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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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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통신 기반에서 최적의 성능을 위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가속도

센서는 각속도 센서보다 데이터 변화량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 출력 값의 오류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가속도 센서로부터의 각 축에 대한 데이터 값에 칼만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노이즈를 최소화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x, y 변화량에 칼만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손 떨림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Quaternion 사상 처리를 통해 데이터 추출을 적용한다. 추출된

데이터 값에 중력 가속도를 이용한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기울임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치의 급격한 움직임에 의한 센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사용자에 따라 달리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는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An Adaptive Pointing and Correction Algorithm

Using the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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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ointing and correction algorithm for optimized performance based on

Bluetooth communication. The error from the accelerometer sensor’s output must be carefully managed

as the accelerometer sensor is more sensitive to data change compared to that of the gyroscope sensor.

Thus, we minimize the noise by applying the Kalman filter to data for each axis from the accelerometer.

In addition, we can also obtain effect compensating the hand tremor by applying the Kalman filter to

the data variation for x and y. In this study, we extract data through the Quaternion mapping process

on data from the accelerometer and gyroscope. In turn, we can obtain a tilt compensation by applying

a compensation algorithm with acceleration of the gravity of the extracted data. Moreover, in order to

correct the inaccuracy on smart sensor due to the rapid movement of a device, we propose a adaptive

pointing and correction algorithm using the genetic approach to generate the initial population depending

on th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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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처리 과정

1. 서 론

모션 인식 기술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 기술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클라우

드 컴퓨팅 등의 서비스와 함께 센서 등의 하드웨어

분야에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태블릿 PC, 체감형 게임기의 등장은 이를 더욱 가속

화 시키고 있다[1]. 이러한 MEMS 센서 시장 및 응

용분야 확대로 인해 MEMS 센서를 이용한 모션 인

식 포인팅 인터페이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MEMS 센서에 탑재된 가속도 센서와 각속

도 센서를 이용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2].

기존의 포인팅 알고리즘은 가속도 및 각속도 센서

뿐만 아닌 지자기 센서를 필요로 한다[3]. 본 연구에

서는 방위각을 탐지할 수 있는 지자기 센서를 사용하

지 않고 가속도 및 각속도 센서만을 사용하여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지자기 센서를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전력 소모

량을 갖는 장점을 갖지만, 가속도 센서의 중력 가속

도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모션 센서가 탑재된 장치의 부드러운 움직임에는

중력 가속도 값을 포함한 가속도 센서의 변화량은

안정적으로 변동되지만, 장치의 급격한 움직임에는

가속도 센서의 변화량이 불안정하게 변동되어 결과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추가적인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장치의 급격

한 움직임에도 안정적인 결과 값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색과 최적화 문제 해

결을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복잡한 조합문제에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하고 최

적에 가까운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기울임 보정 효과를 얻기 위해 중력 가속도 값을 이

용한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에 추가적인 기준 값을

설정함으로써 급격한 장치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결과 값을 최적화 하였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기존의 포인팅 및 보정 알고

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과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션 센서가 탑재된 장치

의 움직임이 급격히 상하 또는 좌우로 반복할 때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4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과 기존의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분석 및 비교한다. 그리

고 마지막 5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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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모션 인식 포인팅 인터페이스를 위해 그림 1과 같

이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처리 과정을 제안한다.

기존의 포인팅 알고리즘은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뿐

만 아니라 지자기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방위각에 대

한 보정효과를 얻었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은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만을 사용

하고 추가적인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정교

하고 부드러운 포인팅을 구현하였다. 가속도와 각속

도 센서 데이터 값을 이용한 제안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은 크게 Quaternion 사상을 이용한 포인팅

알고리즘,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 칼만 필터를 이용

한 보정 알고리즘으로 나뉠 수 있다[2].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의 퓨전을 이용한 포인팅 알

고리즘으로서 Quaternion 또는 Rodrigues 사상 처리

를 사용할 수 있다[2]. Quaternion 사상과 Rodrigues

사상은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데이터 값을 이용한다

는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Quaternion 사상은 Gimbal Lock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축 변환을 하지만 Rodrigues 사상은 고정

된 축 상의 벡터 성분을 회전 변환한다는 점이다. 이

로 인해 Quaternion 사상은 장치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울임 값을 반영할 수 없는 반면에 Rodri-

gues 사상은 기울임 값을 반영 할 수 있다. 결과론적

으로 두 가지의 사상 처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Qua-

ternion 사상의 성능이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연산

속도 및 보정 효과 면에서도 더 효율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2,5,6].

