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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망 모델링을 이용한 
스마트폰 GPS센서의 에 지 약시스템

(An Energy Saving System for Smartphone GPS Sensors 

Using Bayesian Networks Modeling)

이 시 †     조 성 배 ††

                                   (Si-Hyuk Yi)        (Sung-Bae Cho)

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함에 따라 GPS를 이용한 어 리 이션이 리 보 되고 있다. 

GPS센서는 에 지 소모가 크다는 단 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횟수를 인다면 에

지를 약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GPS사용을 이기 한 방법이나, GPS센서의 사용주기를 조 하

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에 지를 약하면서 지역정보를 얻기 해 GPS센서보다 에 지

를 게 소모하는 다른 스마트폰 내장센서를 사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방법을 제안한다. 한 실제 

안드로이드 랫폼상에서 실험  평가를 수행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한다.

키워드 : 배터리 약, 스마트폰,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컨텍스트 상황추론 기반 어 리 이션

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smart phone users increases rapidly, various applications 

using GPS become widespread. Because there is a drawback to a GPS sensor which consumes too 

much energy, we have to decrease the unnecessary usage of GPS receiver at indoor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Most of previous works focused on how to reduce the frequency or the period 

to use GP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ave battery using Bayesian network inference with 

built-in sensors in a smartphone to get location information efficiently. In order to show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have developed an application in Android platform and performed 

experiments to evaluate Bayesian networks.

Key words : Saving battery, Smartphone, Bayesian network inference, Context-aware mobile 

application

1. 서 론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함에 따라 재 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셜네트워크, 치기반서비스, U-헬스

어, 지역교통 등과 같은 치기반 어 리 이션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1]. 치정보를 얻기 해 표 으로 

사용되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센서는 높

은 에 지소모와 함께 실내 환경이나 고층빌딩 사이 등 

제한된 상황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단 이 있다. 단순

히 지역정보를 얻기 해 사용되는 GPS센서는 스마트

폰이 지닌 다른 센서들( 를 들어 가속도센서, 자기센서, 

근 센서, 조도센서 등)과 비교했을 때 에 지 소모가 

가장 크다[2]. 하지만 이런 단 에도 불구하고 GPS센서

의 정보는 정확한 치 정보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치기반 어 리 이션을 사용하

는데 있어 GPS센서의 불필요한 사용횟수를 이고, 에

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성능에는 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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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GPS센서의 에 지 소모를 이는 기존 연구 방법으

로 GPS센서를 사용하는 신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

nication)이나 WPS (Wi-Fi Positioning System)를 사

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GPS에 비해 오차율이 높다는 단

이 있으며[3] Wi-Fi는 GPS센서와 마찬가지로 에 지 

소모가 크다는 단 이 있다[4]. 따라서 정확한 치 정

보를 얻기 해 GPS센서를 사용하는데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에 지를 게 소모하는 다른 센서정보를 이용해 GPS

센서 리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확률기반의 추

론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링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구조  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  표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 문가에 의해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Marcot 

등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

안하 으며, 생태학  방법에 모델링을 용하 다[5]. 

한 Laskey 등은 모델 기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엔지니어링 방법을 제안하 다[6]. 문가의 도메인 지

식을 이용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베이지안 네트워

크 모델이 가진 장 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량의 사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모바일 환경에 한 문가에 

의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 방법을 용하 다.

2.2 력 리  약 시스템

에 지소모에 한 연구가 여러 방법으로 제안되었으

며 그 분류는 표 1과 같다.

Ravi 등은 실내와 실외에서 규칙을 사용하여 모바일

의 로그정보를 활용한 배터리 유효시간 측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다. 앞으로 남은 화가능 시간  충 할 

수 있는 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제안하 다[7]. 하지만 측의 측면에

서 사용자에게 통보는 근본 으로 배터리를 약하기는 

어려우며, 규칙기반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다양한 행동패

턴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 이 있다.

