로 변환한다. 

예측 대상 클래스는 기기의 이동 상태이며 기기의 사용자가 걷거나 

뛰는 것 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이동에 해당된다. 이동 상태 

분류 연구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 이루어졌는데 기존 연구[9]–[11]에

서 사용되었던 가속도 센서 데이터,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외에도 다

양한 센서 데이터와 스마트폰 설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기를 학습

한다. 다음 [그림 6]은 이동 상태 분류기의 학습 및 예측 과정을 도식

화였다. 

 

[그림 6] 스마트폰 이동 상태 분류 과정 

 

3.2.1. 이동 상태 분류기 학습 

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위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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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마찬가지로 가속도 센서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여부 외에 걷기, 뛰기, 앉기, 서기 등을 인식

하였다. 또한 가속도 센서 외에 선형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스코프 센

서를 이용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제안 연구의 이동 상태 분류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위의 센서들 

외에도 기지국 신호 데이터나 장소 정확도 데이터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동할 때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에 위 데이터들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소와 연관

된 데이터의 표준편차와 최솟값, 최댓값과 같은 요인들이 분류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한 분류 모형은 3.1.1과 같으며 분류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3.2.2. 이동 상태 예측 

이동 상태 분류에 이용될 데이터를 새로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다. 3.1.2와 같이 정해진 TD 동안 데이터를 수집 한 후 이를 분류기에 

적합한 인스턴스로 변환하여 입력한다. 이동 상태 예측의 경우에도 

TD의 길이는 3.1.2와 같은 길이가 적합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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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내/실외 분류기 
 

실내/실외 분류기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해 기기가 실내에 있는

지 실외에 있는지를 예측한다. 분류 과정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기 학습과 예측 단계로 나뉜다. 데이터 수집은 3.1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해진 TD에 따라 인스턴스로 변환되어 

입력 요인으로 사용된다. 학습 과정에서 낮 전용 분류기와 밤 전용 

분류기가 각각 도출되고 실제 데이터를 분류할 때 두 가지 분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음 [그림 7]은 학습과 예측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7] 스마트폰 실내/실외 분류 과정 

 

3.3.1. 실내/실외 분류기 학습 

사용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와 실외에 있는 경우 가장 큰 차이점

은 자연광의 노출 여부이다. 자연광의 경우 흐린 날에도 실내 조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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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빛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또한 기지국 신호 세기가 실내/실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건물이나 전자제품과의 근접 여부를 통해 자

기장 값이 변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조도, 기지국 신호, 자기장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분류하였다. 

제안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류기의 요인으로는 기존 연구[30]에서 

사용되었던 위 데이터 외에도 실험에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

한다. 특히 시간 데이터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

누어 두 개의 분류기를 생성한다. 낮에는 해가 떠있으므로 자연광을 

받게 되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실외 클래스의 경우 

시간에 따라 조도 데이터 특성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낮 전용 분류기와 밤 전용 분류기를 따로 학습한 뒤 예측 대

상 인스턴스의 시간에 따라 분류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하는 분류 모형은 3.1.1과 같으며 분류기에 입력 요인으로 사용

되는 데이터는 다음 [표 2]와 같다. 

 

3.3.2. 실내/실외 예측 

사용자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3.1.2와 같이 수집한 

뒤 이를 사용되는 분류기에 적합한 인스턴스로 변환한다. 이 때 시간 

요인에 따라 낮 전용 분류기와 밤 전용 분류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여 실내/실외 여부를 예측한다. 실내/실외 예측의 경우에도 TD의 길

이는 3.1.2와 같은 길이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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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4.1.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기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데이터 수집 앱(Context 

Classifier, CC)를 개발하였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개발한 스마트 

기기용 운영체제이며 달빅 가상 머신을 통해 JAVA 언어로 작성된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JAVA 언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목적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CC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용자는 

실험을 진행할 시간을 입력한 뒤 실험 시간 동안 특정 상태를 모사한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5분 동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실외를 걷는 

경우, 준비 화면에서 건물 밖, 이동 중, 손을 선택한 뒤 실험 시간을 

5분으로 입력한다. 데이터 수집 버튼을 누르면 준비 시간 5초 후에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며 실험 시간 동안 사용자는 선택한 상태만을 

모사해야 한다. 또한 실험 시간 전후 5초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오염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거한다. 실험 시간이 모두 지나고 저장 버튼

