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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다양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행동 인식을 위하여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FFT로 주파수 대역폭으로 변환한 후, 

윈도우 구간을 선택하여 SVM기반으로 행동을 인식하였다.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은 걷기, 돌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엘리베이터 타기, 앉기, 일어서기이다. 행동 인식을 위한 가속도 센서는 

벨트에 버클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실험하였다. 과거에도 하나의 센서나 퓨전 센

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물리적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 연구들[2][3]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가

장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벨트의 버클에 하나의 3

축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

해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지할 수 있으며, 누적된 행동정보를 이용하여 활동량 측정 및 

칼로리계산등에 활용될 수 있다. 

2. 본 론

 하나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SVM기반으로 8가지 행동을 분류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속도센서를 착용 후 실시간으로 행동을 인식한 후 추출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를 위해 정규화 

작업인 필터링 작업을 하였다. 센서는 미세한 유저의 움직임 때문에 잡음이 섞여 들어 갈 수 있어서 신

호를 정확하게 해석 할 수 없기 때문에 FIR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였다. 또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행동 별로 패턴을 정의하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필터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행도에 대한 특징을 검출하기 위해 FFT(Fast Fourier Transform)와 

각 축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가속도 센서에서 추출된 원신호에서 필터링된 신호를 FFT

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후 주파수 대역별 크기(magnitude)를 계산하였으며, 윈도우 길이는 

각 행동별 200개의 샘플을 바탕으로 FFT로 변환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윈도우단

위로 평균값을 계산하고 x축과 y축, y축과 z축, z축과 x축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특징을 검출하면 행

동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이 값들은 일어서기와 계단 오르기와 같은 행동들의 에너지 분포를 분석하

여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행동별 윈도우들을 이용하여 윈도우 단위별로 계산된 평균

값, 축과 축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SVM과 MLP (Multi Layer 

Perceptron)입력 값으로 이용하였다. 각 행동별로 하나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1초에 10번씩 샘플링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 2000개의 샘플 중에서 앞뒤 5~10초에 있는 값은 제외

하였다. 

* 본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유비쿼터스컴퓨팅및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

발사업의 08B3-S3-10M과제로 지원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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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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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lkingForward 163 0 0 2 3 0 0 0

b.Turnning 0 145 0 0 3 0 18 4

c.Running 0 0 175 0 0 0 0 0

d.GoingdownStairs 11 0 0 173 0 0 0 0

e.GoingUpstairs 1 0 0 0 167 0 1 0

f.TakingElevaor 0 0 0 0 0 170 16 0

g.Sitting 0 19 0 0 2 3 140 47

h.Standing 0 11 0 0 0 2 0 124

92.60% 82.86% 100% 98.86% 95.43% 97.15% 80% 70.86%

 이렇게 얻은 1600개의 샘플 중에서 200개의 샘플 단위로 행동을 구분하였다.윈도우는 행동 별로 20개

의 샘플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SVM으로 행동을 분류하였다 [1].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MLP로 

행동 분류를 한 후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MLP는 Hidden node수를 150개, 500개,1000개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SVM기반의 분류 방법은 학습데

이터와 특징검출에 따라 행동 인식률이 달라진다. 가장 높았을 경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을 분류 

하였을 경우 92.86%였다. 각각의 행동에 대한 인식률은 그림 1과 같다. 계단 내려가기와 달리기일 때 

인식률이 높았으며 일어서기는 앉기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인식률이 낮았다. 

그림 1. SVM에 대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행

동인식을 위해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총 8가지 행동라벨을 정해 놓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의 물

리적인 행동을 인식하였다. SVM과 MLP 방식으로 행동을 분류해 본 후 성능비교를 했을 경우 SVM이 다른 

분류기에 비해 인식률이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인식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92.86%일 때이고 각 행

동 별로 봤을 때는 달리기행동이 100%로 분류 되어 제일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벨트형 행동인식은 사용자가 벨트의 버클형태로 간단히 착용만 하면 시간별 활동량과 운동량을 모니터

링할 수 있어 미래의 웰빙 라이프 시대의 건강관리를 위한 유용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로는 행동인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특징검출에 대한 방안과 다양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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