사용자가 포인팅 대상, 즉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축을 user-frame 이라고 하고, 장치의 기본 축을

body-frame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치의 경우 기본적

으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방향의 z축을 기본 축

으로 설정하면 식(1)로 표현 될 수 있다[7].



 ⊗  ⊗      (1)

위 식(1)에서 는 z축을 기본 축으로 하는 body-

frame, 는 z축을 기준으로 하는 user=frame을 의

미한다. 그리고 는 사원수의 벡터 값을 의미하며,

는 사원수 벡터의 켤레 값이다. ⊗은 Quaternion

곱셈을 의미하며,      라고 하고 우변을 풀

면 식(2)를 얻을 수 있다.

        

(2)

z축을 기준으로 보정된 각 변화량 유도 과정을 적

용하면 보정된 ’값은 식(3)과 같다. 여기에서 는

위 식(2)  값의 y축 성분을 의미하며, 는
 값의

z축 성분을 의미한다.

 ′ tan  


 tan     


 (3)

보정되기 전 값은 장치 상에서 디스플레이를 바

라보는 축에 대한 각 변화량을 대입하면 된다. 각속

도 센서로부터 받은 x, y, z축에 대한 각속도 값을

시간 변화량만큼 곱함으로써 각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장치 상에서 디스플레이로 바라보는 기

본 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x, y축에 대해서 보정된

’값을 오일러 공식에 대입한다. 이를 풀면 디스플레

이 상의 x, y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

기울임에 대한 정보가 없는 Quaternion 사상을 기

반으로 장치의 기울임을 보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

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가속도 센서는 x,

y, z 축 각각에 대해 중력 가속도 값이 포함되기 때문

에 기울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8].

장치의 기울기에 따른 주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식

(4)와 같이 단위 값을 계산하여 의 데이터 변화량

을 확인하면 cos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

에서 
, 

, 
는 각각 x, y,

z축의 가속도 센서 데이터 값을 의미한다.

       

 


      

 

 
 

 
 




(4)

식(4)과 같이 cos와 유사한 값을 갖는 를 이용

하여 기울임 각(Tilt angular)를 구할 수 있다. 는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초기 해집단(Initial population)의 생성에 있

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기울

임 각의 범위가 0부터 2라는 점이다. 이는 장치를

좌측으로 회전 할 경우 기울임 각의 정보는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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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

그림 3. 칼만 필터가 적용된 가속도 센서 데이터 보정 과정

만, 우측으로 회전 시 △y의 역방향 문제를 발생시키

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기울임 각을 유도한다.

장치의 움직임이 좌, 우로 빠르게 움직일 경우 가

속도 센서 데이터 값이 급격히 튀는 현상이 발생한

다. 이에 추가적으로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보완하

기 위해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거치지 않는 조건문

을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부분이 된다.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의 데이터 값을 추출해

보면 각속도 센서의 데이터 값은 안정적이며 노이즈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 데이

터의 변화에는 디스플레이의 x, y 변화량은 민감하

게 반응한다. 이에 가속도 센서 데이터 값의 노이즈

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센서 보정 알고리즘

으로서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다①. 추가적으로 기울

임 보정 알고리즘 이후 최종적인 x, y 변화량에 대해

서도 적용시킴으로써 손 떨림이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보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②.

