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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기반의 추적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널리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GPS 신호 및 무선
인프라가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는 지하 대중교통 시스템의 추적 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동차의 
위치를 아는 것은 지하철 승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모션 상태 및 정차역을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압계와 자기 센서
를 이용하는 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먼저 기압의 변동 및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전동차가
운행하는지 정차하는지를 추정한다. 그 다음에 고도 값과 자기장 값으로 전동차가 정차하는 정확한 역을 추정한다. 우리
는 서울의 지하철 5호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평가했다. 이전 방법과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은 더 높은 정확
성을 얻었다. 

주제어 : 기압계, 자기 센서, 추적, 지하철, 스마트폰 센서

Abstract  Smartphone-based localization has been widely studied in many different scenarios. But as far 
as we know, few work has addressed the problem of localization in undergroun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where GPS signal and wireless infrastructure are not always available. Knowing the location 
of a train is necessary to develop a useful service for subway passengers. And so, estimation of motion 
state and stop station by using sensors on a smartphone is being studied for subway passengers. This 
paper proposes a localization method that uses a barometer and a magnetic sensor on a smartphon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first estimates whether the train runs or stops according to the 
change in air pressure and the strength of the magnetic field. The altitude value and the magnetic field 
value are then used to estimate the exact stop station of the train. We evaluated the proposed method 
using data from the Seoul’s subway line 5. Compared with previous methods,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higher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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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하철은 근래에 와서 중요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이 되고 있으며 도시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철 이
용객이 증가하고 있다[1].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인구
대비 94∼95%로 보급률이 높은데[2], 대부분의 승객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독서, 게임, 비디오 시청, 음악 
듣기 또는 잠자는 데 시간을 보낸다. 현재의 전동차는 도
착할 역을 음성 안내와 화면에 표시하며, 승객은 시끄럽
고 혼잡한 전동차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를 쉽게 무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승객들은 전동차를 타는 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차역을 쉽게 놓칠 수가 있다. 요즘 우
리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지
하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승객의 지하 위치에 대한 
지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착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다[3].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 파악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널
리 연구되어왔다[4,5].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GPS 신호 
및 무선 인프라가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는 지하 대중교
통 시스템의 추적 문제를 해결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 지하철에서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에 도
착할 역을 알리고, 대중교통 안내 및 출구 가이드를 제공
하고, 사용자가 가고자하는 역에 언제 도착하는지 알릴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
다. 전동차가 항상 시간표에 따라 정확히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서 전동차의 위치를   얻는 것이 중
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내장 관성 센서에 의
존하여 스마트폰이 자신의 위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4,6]. 그러나 고정된 스마트폰 자세와 신뢰할 
수 있는 센서 판독 값과 같은 접근 방식의 일부 강력한 
가정은 실제 사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의 내장 관성 센서
를 이용한 실시간 지하철 승객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즉 스마트폰의 기압계(Barometer)와 자기 센서(Magnetic 
Sensor)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의 위치를   추정한다. 
제안된 방법은 먼저 기압의 변동량 및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전동차가 운행하는지 정차하는지를 추정한다. 그 다
음에 고도 값과 자기장 값으로 전동차가 정차하는 정확
한 역을 추정한다.   

2. 관련 연구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s)

는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르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GPS 신호 및 무선 인프라가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는 건물 내부나 지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적(localization)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건물 내부에서의 추적은 스마트폰 센서인 자기계, 가
속도계, 나침판, 자이로스코프 등을 이용하여 자기 지문 
인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또한 건물의 층 추적도 이러
한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6-8]. 그
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지하철 전동차에서의 추적도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가 있다[9-14].   