Murao 등은 실내, 외에서 몸에 부착이 가능한 센서

를 사용해 각 로부터 얻는 신호정보로부터 행동을

표 1 력 리  약 방법에 한 분류 

자 장소 입력 방법 상 결과

Ravi[7] 실내, 외 로그정보 규칙 휴 폰 측

Murao[8] 실내,외 센서 SVM 센서 약

Harris[9] 실내 블루투스 BN 건물 약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재 분류된 행동을 

참고하여 다음 행동을 측함으로써 다음 행동에 필요 

없는 센서를 미리 꺼두어 에 지의 소비를 이는 방법

을 제안하 다[8]. 하지만 몸에 부착하는 센서는 생소하

며 보 이 힘들기 때문에 재 용되기 어렵다. 한 

Harris 등은 실내에서 사용자가 지닌 블루투스 단말기

를 이용해 컴퓨터 주변에 사용자가 있을 때 마다 원

을 켜주고, 부재시 자동으로 꺼주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그러나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기에는 입력 정보

가 기 때문에 오차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태 정보를 쉽게 얻

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 으며, 불확실한 상황에 

합한 확률 기반의 모델을 용해 사용자의 패턴을 추

론하 다.

2.3 스마트폰 치인식과 배터리 소모

스마트폰에서 치를 얻는 방법의 오차율은 GPS, 

WPS, GSM-Positioning 의 순으로 낮다. GPS는 정확

한 치를 얻는데 가장 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

다[3]. 치 인식은 GPS센서의 사용을 다른 수단으로 

체하는 방법과 다른 센서를 이용해 재 상황을 인식

한 후 GPS센서의 사용 빈도를 이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 2는 스마트폰에서 획득한 치정보와 컨

텍스트를 활용해 제안한 시스템을 나타낸다.

Paek 등은 RAPS (Rate Adaptive Positioning System)

를 스마트폰에 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내장된 여러 

센서를 이용해 상황에 한 치 센서를 사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이는 사용자의 이  상태정보와 가속

도 센서정보, GSM 셀타워 정보, 블루투스 정보를 이용

하여 상황을 추론해 상황에 맞는 치인식 방법을 결정

해 주는 방법이다. 가속도센서의 정보는 단순히 GPS센

서의 작동주기를 결정하고, GSM 셀타워 정보는 GPS센

서가 잘 잡히는 지역인지 단하기 해 사용하며, 블루

투스정보는 주변에 있는 다른 단말기와 좀 더 높은 정

확도를 가진 GPS정보를 동기화하는데 목 이 있다. 그

리고 이 정보를 하나씩 여가며 성능을 평가하고, 20  

단 , 180  주기로 GPS센서를 사용하는 실험과 비교

하 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정보 모두를 사용한 방법의 

배터리 라이 타임이 약 35시간, 그 다음으로 블루투스 

정보를 제외한 방법이 약 32시간으로 나타났다[3]. 그러

표 2 컨텍스트를 이용한 치 정보 획득 방법 분류

자 장소 입력 방법 상

Zhuang[1] 실외 어 리 이션 정보 규칙 GPS, NET

Paek[3] 실외
가속도센서,

블루투스, GSM
RAPS 치 정보

Wang[4] 실내, 외
GPS, WiFi,

마이크, 가속도
규칙 GPS,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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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체 시스템 흐름

나 상황 추론에 사용된 각각의 정보는 서로 독립 이며 

유기 이지 않다. 외부 노이즈나 불확실한 상황에 해 

취약한 단 이 있다.

한 부분의 연구에서 규칙을 사용하 는데[1,4], 모

바일에서는 은 메모리, 느린 처리 속도 등의 이유로 

많은 규칙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상황

에 한 제약이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노이즈, 데이터 오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상호 보완하며 많은 규칙을 내포 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기반의 상황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3. GPS 에 지 리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랫폼으로

부터 입력되는 내장센서 값과 시간정보, 날짜 정보를 추

론에 필요한 정보로 사용하기 해 처리과정을 거친

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는 추론과정의 입력정보로 

활용되며 GPS센서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는 확률 기반의 추론을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

하 다.

3.1 아날로그 센서신호의 처리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얻는 센서는 아날로그신호이

기 때문에 특별히 처리가 필요하다. 처리가 필요한 

센서는 가속도 센서, 자기센서, 방향센서이다. 사용자의 

재상황  휴 폰의 상태를 악하기 해서는 이 센

서들의 입력 값의 처리를 통해 사용한다.

사용자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크게 정지(standing), 걷기(walking), 달리기

(running) 세 가지로 분류하 다. 그림 2는 각 상황에 

한 사용자의 센서 패턴에 한 를 보여 다. 가속도 

센서는 패턴별로 주 수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면의 상태나 같은 동작이더라도 사용

자의 이동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8]. 이를 개선하

기 해 가속도 센서 뿐 아니라 다른 센서의 정보도 함

께 사용해야 한다. 설계한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해 가속도센서와 자기센서, 방향센서를 모두 

사용하 다.

