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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스마트 기기 시장이 커지며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있다. 이 센서들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행동 분류, 건강관리 등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상용 스마트기기인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S10에 내장되어있는 센서의 원시데이터

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oneM2M 표준 플랫폼에 저장하였다. oneM2M 표준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는 

API를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스마트기기 (smart device), 웨어러블 (wearable), 사물인터넷 플랫폼 (Io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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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스마트 기기 시장이 커지며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은 내장되어있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많은 원시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원시데이터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행동 분류, 건강 관리 등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시데이터는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사용자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oneM2M 국제 사물인터넷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플랫폼 모비우스에 저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Related work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oo 등은 스마트폰의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 

수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1].

Lee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음주운전 감지 시스템을 위해 스마트워

치의 범용적인 센서의 심박수, 조도, 자이로스코프, 가속계 등의 센서를 

사용하였다[2].

Mauldin 등은 상용 스마트 기기인 Microsoft Band2를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하여 낙상사고

를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3].

Brunner 등은 상용 스마트 기기인 Nixon The Mission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딥러닝을 적용하여 수영 스타일 인식 및 랩 카운팅

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

의 행동 인식 및 분류, 건강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oneM2M 표준 플랫폼에 저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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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Method and Result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Fig. 1. Overall system architecture

센서의 원시 데이터 수집은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두 기기에서 

진행된다. (1) 15분 동안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2)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3) 스마트폰은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제 사물인터넷 표준인 

oneM2M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서버 플랫폼 모비우스에 업로

드한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스마트워치는 삼성 갤럭시 워치 4를 사용하였

고,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센서는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마트워치의 4개 센서 (가속도, 

각속도, 기압, 심박)와 스마트폰의 4개 센서 (가속도, 각속도, 기압, 

조도) 총 8개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센서의 샘플링 

주기는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다.

Samsung Galaxy watch 4 Samsung Galaxy S10

Accelerometer Accelerometer

Gyroscope Gyroscope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

Heart rate sensor Ambient light sensor

Table 1. Sensors used in the experiment

Sensor Sampling rate

Accelerometer 16 Hz

Gyroscope 16 Hz

Pressure sensor 1 Hz

Heart rate sensor 1 Hz

Ambient light sensor 1 Hz

Table 2. Sampling rate for each sensor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WearOS (스마트워치 운영체제), Android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은 완전히 충전된 스마트 워치의 경우 

최소 12시간 동작하였고 스마트폰의 경우 24시간 이상 동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는 Fig. 2와 같다. 한 개의 특성은 1초 동안 

수집된 데이터이며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는 날짜, 시간, 1초 

동안 수집된 16개의 x, y, z축 데이터로 저장된다. 나머지 기압 센서와 

심전도 센서, 조도 센서는 날짜, 시간, 측정값으로 저장된다.

Fig. 2. Data format of Sensors

위와 같은 형태로 수집한 데이터는 모비우스 플랫폼에 업로드하였

고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neM2M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모비우스에 저장되는 

갤럭시 워치 4의 데이터 구조이고, 갤럭시 S10의 구조 또한 이와 

동일하다. Fig. 5는 15분 동안 수집된 센서의 원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며, 각 값을 클릭 시 Fig. 6처럼 해당 데이터의 생성일시, 

데이터값 등을 알 수 있다.

Fig. 3. IoT platform resource monitor

Fig. 4. Galaxy watch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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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w data from pressure and heart rate sensor

Fig. 6. Details about a resource data

IV. Conclusions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는 다양하게 이용되어 사용자에게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용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워치 4와 갤럭시 S10 두 기기로부터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oneM2M 표준 플랫폼 모비우스에 저장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현재는 적은 수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추후 여러 대의 스마

트 기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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