대부분의 지하철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 센서로 
추적 및 활동 인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
었다. Stockx(2014)의 연구에서는 가속도계와 시간표를 
이용하여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모션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그러나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방
법은 스마트폰을 잡는 방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노이즈 제거를 위한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다. 
Hyuga(2016)의 연구에서는 기압계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추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12]. 제안된 방법
은 기압의 변동량에 의해 전동차의 운동 상태를 추정한
다. 기압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측정값을 유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측정된 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객의 밀도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기압
에 영향을 주게 된다. Watanabe(2012)의 연구에서는 
지하철역 사이를 운행하면서 기압 변화의 유사성으로부
터 정차역을 추정한다[13]. 전동차가 운행하는 동안에 기
압의 변동이 독특하고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지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반대쪽 열차의 영향으로 인
해 기압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과 항상 일치 할 수
는 없다. Sankaran(2014)의 연구에서는 기압계를 이용
하여 운동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14]. 그러나 
이 방법은 전동차를 내리고 타는 승차 여부만 추정하고 
정차역을 추정하지는 못한다.

앞에서 논의된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
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속도계 측정은 스
마트폰을 잡는 방법과 위치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
아 가속도 노이즈가 발생하므로 노이즈 제거를 위한 복
잡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며, 현대 열차에서는 모션 동안
의 충격이 크게 감소하여 가속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다. 그리고 기압계 측정은 승객의 밀도나 다른 전동차
의 영향으로 기압이 변할 수가 있다. 또한 자기 센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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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passenger motion tracking system

정은 다른 열차의 자기 노이즈로 인하여 오류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압계 측정은 측정값
을 유지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측
정된 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이며, 자기 센서 측
정은 자기장의 크기 변화가 전동차의 운동 상태를 분류
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용한다.

3. 제안된 사용자 위치 추적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위치 추적 시스템은 
Fig. 1과 같으며, 기압 측정 및 모터 활동 감지, 모션 상
태 추정, 정차역 추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지하철의 전동
차를 추적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기압계와 자력계를 이
용한 위치 파악 방법으로 추정한다. 기압은 기본적으로 
고도에 따라 변하지만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에 터널에서 
급격히 변동된다. 전동차가 정차하면 기압의 변경은 상대
적으로 안정되고 기압 값은 정차역의 고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전동차가 정차하는 동안의 기압의 변화로 전동차
의 모션 상태인 정차 또는 운행을 추적할 수가 있다. 

또한 전동차의 모터 및 전기 인버터는 전동차의 가속 
기간 중에 큰 자기 소음을 방출한다. 철도를 따라가면서 
전기 및 금속 재료가 복잡한 공간 자성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승객 주변의 자기장은 전동차가 움직이는 한 특
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정차 기간과의 차이는 
가속 및 감속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므로 오 
탐지 정차 감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
에서는 오 탐지 정차 감지를 줄이기 위하여 기압계로 추
정한 결과와 자력계로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모션 상
태를 추정한다.

 
3.1 기압 측정 및 모터 활동 감지

지하철 전동차의 최대 속도는 100 km/h이며, 운행시
의 최대 속도는 80 km/h이다. 그리고 전동차는 출발 후
의 24초간은 가속 운전, 7초간은 타력 운전, 41초간은 
감속 운전을 하여 총 72초간을 운행하며 대략적인 이동
거리는 900 m 정도가 된다. 전동차의 이러한 운동 중에 
터널 내부 공기압 변동의 진폭은 전동차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먼저 측정된 기압으로부터 고도를 계산한다. 식 1은 
기압 데이터를 고도로 변환한다[15]. 온도는 정확한 고도
를 계산하기위한 보정 계수로 사용되므로 온도 요소는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공식에서 h는 고도이고 p는 
기압이며, 기압이 약 0.1 pha 만큼 변할 때, 높이는 약 
0.837m만큼 변동한다.  