3.2 컨텍스트 분류

컨텍스트 분류과정은 사용자의 직업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사 에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10]. 본 논문에서는 생활이 

비교  일정한 학원생의 패턴을 참고하여 컨텍스트를 

분류하 다.

가속도 센서는 작은 변화에 민감하고, 사용자의 행동 

습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

만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가속

도센서와 자기센서, 방향센서를 함께 사용해 정지, 걷기, 

달리기의 컨텍스트 값을 얻는다.

근 센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디지털 값으로 출력되

기 때문에 따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센서로 부

터 25mm 이상 떨어지면 1, 가까워지면 0으로 출력한다. 

이 값은 휴 폰의 치  상태를 알려주는 증거가 된

다. 사용자가 휴 폰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주머니에 있

는지, 는 재 사용 인지 알 수 있다.

날짜정보는 평일, 주말로 구분하 고, 시간정보는 출

근시간, 심식사, 녁식사, 퇴근시간으로 분류하 다. 

날짜와 시간정보는 비교  간단한 정보로 분류하 으나, 

사용자의 직업이나 생활패턴에 따라 세부 으로 나  

수 있다.

3.3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황 추론

처리를 통해 얻은 각종 센서정보와 시간정보, 요일

정보를 통합해 실내상황과 실외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

에게 GPS사용에 한 알림을 통보하기 해 확률 모델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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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용자의 이동  센서 패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을 표 하고 추론

하기 한 표 인 모델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

(Directed acyclic graph)로 표 된다. 한 네트워크에

서 노드는 환경변수를 나타내며 아크는 변수 사이의 의

존 계를 표 한다[11].

        
  



   (1)

식 (1)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표 한 식이며, B는 

네트워크 구조, 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네트워크의 모든 변수 사이의 결합 확률 

분포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로 

나타내면, 노드의 집합  와 아크의 집

합 E로 표 할 수 있다. 각 변수에 해 조건부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12,13]. 의 식 (1)을 이용해 설

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나타내면 식 (2)와 같이 된

다. 여기서 은 노드의 체 개수를 뜻하고, 체집합 

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를 나타내며, 각 원

소는 그림 3에 설계된 노드명을 따른다.

    

  Status     

 
  



   ∈  (2)

모바일 기기에서의 추론은 PC에 비해 상 으로 

은 메모리 용량, 느린 CPU 처리속도, 작은 화면크기, 

제약 인 인터페이스, 제한 인 배터리 용량 등의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모바일 상에서 복잡한 베이지안 네트워

크를 처리하기는 어려우며[14] 추론에 소모되는 시간이 

길수록 배터리 소모는 비례 증가하므로 합하지 않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다른 도메인 정보의 통합이 가능

하고, 입력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외부 조건에 의해 제 로 

수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10]. 사용자의 직업이나 나이, 행동 패턴 등

에 따라 추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 별로 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추론하는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는 도메인 문가에 의한 

설계 방법과 학습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다. 학습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나 라메터 

결정방법은 비교  사용자에 합한 환경을 구축해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입력 데

이터에 포함된 노이즈에 의해 제 로 된 설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센서 데이

터의 민감도와 노이즈로 인해 학습의 방법이 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에서 은 연산, 은 배

터리 소모로 추론이 가능하면서 입력 값이 손실되거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론이 가능한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하 다. 네트워크 설계에는 학습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참

고해 설계하 다. 사용자의 재 치 상황추론을 해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림 3과 같으며 실내상황

과 실외상황을 추론하도록 설계하 다. 한 입력 값과 

간 노드, 결과에 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입력노드

는 11개, 간노드 5개로 구조화 하 다. 각 입력 노드

는 처리한 각 센서 값과 컨텍스트 정보가 입력되며 

이 입력된 값만을 이용해 상황을 추론하면 센서 값에 

민감한 결과가 추론되기 때문에 간노드에서 다양한 

센서를 고려해 추론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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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황추론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표 3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상태 값

입력

가속도센서 평균 값, 재 값

자기센서 평균 값

방향센서 재 값

근 센서 재 값

시간

출근(7시～9시), 

심식사, 녁식사,

퇴근(22시～24시)

요일 평일, 주말

간노드 움직임, 요일, 시간, 휴 폰 재 상태

결과노드 사용자의 실내, 실외 상황 출력

이지안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수집한 이

블링된 센서 값을 참고하여 설계하 다. 를 들어, 평

일 심식사 시간에 휴 폰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동작

을 행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심식사를 하기 해 밖에 

나가는 것으로 추론하고 사용자가 GPS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알람을 알려 다. 여기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동안

의 가속도, 자기, 방향, 근 센서의 값을 로그로 장해 

상황별로 이블링 하여 그 인과 계를 베이지안 네트

워크 구조 설계에 반 하 다.