을 누르면 수집된 데이터는 저장되어 서버로 전송되고 실험은 완료된

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는 특정 모사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

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내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의자

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모사하는 경우 실험 시간 동안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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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 등이 가능하

다. 실제로 사용자의 다양한 상태를 모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해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시 제안 연구의 세 가지 분류기를 한번에 학습하기 

위해 분류기의 요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에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주기는 30Hz이며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추후 모형 학습

의 인스턴스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된다. 총 51명의 스마트 폰 사용자

로부터 1,460,540개의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표 3]은 수집한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수집 데이터 종류 및 형태 

분류 종류 형태 비고 

물리적 
움직임 
정보 

Accelerometer 수치형 디바이스 움직임에 대한 3축 가속도 
정보 

Gyroscope 수치형 3개의 회전축들에 대한 변화 정보 

Linear 
acceleration 

수치형 중력 영향 제외한 순수 3축 가속도 
정보 

Orientation 수치형 디바이스의 방향에 대한 3축 정보 

주변 
환경 
정보 

Magnetic field 수치형 디바이스 주변 3축 자기장 정보 

Light 수치형 디바이스 주변 밝기 정보 

Cell Signal 수치형 기지국 연결 세기 정보 

Location 
Accuracy 

수치형 디바이스 위치 정확도 정보 

Battery 
Temperature 

수치형 디바이스 배터리 온도 정보 

사용자 
상대 Proximity 이산형 디바이스 근접에 물체가 있는지 여부 

정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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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Earphone 이산형 이어폰 연결 정보(0/1) 

Battery Charging 이산형 배터리 충전 정보(0/1) 

Screen 
Orientation 

이산형 디바이스 화면 전환 정보(0/1) 

기기 
설정 
정보 

Network State 이산형 디바이스 인터넷 연결 모드 정보 

Ringer Mode 이산형 디바이스 벨소리 모드 정보(0/1/2) 

시간 Hour of Day 이산형 데이터 수집 시간 정보(0~23) 

 

4.1.2. 데이터 특성 

4.1.2.1.  예시: 스마트폰 위치 별 특성 

수집된 다양한 스마트폰 로우 데이터를 3가지 예측 대상의 클래

스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기기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나

누어서 시간에 따른 몇 가지 데이터의 수집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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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용자 A의 스마트폰 위치 별 가속도 값 

[그림 8]은 기기의 위치에 따라 10초 동안 사용자 A의 가속도 데

이터를 수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경우에는 z축 가속도 값(m/𝑠%)이 9.8에 근접하고 나머지 가속도 

값은 0에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A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어떤 작업을 수행중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z축 가속도 값

이 9.8 근처에서, x, u축 가속도 값은 0 근처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

이다. 반대로 기기가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세워져 있거나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x, y, z축 가속도는 임의의 

값을 갖게 된다. 특히 사용자 A의 경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가

만히 서 있는 상태로서 가속도 값이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속도 센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센서와 조도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도 스마트폰 위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기기의 위치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데이터를 [그림 9]에 나타내었

다. 먼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 roll 값은 

(−0.2, +0.2), pitch 값은 (−0.3, −0.7)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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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반대로 스마트폰이 평평한 곳 위에 있는 경우에는 roll 값과 

pitch 값이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며, 주머니나 가방 등 다른 위

치에 있는 경우 roll 값은 (−π, +π), pitch 값은 (− t
%
		 , t
%
	)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9] 사용자 A의 스마트폰 위치 별 오리엔테이션 값 

조도 데이터(lux)의 경우 사용자 A, B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기기를 평평한 곳에 위치한 경우에

는 조도가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는 덮개가 있는 케이스를 사용해 덮

개를 덮어 놓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기가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

림 10]은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의 조도 데이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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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용자 A, B의 스마트폰 위치 별 조도 값 

 

4.1.2.2. 예시: 이동 상테에 따른 특성 

이동 상태를 분류하기 위한 좋은 요인으로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 순간 가속도의 변화가 생기며 이 변화의 폭은 

이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11]은 사용자의 이동 

여부에 따른 스마트폰의 선형 가속도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가 이동할 때 x, y, z축 가속도의 

변동이 이동하지 않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x, y, z축 가속

도의 변동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훨씬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측

