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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프로젝트 개요 

스마트 폰의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걷기/뛰기/서기/수면 등의 행위를 인식하고 지도를 통하여 

이동 상황 등을 화면상에 표시해주어 사용자에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정보사회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짧고 또한 매

일매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조차 못 할 때도 많다. 

옛 고사성어 중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즉, 자신의 시간을 알고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에 저희 ‘Golden Timer’조는 걷기/서기/뛰기/수면여부 등의 행위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이 어느 

위치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동상황을 지도에 표시하며, 또한 메모를 남기며, 자신의 생활패턴을 

다시 확인하여 계획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정

하였다. 

현재 이 걷기/뛰기/서기/수면여부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많은 논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평균보다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의 공통점은 여러 센서

의 조합으로 인하여, 배터리의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예전 피쳐폰과 다르게 여러 스마트 폰 제조사에서는 현재에는 배터리의 충전속도와 용량 또한 최

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조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충분한 최적화와 센서 

수의 최소화로 배터리소모의 최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이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첨단 다이어리를 소유할 수 있다

는 장점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UI가 추가된다면 충분한 시장성도 있을 것 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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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중간 결과 

2.1.1  특징 벡터 수정 

기존에 13 가지의 특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인 특징 5 가지가 걷기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는 연구적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존의 13 가지 특징에서 통계적 특징이 제외한 8 가지의 

특징으로 특징벡터를 잡기로 하였다. 특징 수가 줄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팀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교수님 조언에 의하면 특징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징 수가 적더라도 정확한 특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8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1.2  학습 옵션 변경 

 SVM 학습 시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다. 최적의 옵션을 찾기에는 

수많은 실험이 필요했다. 이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인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능한 실험에 의해서 학습 

옵션을 수정해 나갔다. 우선 가장 중요한 gamma 값을 조정하였다. 기존에 디폴트 

값이 0.5 인 것을 고려해 0.05 씩 단위로 하였을 때, 0.35 로 학습하였을 때 가장 

좋은 인식률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기를 구현할 시에 0.35 로 gamma 값을 

맞추었다. 그리고 실제 분류기를 작동할 시에는 0.5 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0.5 값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멀티클래스의 특성 상 nu, C 옵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적인 요소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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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교외 공모전 출전 

계획 상에는 201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공모대전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작년과 

다르게 Mobile Application 부문이 폐지되어 우리 프로젝트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모바일 센서를 활용한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분야보다는 

Mobile Application 공모대전에 출전하는 것이 적합하다. 현재 여러 모바일 

공모전을 조사하고 있으며 2, 3 개 공모전에 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