칼만 필터는 상태 변화에 대한 변화량을 예측하고

또한 현재의 입력의 노이즈 측정값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를 추정한다[9].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불확

실성, 즉 covariance 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제

값에 가까운 상태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 데이터

의 중요도는 표준편차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칼만 필

터의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재귀적 자료 처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된 유전자 알고리즘에

서 초기 해집단을 생성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 데이터

의 z축에 대한 단위 값을 이용한다. 유전자 알고리즘

에서 초기 해집단의 생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가속도 센서의 노이즈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정 알고리즘으로써 칼만 필터를 적용하

였다.

3.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장치에 대한 급격한 움직임

에도 디스플레이 상의 x, y 좌표 변환 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장치에 대한 급격한 움직임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디스플레이 상의 x, y 좌표

변환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기울임

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cosine 함수와 근접한 가속

도 센서의 z축에 대한 단위 값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울임 각을 유

도하는 과정에서 기울임 각이 장치가 90도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보다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기울임 각의 변동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치의 회전각이 90도에 가까울 경우에 급격한

움직임에 x, y 변화량의 왜곡이 거의 없는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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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 처리 과정

 


  








 : 공유를 고려한 해집단의 i번째 해의 적합도

 : 해집단의 크기

 



 : i번째 해와 j번째 해의 거리

원소 값의 차의 절대 값을 전부 더한 값

 : 해집단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두 해의 차이

          

 : i번째 해의 품질

 : 해집단에서 가장 나쁜 해의 품질(가장 낮은 값)

 : 해집단에서 가장 좋은 해의 품질(가장 높은 값)

 : 선택압

그림 5. 적합도 계산 식

된다. 이러한 기울임 각의 변동 특성을 이용하여 특

정 값을 기준으로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의 적용 유무

를 판단하는 조건부를 적용할 수 있다.

칼만 필터를 통해 보정된 가속도 센서 데이터 값

들을 이용한 z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 값들은 유전

자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인덱스에 대치된다. 이 인덱

스들은 초기 해집단으로써 추가적으로 장치의 움직

임을 급격하게 움직이는 환경에서의 개체들이다. 이

개체들은 순열로써 임시 저장되며 이 값들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거쳐 최적의 값을 도출해낸다. 최적화 된

결과 값은 위의 적합도 계산식인 공유 기반 적합 방

식에 적용된 최대의 적합도를 가지는 개체이다[10].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와 같이 최적화된 기울임 기준

값을 도출하는 처리 과정과 이를 기존의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에 접목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임

계값 설정에 적용한 이유는 사용자에 따라 손목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적인 임계값 설정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초기 해집단의 생성을 사용자의 움

직임에 따른 가속도 센서의 z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

위 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따른 임계값 설정

이 가능하다.

초기 해집단의 생성 조건은 장치의 급격한 움직임

에 따른 가속도 센서 데이터 값이며, 추출된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 값을 z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 값으

로 변환한다. 어떤 해의 적합도는 해집단으로부터 그

해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값이며, 이 값에는 그 해의

품질도 반영된다. 그리고 해집단의 크기(개수)에 따

라 생성된 초기 해집단을 바탕으로 근접한 한 쌍의

해를 집단으로 선택한다. 선택된 집단은 혼합 교차

방식과 설정한 변이 확률에 따른 임의의 다른 집단의

해와의 변이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유전자 연산처리

를 수행하면 새로운 해집단을 순열에 추가하고 각

해에 대해 적합도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종료조

건을 만족할 때까지 새로운 해들을 생성해서 대치하

는 일을 반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환된 개체들은

공유 기반 적합도 계산을 활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

였다[11]. 아래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적용된 적합도

계산식을 보여준다. 적합도가 높은 개체는 종결 조건

을 만족한 이후 최적화된 기준 값으로 선정된다.



7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6권 제1호(2013. 1)

생성된 해집단에서 서로 근접한 개체들을 집단으

로 생성하여 교차하였으며, 교차 방법으로는 개체의

성분이 비트 코드가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산 교차 기법이 아닌 혼합 교차 기법을 적용하였다

[11]. 여기에서 사용되는 탐색 계수는 사용자에 의해

정의가 가능하며 양수의 값을 반영한다. 한편, 변이

는 해가 순열인 점을 이용하여, 순열의 각 인덱스를

차례대로 보고 정해진 변이 확률로 해당 인덱스의

원소를 다른 임의의 인덱스의 원소와 자리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이 확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세대가 반복될수록 일정 확률로 다른 집단과의 교배

를 통해 보다 더 적합한 개체를 생성할 수 있다[12].