정된 각속도를 나타내는데 가속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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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사용자 A의 이동 상태 별 선형 가속도 값 

 

[그림 12] 사용자 A의 이동 상태 별 각속도 값 

이동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른 요인으로는 장소 정확도 값

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장소가 변함에 따라 사용자

의 위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정확도 값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동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 정확도 값이 측정될 것이

다. 다음 [표 4]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 상태에 따른 장소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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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실내/실외 상태에 따라 장소 정확도 값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내/실외 상태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장소 

정확도의 평균값을 구했으며, 그 결과 이동 중일 때 더 높은 장소 정

확도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체 사용자의 이동 상태 별 장소 정확도 평균값 

 이동 O 이동 X 

이동 위치(실내) 308.75 210.07 

이동 위치(실외) 526.54 488.26 

 

4.1.2.3.  예시: 실내/실외 상태에 따른 특성 

실내와 실외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은 자연광을 측정할 

수 있는 조도이다. 스마트폰이 실내 창가에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건물 내의 조명을 받기 때문에 자연광을 받을 때

의 조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 [그림 13]은 사용자 A와 B의 기기 

위치에 따른 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기가 실외에 있는 경우에 조도 

값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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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용자 A, B의 실내/실외 상태 별 조도 값 

또한 실내/실외 분류의 좋은 요인으로는 자기장 센서를 통해 수

집한 데이터가 있다. 일몰 후에는 실외에 자연광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실내와 실외의 조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실외의 조도가 

더 작은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요인을 통해 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실내의 경우 전자제품이나 건물에서 내뿜는 자기장이 존재하

므로 실외에 비해 자기장 값과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 14]는 사용자 A의 실내/실외 상태에 따른 x, y, z축 자기장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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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용자 A의 실내/실외 상태 별 자기장 값 

또한 사용자가 건물 안에 있을 때 장소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

에 장소 정확도 값은 건물 밖에 있을 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표 5]는 전체 사용자의 실내/실외 상태에 따른 전체 사용자의 

장소 정확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전체 사용자의 실내/실외 상태 별 장소 정확도 평균값 

 
실내 실외 

장소 정확도 236.15 519.89 

 

4.1.3. 인스턴스 변환 

실험을 통해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되기 위한 적합한 

형태의 인스턴스로 변환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로 나뉜다. 30Hz 주

기로 수집한 로우 데이터를 1초의 TD(Time Duration)로 나누면 TD마

다 약 30개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게 되며 이 로우 데이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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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인스턴스로 변환하다.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 값은 실수이며 각각

의 개별 요인에 대해서 TD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값, 표준편차, 

최댓값, 최소값, 4분위수값을 인스턴스로 사용한다.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 보통 TD 동안 일정한 하나의 값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빈값을 사용한다.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된 인스턴스의 개수

는 총 48,684개이며 아래 [표 6]은 분류 대상 클래스 별 인스턴스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분류 대상 클래스의 인스턴스 개수 

hand table others  moving not 
moving  indoor outdoor 

24,210 14,653 9,821  19,235 29,449  29,108 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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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로지스틱 회귀, 의사 결정 나무, 지지 벡터 기계 분

류 기법의 경우 JAVA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Weka 라이브러리를 사

용하였으며 인공 신경망의 경우 R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h2o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Weka의 기본 Logistic 클래스를 사용하였

으며 그 외의 옵션은 모두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의사 결정 나무 모

형의 경우 C4.5 알고리즘으로 구현된 Weka의 J48 클래스를 사용하

였으며 모형이 형성된 후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치

기(pruning)를 한 후 검증한다. 지지 벡터 기계 모형은 Weka의 

LibSVM 클래스를 사용하였으며 polynomial 커널을 통해 모형을 학습

하였고, polynomial 커널의 차수(degree)는 2로 설정하였다. 인공 신

경망 모형은 h2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은닉 계층은 2개, 각각

의 계층의 노드는 20개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분류하려는 세 가지 기기 상태에 따라 네 개의 모형을 모

두 사용하였으며, 분류 대상 별 선택된 요인 집합에 따라 각각의 모

형을 학습하였다. 분류 대상 기기 상태와 요인 집합, 그리고 분류 모

형에 대해서 각각 10번의 실험을 반복하였으며, 반복된 실험 중 가장 

높은 성능의 결과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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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지표 
 

각각의 분류 기법의 성능은 5-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 얻어진 혼

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사용하여 평가 지표를 계산하며 [표 7]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정확도(Accuracy)는 각각의 분류 클래스의 정확

도와 전체 정확도로 나뉜다. 또한 재현율(Recall)와 정밀도(Precision)

의 조화평균인 F-measure(F1)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도 지표가 갖는 

성능 측정의 한계를 보완한다. 전체 정확도와 각 분류 클래스의 정확

도, 정밀도, F1 지표는 수식 (15), (16), (17), (18)로 계산한다. 