 

    




 ×

           (1)

또한 자력계를 이용하여 전동차 주변의 자기장의 강도
를 측정한다. 현대 지하철 운영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
기 엔진으로 구동된다. 각 카트에 분배되는 엔진은 권선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존하여 힘을 성한
다. 가속 단계에서, 전류의 상당한 변경은 현저한자기장
을 유발하며, 이는 지하철 전동차를 앞으로 밀기위해 상
당한 회전력을 발생시킨다[16]. 전동차가 부드럽게 움직
이면 모터 전류가 안정되어 자기장 강도가 감소한다. 따
라서 운행 시작 시에 자기장 강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
상에 비해 더 크다[17]. 식 2는 시간 t에서 자기장 강도 
M(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공식에서  ,  및  는 각각 시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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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ion of motion state: (A) Altitude variance, (B) Smoothed altitude 

Fig. 3. Cumulative distribution of RUNNING and STOPPED

에서 X-축, Y-축 및 Z-축 상의 자기장 강도를 나타낸다. 
원시 데이터에서 측정 노이즈를 필터링하기 위해 10초의 
지속 시간에 해당하는 500 크기의 이동 평균 윈도우를 
채택한다. 

3.2 모션 상태 추정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측정된 고도의 변동과 전

동차 주변의 자기장 크기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지하철 
전동차의 모션 상태(STOPPED 또는 RUNNING)를 추
정한다.

전동차가 운행 중이거나 정차 되었을 때 고도의 변동
이 일어난다. 고도는 지하철 터널의 영향과 실제 노선의 
높이에 따라 바뀐다. 제안된 방법은 고도 변동의 분산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전동차가 운행 중(RUNNING)
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임계값보다 작으면 전동차가 정
차(STOPPED)되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Fig. 2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운행하고 정차하는 
전동차 내에서의 기압의 변동을 고도로 변환한 데이터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A)는 관측된 기압에
서 계산한 고도의 변동이다. Fig. 2 (B)는 임계값을 0.07
로 설정하고 평탄화한 모션 감지 결과를 보여주는데, 볼
록한 부분은 STOPPED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RUNNING을 
의미한다.

전동차가 운행 중일 때에는 자기장의 큰 분산 값이 빈
번히 감지되지만 전동차가 정차중일 때에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기장의 분산 값이 상당히 적은 수준을 유지
한다. Fig. 3은 예비 실험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 세트
에 대한 분산 값의 누적 분포를 나타낸다. 정차 기간에는 
분산 샘플의 80 % 이상이 10 이하로 집중된다. 이것은 
분산 샘플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있는 운행 기
간과는 대조적이다. 이 결과는 자기장의 크기 변동이 전
동차의 모션 상태를 분류하는 강력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 표본 이 주어지면 전동차의 정차 확률은 다음

의 식 3의 자기력 모델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다.

 
def
   

       (3)

정차 기간의 집합을 찾기 위해 각 분산 샘플을 기반으
로 정차 확률을 계산한다.

3.3 정차역 추정
전 단계에서는 측정된 고도와 모터 활동을 감지한 자

기장의 크기로 전동차의 정차를 추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제안된 방법은 전동차가 정차 되었다고 추정한 후에 실
제 전동차가 정차된 정확한 정차역을 판단한다.

고도를 이용한 정차역 추정에서, 측정된 고도와 실제 
지하철역의 고도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유사성에 
의해 전동차가 정차된 역을 추정한다. 따라서 모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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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edEstimation(  BAV, MAV  ) {
  if BAV=STOPPED and MAV=STOPPED then
    if BAV=Tbl.alt then StpStn ← stname
  if BAV=STOPPED and MAV=RUNNING then
    if BAV=Tbl.alt and BAV.dirt=Tbl.dirt then
         StpStn ← stname
  if BAV=RUNNING and MAV=STOPPED then
    if BAV=Tbl.alt and BAV.dirt=Tbl.dirt then
         StpStn ← stname
  if BAV=RUNNING and MAV=RUNNING then
    StpStn ← null  
}

Fig. 4. Proposed stop station estimation algorithm

를 정확히 감지하면 정차역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 논문
에서 제안된 방법은 운행에서 정차로 바뀔 때 고도를 기
록한다. 정차역 추정은 A(고도의 추정치 값)와 B(특정 노
선에 있는 지하철역의 실제 고도)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다. 고도의 상대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A와 B의 각 
원소에서 A와 B의 평균을 각각 뺀 다음에 다음 공식 4를 
사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다.