생성된 해집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한 쌍의 인덱스를

혼합 교차 기법을 적용한 이후, 변이확률에 따라 순

차적으로 인덱스의 순서를 바꾸는 연산 알고리즘으

로 교배, 변이 서열은 균등하며 적합도 계산에 의해

최적의 임계값을 추출한다[13].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복잡한 조합문

제에서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하고 최적에 가까운 해

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울임 보정 알고리즘의 적용 유무를 판단

하는 조건부의 기준 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사

용자 마다 다른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 적응적인 포인

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 우선 사용한

파라미터 값들을 정리하면 최대 세대 수는 50, 해집

단의 크기는 300, 선택압은 3, 변이 확률은 0.20, 유전

자 알고리즘 반복 횟수는 50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은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과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

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

다. 제안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의 결과 값은 디

스플레이 상의 x, y 변화량으로서 장치를 수평으로

움직일 경우 수직에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수직으로

움직일 경우 수평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가속도 센서의 경우 하드웨어적으로 급격한 움직임

으로 인해 다른 축의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하는 포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또

한, 기존의 포인팅 알고리즘은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뿐만 아니라 지자기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장치의 기

울임에 대한 보정 처리를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자기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도와 각속도 센서

만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

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특히

사용자에 따라 임계값을 설정함으로써 적응적 포인

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울임 각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장치가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는 경우

는 장치가 90도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보다

기울임 각의 변동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cosine 함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가속도 센

서의 z축에 대한 단위 값 때문이다. 장치를 좌우로

급격하게 움직였을 경우 디스플레이 상의 y출력 값

변화량은 아래 그림 6와 같다. 최적화된 기준(임계)

값을 적용한 결과 값은 그렇지 않은 결과 값보다 상

대적으로 변동의 폭이 일정하며 최대 변화량이 적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장치를

급격하게 좌우로 움직일 경우 한쪽 방향으로 y 변화

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장치를 상하로 급격하게 움직였을 경우 디스플레

이 상의 x출력 값 변화량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위의

좌우로 급격하게 움직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적

화된 기준 값을 적용한 결과 값은 그렇지 않은 결과

값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의 폭이 일정하며 최대 변화

량이 적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

여 장치를 급격하게 상하로 움직일 경우 한쪽 방향으

로 x 변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를 이용한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따른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구현하였다. 센서 데이터의 노

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정 알고리즘으로 칼만 필

터를 적용하였지만,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센

서의 성능이 이에 맞춰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

리즘은 공유 기반 적합도 계산, 혼합 교차 방식 및

변이 확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따라 근사

값에 가까운 기준 값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칼만 필터에 의해 보정된 센서 데이터 값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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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장치를 수평으로 급격하게 움직인 상태의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 유무에 따른 y출력 값 비교

그림 7. 장치를 수직으로 급격하게 움직인 상태의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 유무에 따른 x출력 값 비교

전자 알고리즘에 필요한 초기 해집단으로 적용함으

로써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값들을 적응적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는 포인팅 알고리즘이 지

속적으로 실행되면서 추가적인 인터럽트를 입력할

경우 즉각적인 보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

안된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은 제한된 유전

자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지만 추후 논문에

서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

적인 적응적 포인팅 및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할 필요

가 있다.

사용자와 기기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터

페이스에서 기기가 사용자를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은 점점 부각될 것이다[14,15]. 향후 연구 과제로는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에 제한되지

않은 Natural User Interface에 적합한 센서를 사용

함으로써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내는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사람과 기기가 소통하기 위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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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가장 밀접한 아날로그 환경에 접근하는 방법도

인터페이스 혁신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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