 [표 7] 성능 평가를 위한 혼동행렬 

 
예측 

Class A Class B 

실제 
Class A TA FB 
Class B FA TB 

 

 전체	정확도 = 	
TA + TB

TA + FB + FA + TB
 (15) 

 Class	A	정확도 재현율 = 	
TA

TA + FB
 (16) 

 Class	A	정밀도 = 	
TA

TA + FA
 (17) 

 Class	1	F1	스코어 = 	
2 ∗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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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4.4.1. 스마트폰 위치 분류 결과 

본 연구의 제안 기법 중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에 대해서 사용

한 요인은 [표 8]에 나타냈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사용한 주

요 요인들은 가속도 데이터, 오리엔테이션 데이터, 자이로스코프 데

이터이며 그 외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요인으로 모형을 학습하여 

실험하였다. 총 4가지 분류 모형에 대해 5가지 요인 집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표 9]과 [그림 15], [그림 16]에 나타나 있

다.  

 

[표 8] 스마트폰 위치 분류 실험에 사용된 요인 

f1 3축 가속도 데이터 

f2 3축 오리엔테이션 데이터 

f3 3축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f4 f1 + f2 + f3 

f5 모든 데이터 

 

[표 9] 스마트폰 위치 분류 실험 결과 

LR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hand 0.778 0.761 0.797 0.756 0.806 0.769 0.778 0.797 0.828 0.819 

table 0.827 0.732 0.818 0.698 0.840 0.691 0.839 0.749 0.806 0.758 

others 0.263 0.354 0.103 0.172 0.057 0.105 0.497 0.738 0.489 0.560 

Total 0.692 0.673 0.668 0.625 0.671 0.617 0.742 0.738 0.75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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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hand 0.858 0.814 0.845 0.810 0.804 0.768 0.857 0.842 0.850 0.847 

table 0.819 0.828 0.815 0.824 0.732 0.715 0.830 0.842 0.838 0.841 

others 0.478 0.549 0.508 0.562 0.295 0.350 0.661 0.678 0.719 0.723 

Total 0.773 0.766 0.771 0.766 0.684 0.671 0.811 0.810 0.819 0.819 

SVM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hand 0.809 0.778 0.751 0.743 0.609 0.676 0.781 0.808 0.858 0.852 

table 0.848 0.762 0.858 0.707 0.917 0.619 0.882 0.778 0.852 0.821 

others 0.280 0.387 0.208 0.320 0.589 0.064 0.541 0.613 0.633 0.684 

Total 0.718 0.697 0.677 0.650 0.589 0.540 0.765 0.761 0.812 0.810 

NN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hand 0.856 0.804 0.829 0.786 0.814 0.769 0.851 0.833 0.866 0.857 

table 0.840 0.802 0.824 0.789 0.816 0.690 0.828 0.805 0.859 0.863 

others 0.348 0.460 0.340 0.432 0.091 0.160 0.593 0.633 0.761 0.766 

Total 0.753 0.736 0.733 0.718 0.674 0.627 0.806 0.802 0.841 0.840 

 

 

[그림 15] 스마트폰 위치 분류 정확도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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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스마트폰 위치 분류 F-measure 결과 그래프 

실험 결과, 단일 요인으로는 가속도 데이터(f1)가 가장 좋은 성능

을 보였으며 가속도 요인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 나무(DT) 기법으로 

분류하였을 때 정확도는 77.6%로 제일 높았다. 또한 단일 요인(f1, f2, 

f3)을 사용하여 분류할 경우 4가지 분류 모형 중에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f5)를 요인을 사용했

을 때, 모든 평가 지표에서 로지스틱 회귀(LR) → 지지 벡터 기계

(SVM) → 의사 결정 나무(DT) → 인공 신경망(NN) 순으로 높게 측정

되었다. 