유사도 










 × 















 × 
        (4)

분산이 작을수록 계산된 고도와 실제 고도가 더 유사
하다. 따라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섹션의 마지막 역이 추
정된 역이다. 

자기장을 이용한 정차역 추정에서, 식 3에서 정차 확
률의 시퀀스(결과)가   주어지면 마지막으로 정차한 기간 
집합을 식별할 수가 있다. 시스템은 먼저 10초의 슬라이
딩 윈도우에서 정차 확률의 시퀀스를 평균한 다음에, 평
활화된 확률 곡선 결과에서 피크를 검출한다. 전동차가 
각각 정차 기간은 보통 단일 양의 피크를 포함하며, 각각
에 대해 인접한 운행 기간과 함께 최적의 경계를 탐색한다.

경계 최적화를 위해, 각 시간 간격을 중심으로 10초의 
다른 슬라이딩 윈도우를 고려한다. 그런 다음에 확률이 
가장 많이 변하는 시간을 찾기 위해 윈도우 앞과 뒤의 평
균 정차 확률의 차이를 계산한다. 음의 피크와 양의 피크
는 각각 실제 정차 기간의 시작과 끝에 거의 동시에 나타
난다. 그리고 자기장의 평활화된 크기에서 양의 피크를 
발견하는데 이러한 피크를 상태 경계의 후보로 삼는다. 
정차 기간의 전과후의 최적 경계를 찾기 위해, 먼저 차동 
정차 확률이 최소화나 최대화되는 시간을 검색하고, 이를 
경계의 초기 솔루션으로 간주한다. 그런 다음에 자기장이 

최대가 되는 초기 해를 중심으로 10초 동안의 시간의 목
록을 계산한다. 윈도우에서 적어도 하나의 피크가 감지되
면 정차 확률이 가장 큰 피크를 추정된 경계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경계에 대한 최종 추정치로 초기 해
를 채택한다. 시스템에 의해 추정된 일련의 모션 상태는 
각 정차 기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세분화된 승
객 모션 추적을 일반적으로 수 초 단위로 제공한다.

다음에, 고도를 이용한 정차역 추정과 자기장을 이용
한 정차역 추정의 결과를 가지고 Fig. 4의 알고리즘에 따
라 정확한 정차역을 결정한다. Fig. 4는 고도 정차역 추
정(BAV)과 자기장 정차역 추정(MAV)의 결과를 분석해
서 실제 정차역의 해를 구한다. 두 방법 모두 STOPPED
로 정차역이 추정되면 추가로 테이블의 고도와 비교하여 
정차역 추정을 확정한다. 두 방법 중에 한 방법만 
STOPPED로 정차역이 추정되면 추가로 테이블의 고도
와 방향을 비교하여 정차역 추정을 확정한다. 그리고 두 
방법 모두 RUNNING으로 정차역이 추정되면 정차역 추
정을 하지 않는다.

4. 결과 및 논의 

4.1 실험 결과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각각 5회의 왕복 데이터를 수집
했다. 전동차의 실제 운행을 기반으로 전동차가 역에서 
멈추거나 출발할 때마다 수동으로 실제 모션 상태인 
STOPPED와 RUNNING를 입력했다. 또한 정확한 정차
역을 추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각 지하철역의 고도와 
방향도 조사하여 테이블로 저장하였다.

모션 상태에서 정차 상태로 추정된 시간 간격이 역에
서 실제 정차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여 모션 상태 추정 정
확도를 평가했다. STOPPED 감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정확률(precision), 재현율(recall), F-measure를 
사용한다. 정확률, 재현율, F-measure은 각각 식 5, 식 
6, 식 7이다. TP는 실제 모션 상태와 추정된 모션 상태가 
모두 STOPPED이며, FP는 실제 모션 상태는 
RUNNING인데 추정 모션 상태는 STOPPED이며, FN
은 실제 모션 상태는 STOPPED인데 추정 모션 상태는 
RUNNING인 경우이다.  