4. 실험  결과

4.1 시스템 구축  환경

GPS센서의 에 지 리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랫폼

인 LG 자 스마트폰 SU-660 2 , 안드로이드 버  2.2 

Froyo상에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개발에 사용된 랫

폼과 구 된 어 리 이션은 그림 4와 같다. 배터리의 

정량 인 압 벨 하강을 해 새 배터리를 사용하

으며 배터리의 100% 충 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하 다. 성능을 평가하기 해 5분에 한 번씩 배터

리의 압 벨을 측정하면서 로그정보를 장할 수 있

는 어 리 이션을 제작, 이용하 다.

      

그림 4 안드로이드 랫폼과 구 한 어 리 이션

4.2 인식  성능평가

인식  성능평가를 해 한 명의 사용자로부터 수집

한 15일 동안의 로그 자료를 이용하 다. 정확도 평가를 

해 로그 수집에는 실제 실내, 실외 상황을 악하고, 

추론결과와 맞는지 악하 다. 평일의 경우 주말의 

68%보다 비교  높은 정확도 77%로 나타났으며 성능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일에는 사용자가 비슷한 생

활패턴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추론 결과가 비교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반면, 주말에는 다양한 패턴이 나타나

므로 높지 않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상황인식에 한 

정확도는 그림 5와 같다.

4.3 배터리 효율 실험  평가

배터리 효율 실험은 표 5와 같이 두 종류의 행동패턴

을 가진 사람으로 가정하고 1시간동안 진행하 다. 행동

표 4 요일 상태에 따른 상황인식 성능(%)

Precision Recall Accuracy

평일 78.57 84.62 77.27

주말 68.42 81.25 65.38

체 72.72 82.76 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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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일 구분에 따른 상황인식 정확도

표 5 실험 상자의 시간에 따른 치

시간(분)

패턴
～10 ～20 ～30 ～40 ～50 ～60

활동 인 행동 실내 실외 실내 실외 실내 실외

비활동 인 행동 실내 실내 실내 실외 실외 실외

(a) 활동량이 많은 사용자

(b) 활동량이 은 사용자

그림 6 사용자의 활동량에 따른 GPS배터리 소모량

패턴1은 활동량이 자주 변하는 사람으로서 10분마다 실

내와 실외를 번갈아 가며 실시하 고, 행동패턴2는 활동

량의 변화가 은 사람으로서 30분 동안은 실내, 나머지 

30분 동안은 실외에서 움직이는 시나리오로 진행하 다. 

한 비교실험을 해 안드로이드 랫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함께 측정하 다.

시나리오에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으며 기존에 안

드로이드 랫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방법과 비교하

다. 한 시간 경과 후 기존 방법 비 활동량이 은 사

용자의 경우 2.7%, 활동량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 4.6% 

배터리 향상효율이 있었다. 실내, 외 활동이 자주 바

는 사람일수록 제안하는 방법에 더욱 합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랫폼 상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확률기반으로 인식하고 GPS센서를 제어함으로

써 배터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여러 센서의 

값과 시간, 날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통해 추론하 다. 한 아날로그 신호로 입력되

는 데이터에 해 처리를 통해 입력으로 사용하 다. 

시스템의 에 지 효율을 분석하기 해 배터리 효율 실

험과 인식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실험결과 평일에 

비해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주말에 낮은 성능의 

양상을 보 다. 이는 사용자의 행동이 직업과 생활 패턴 

등 특성 개인 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사용자의 행동패턴 학

습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 화된 확률망의 라미터와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추

론에 한 신뢰도를 높이기 해 사용자 행동패턴에 

향을  수 있는 주변 온도, 날씨, 습도, 사용자의 일정 

등의 부가 인 정보를 입력으로 하는 컨텍스트가 확장

된 추론방법을 연구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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