 

4.4.2. 이동 상태 분류 결과 

본 연구의 제안 기법 중 이동 상태 분류 기법에 사용한 요인은 

[표 10]에 기록되어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이동 상태 분류 연구에서 

사용된 가속도 데이터,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그리고 좋은 요인으로 

예측되는 시그널 데이터를 단일 요인 집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수집된 데이터까지 포함한 전체 데이터도 요인으로 사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실험하였다. 사용자 이동 상태 분류 실험 결과는 [표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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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표 10] 이동 상태 분류 실험 사용 요인 

f1 3축 가속도 데이터 

f2 3축 자이로스코프 데이터 

f3 기지국 신호 세기, 장소 정확도 세기 

f4 f1 + f2 + f3 

f5 모든 데이터 

 

 [표 11] 이동 상태 분류 실험 결과 

LR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moving 0.461 0.584 0.331 0.466 0.296 0.398 0.553 0.656 0.665 0.740 

not-moving 0.924 0.812 0.941 0.792 0.876 0.750 0.913 0.828 0.913 0.857 
Total 0.741 0.722 0.700 0.663 0.647 0.611 0.771 0.760 0.815 0.811 

DT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moving 0.726 0.729 0.736 0.680 0.601 0.645 0.769 0.765 0.803 0.806 

not-moving 0.826 0.824 0.721 0.761 0.829 0.794 0.842 0.845 0.877 0.874 
Total 0.786 0.786 0.727 0.729 0.739 0.735 0.813 0.813 0.847 0.846 

SVM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moving 0.463 0.589 0.337 0.470 0.194 0.298 0.561 0.669 0.733 0.794 

not-moving 0.929 0.815 0.937 0.791 0.929 0.757 0.924 0.836 0.926 0.882 
Total 0.745 0.726 0.700 0.664 0.639 0.576 0.781 0.770 0.86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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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moving 0.766 0.725 0.837 0.693 0.779 0.568 0.775 0.746 0.805 0.809 

not-moving 0.773 0.801 0.621 0.719 0.371 0.490 0.801 0.823 0.878 0.876 
Total 0.769 0.771 0.706 0.709 0.532 0.521 0.791 0.792 0.849 0.849 

 

 

[그림 17] 이동 상태 분류 정확도 결과 그래프 

 

 

[그림 18] 이동 상태 분류 F-measure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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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상태 분류 실험 결과, 단일 요인으로는 가속도 데이터(f1)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단일 요인(f1, f2, f3)을 사용하여 분류할 경

우 4가지 분류 모형 중에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이 좋은 성능을 보였으

며 이는 스마트폰 위치 분류 실험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수집한 

모든 데이터(f5)를 요인을 사용했을 때 로지스틱 회귀(LR) → 의사 결

정 나무(DT) → 인공 신경망(NN) → 지지 벡터 기계(SVM)순으로 평

가 지표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 때 지지 벡터 기계의 분류 정확도는 

85.7%로 나타났다. 

 

4.4.3. 실내/실외 분류 결과 

본 연구의 제안 기법 중 실내/실외 분류 기법에 사용한 요인은 

[표 12]에 기록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좋은 요인으로 알려진 조도 

데이터, 자기장 데이터, 그리고 시그널 데이터를 단일 요인 집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수집된 데이터까지 포함한 전체 데이터도 요인

으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 집합 및 분류 기법 별 실내/실외 분류 실험 

결과는 아래 [표 13]과 [그림 19], [그림 20]이다. 

 

 [표 12] 실내/실외 분류 실험 사용 요인 

f1 조도 데이터 

f2 3축 자기장 데이터 

f3 기지국 신호 세기, 장소 정확도 세기 

f4 f1 + f2 + f3 

f5 모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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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실내/실외 분류 실험 결과 