정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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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율                         (6)

 정확률재현율
×정확률×재현율          (7)

precision recall F-measure

this paper 0.96 0.87 0.91

Stockx(2014) 0.86 0.75 0.80

Hyuga(2016) 0.94 0.75 0.83

Table 1. The result of performance comparison with 
other methods 

 

모션 상태 추정 정확도에서, Table 1의 성능 비교 평
가에서는 이 논문의 방법을 Stockx(2014)의 방법과 
Hyuga(2016)의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Table 1은 세 가
지 방법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 논문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tockx(2014)
의 방법은 3 축 가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가속도 결과 값
만 고려하였으며, 성능에서 이 논문과 많은 차이가 있게 
도출되었다. 그 이유는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마
트폰을 잡는 방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 때문에 
노이즈 제거를 위한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Hyuga(2016)의 방법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스마트폰의 
기압계 센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Hyuga(2016)
의 방법과 비교하는 이유는 기압계 센서와 자기 센서인 
두개의 센서가 정차 모션을 판별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역인 정차역의 추정 정확성(accuracy rate)은 
정확한 추정 비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차로 추정된 역
이 실제로 전동차가 정차한 역인 경우에는 정확한 추정
이다. 그러나 전동차가 실제로 정차한 역인데도 정차 추
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잘못된 추정이다. Table 2는 
다른 방법과 비교한 정차역 추정의 성능 평가 결과이다. 
제안된 정차역 추정 방법의 순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모션 상태의 추정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 논문의 정확성은 97%이상이고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this paper Stockx(2014) Hyuga(2016)

accurate rate
 (%) 97.3 85.4 95.2

Table 2. Performance of motion state estimation with 
other methods

  

4.2 논의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기압계와 자기 센서를 사용하여 

지하철의 지하구간에서 사용자의 추적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 결과는 모션 상태에서 정차역을 추
정할 때 관련 연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실험 
결과에서는 모두 모션 상태 추정 오차와 정차역 추정 오
류가 나타났다. 모션 상태 추정 오차는 다른 전동차의 간
섭에 의한 경우, 역 사이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경우, 노선
의 최적 매개변수에 따른 부정확한 정확도인 경우이다. 
정차역 추정 오류는 모션 상태가 잘못 추정된 경우, 공기
조절과 사람들의 밀도가 기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날씨
의 변화인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는 모션 상태 추정 오차와 
정차역 추정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기압계와 자기 센서
를 이용하여 모션 상태 추정과 정차역 추정을 크로스로 
체크하였다. Stockx(2014)의 결과는 모션 상태 추정과 
정차역 추정에서 가속도 측정 결과가 노이즈와 현대 전
동차의 동작 감소로 인하여 제일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그리고 Hyuga(2016)의 결과는 모션 상태 추정
과 정차역 추정을 기압계의 결과만 반영하여 오류나 오
차를 보정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압계로 
정차역을 추정할 경우에 다른 전동차의 간섭에 의한 경
우의 오차, 공기조절과 사람들의 밀도가 기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날씨의 변화인 경우에 자기 센서로 정차역을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오차나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압계와 자기 센서를 이용
하여 지하철 전동차의 모션 상태와 최근의 정차역을 실
시간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전동차의 기압은 
운행 중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전동차가 운행중인지 
정차중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 또한 전동차가 운행 중
일 때에는 자기장의 큰 분산 값이 감지되지만 전동차가 
정차중일 때에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기장의 분산 값
이 상당히 적은 수준을 유지한다. 우리는 서울 지하철 5
호선에서의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을 평가했다. 현장 
실험을 통하여 모션 상태의 추정 정확도와 정차역의 추
정 정확성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높은 결과로 역에
서 정차 기간을 식별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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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다른 센서와 개략적인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의 정확성(accuracy)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자동
적으로 승차 노선 및 방향을 추정하기 위해 연구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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