LR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indoor 0.974 0.760 0.924 0.768 0.892 0.742 0.891 0.776 0.881 0.837 

outdoor 0.116 0.180 0.282 0.406 0.230 0.322 0.391 0.499 0.674 0.728 

Total 0.634 0.535 0.668 0.624 0.632 0.579 0.694 0.669 0.797 0.794 

DT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indoor 0.884 0.745 0.791 0.776 0.823 0.796 0.832 0.837 0.878 0.879 

outdoor 0.258 0.319 0.631 0.651 0.639 0.673 0.772 0.765 0.825 0.824 

Total 0.644 0.584 0.731 0.729 0.751 0.748 0.809 0.810 0.858 0.858 

SVM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indoor 1.000 0.749 0.945 0.765 0.931 0.751 0.888 0.778 0.908 0.876 

outdoor 0.008 0.016 0.220 0.338 0.188 0.291 0.408 0.518 0.765 0.803 

Total 0.601 0.457 0.655 0.596 0.633 0.568 0.698 0.676 0.849 0.847 

NN 
f1 f2 f3 f4 f5 

acc F1 acc F1 acc F1 acc F1 acc F1 
indoor 0.993 0.767 0.891 0.787 0.955 0.764 0.881 0.809 0.902 0.898 

outdoor 0.100 0.162 0.414 0.535 0.182 0.282 0.555 0.637 0.832 0.837 

Total 0.638 0.531 0.709 0.689 0.643 0.570 0.750 0.741 0.875 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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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내/실외 분류 정확도 결과 그래프 

 

 

[그림 20] 실내/실외 분류 F-measure 결과 그래프 

실내/실외 분류 실험 결과, 단일 요인으로는 시그널 데이터(f3)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 요인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 나무(DT) 

모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정확도는 75.1%로 제일 높았다. 단일 데이

터(f1, f2, f3)를 요인으로 사용한 경우 다른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의사 

결정 나무 모형이 분류 모형 가운데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 수집

한 모든 데이터(f5)를 요인을 사용했을 때는 로지스틱 회귀(LR) → 지

지 벡터 기계(SVM) → 의사 결정 나무(DT) → 인공 신경망(NN)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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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 지표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 때 인공 신경망 모형의 정확도

는 87.5%로 나타났다. 

 

4.4.4. 제안 기법의 성능 비교 

4.4.4.1.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 비교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의 경우 규칙 기반 테이블 분류기와 손 

분류기를 사용한 2단계의 분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가능한 3가지 위치를 한 번에 분

류하는 기법(s1)과 제안 기법(s2)의 성능을 비교한다. 학습에 사용된 

요인은 수집한 모든 데이터이며 각각의 기법에 사용되는 분류 모형 

별로 정확도와 F-measure를 비교하였다. 아래 [표 14]와 [그림 21], 

[그림 22]는 두 가지 기법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14]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 성능 비교 결과 

 
s1 s2 

acc F1 acc F1 
LR 0.756 0.750 0.824 0.824 

DT 0.819 0.819 0.843 0.845 

SVM 0.812 0.810 0.841 0.842 

NN 0.841 0.840 0.876 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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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 별 정확도 결과 그래프 

 

 

[그림 22] 스마트폰 위치 분류 기법 별 F-measure 결과 그래프 

실험 결과 s1 기법 대비 제안 기법의 정확도와 F-measure가 모

두 향상되었다.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모형인 인공 신경망 모형의 

경우에는 s1 기법 대비 정확도가 4.2% 향상 되었으며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경우 9.0%의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테이블 

분류기와 손 분류기를 따로 학습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기법이 더 우

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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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실내/실외 분류 기법 비교 

실내/실외 분류 기법의 경우 낮 분류기와 밤 분류기를 각각 학습

하여 더 좋은 성능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낮과 밤

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채 데이터 수집 시간까지 요인으로 사용하여 

학습하는 기법(p1)과 제안 기법(p2)의 성능을 비교한다. 두 기법 모두 

학습에 수집한 전체 데이터를 요인으로 사용하며 각각의 기법에 사용

되는 분류 모형 별로 정확도와 F-measure를 비교하였다. 아래 [표 15]

와 [그림 23], [그림 24]는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 실내/실외 분류 기법 비교 결과 

 
p1 p2 

acc F1 acc F1 

LR 0.784 0.779 0.797 0.794 

DT 0.834 0.834 0.858 0.858 

SVM 0.818 0.815 0.849 0.847 

NN 0.847 0.846 0.875 0.875 

 

 

[그림 23] 실내/실외 분류 기법 별 정확도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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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내/실외 분류 기법 별 F-measure 결과 그래프 

실내/실외 분류 기법 비교 실험 결과 p1 기법 대비 제안 기법의 

정확도와 F-measure가 모두 향상 되었으며,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

인 모형은 지지 벡터 기계 모형으로 p1 기법 대비 3.8%의 성능 향상

을 보였다.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인 인공 신경망(NN) 모형의 

경우 3.3%의 성능 향상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낮 분류기와 밤 분류

기를 학습하여 분류하는 제안 기법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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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기의 서로 다른 3

가지 상태를 분류하는 기법은 제안하며 각각의 기법 모두 높은 성능

을 보였다. 실제로 이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기기의 상태를 분

류한 뒤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한다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의 현실적인 응용은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뒤 가공하여 분류하는 과정이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기기 내 제한된 메모리 용량과 계산 자원 내에서도 분

류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된 스마트폰 위치 분류기는 기기 내 데이터를 이용해 기기가 

사용자의 손에 있는지, 테이블 위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잘 구

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있을 때 나

타나는 가속도 및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값의 특성을 이용해 먼저 이 

상태를 분류한다. 기기가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 경우, 

손 분류기를 통해 나머지 두 가지 상태를 분류한다. 실험 결과 가속

도 데이터가 가장 좋은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인공 신경망 모형을 통해 87.6%의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제안 기법

은 3가지 상태를 한 번에 분류하는 기법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상태 분류기의 경우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해 현재 사용자

가 기기를 지니고 이동 중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구분하였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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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속도 데이터가 분류기의 좋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인 지지 벡터 기계 모형의 정확도는 85.7%로 나타났다.  

제안된 실내/실외 분류기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해 기기가 실내

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를 구분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낮 전용 분류

기와 밤 전용 분류기를 통해 낮과 밤에 다르게 나타나는 실외 상태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분류기의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 

결과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인공 신경망 모형을 통해 87.5%의 정확

도를 얻었으며, 낮과 밤을 분류하지 않은 채 분류를 진행한 기법에 

비해 제안 기법의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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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위치, 

이동 상태, 실내/실외 상태를 분류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효과적이

라고 알려진 다양한 스마트폰 데이터를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안 기법의 분류 대상 외에 기기의 더 자세한 상태를 분류할 수 있

다면 응용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스마트폰이 손에 있더라도 기

기를 사용하는 상태와 단순히 기기를 들고 있는 상태는 다르기 때문

에, 더 자세한 기기 상태의 분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의 제안 기법은 개인화 모형이 아닌 모든 스마트폰 사

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학습을 진행한 글로벌 모형이다. 

그러나 개인별로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개인화 모형을 통해 기기의 상태를 분류한다면 사용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습관이나 버릇이 모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 모형과 개인화 모형을 접목하여 기기의 상태를 더 높

은 성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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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martphones are propagating rapidly, it is available to collect 

various information from smartphones, so needs for smart services 

using user context recognition are increasing. For various sensors and 

functions are built in smartphones, many applications apply them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users. In this study, a method for classifying 

of device states by using smartphone data is proposed. Smartphone 

position, moving state and indoor/outdoor is classified in real time by 

proposed method.  

First, a device position classifier is introduced. It uses sensor data 

built in device as major factors to induce model and classify 

smartphone’s position. Using accelerometer and gyroscope data, a 

table classifier recognizes the state in which a device is on the table or 

the others in advance. Then, if a device position is classified as ‘no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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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ble’, a hand classifier conducts classification of rest device 

positions, in hand or pocket/bag/the others. 

Second, a moving state classifier is presented. This classifier 

recognizes a state in which user is moving or staying with smartphone. 

Accelerometer sensor data are used as major factors, by using other 

sensor and configuration data in device, a model is trained and 

conducts classification.  

Last, an indoor/outdoor classifier is proposed. This classifier 

recognizes a state in which user is indoor or outdoor with device. As 

the intensity of light are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a classifier for 

day and night are trained separately because there is no natural light 

from sun at night. Each classifier conducts classification of 

indoor/outdoor for the corresponding hour of day. 

The proposed method was conducted with actual smart phone 

data from self-production android application. With these data, 

classifier models are induced and evaluated.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showed that the method performed with high overall 

classification accuracy, in case of smartphone position: 0.88, moving 

state: 0.86, and indoor/outdoor state: 0.88. 

Keywords: user context recognition, smartphone data, device states 
classification, machine learning, on-device analytics 
Student Number: 2014 – 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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