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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축 가속도 센서의 활용이 차 다양화 되면서 3차원 공간에서의 동작 인식에 한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동작을 바탕으로 한 3차원 공간에서의 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 

한다. 동작의 인식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며, 3차원 공간을 14가지 방향으로 나 어서 인식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3차원 가속도 데이터를 처리하여 동작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만을 제안했을 

뿐, 3차원 공간을 방향으로 나 어 근한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모바일기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3차원 공간 좌표

1. 서 론

   사람들이 차 더 편리함을 요구함으로써 센서를 이용

한 연구 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속도 센서의 

경우 게임기에서 로 에 이르기까지 쓰이는 곳이 부쩍 늘

었으며, 특히 기존에 많이 개발 된 2축 가속도 센서 보다 

는 3축 가속도 센서에 한 개발이 많아지고 있다.

   3축 가속도는 X, Y, Z 축을 통하여 센서의 3차원 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실세계에서 사람의 움직임

에 더욱 가깝기 때문에 최근 그와 련된 연구들이 이슈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의 2차원 인 움직임 감지

를 3차원 움직임 감지로 발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모바일기기의 경우에도 이 의 스마트폰은 터치 주의 

실행이 많은 반면 최근에는 특정 동작을 감지하여 화면을 

환하거나 실행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

부 어 리 이션에서 쓰이는 스마트폰을 직  움직여서 

동작하는 것들은 3차원 인 움직임의 감지라고 보기 보다

는 특정 동작을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까지의 연구들도 3축 가속도 센서의 동작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좌, 우, 상, 하, 앞, 

뒤의 선형 이동과 자이로 센서를 함께 이용한 회  이동

을 감지할 뿐 3차원 공간을 분할하여 근한 시도는 없었

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 축 3개의 축

을 모두 이용하여 센서의 움직임을 3차원 으로 나타내 

보려고 한다. 이 때 각 축의 -, +방향을 고려하여 6가지 

방향을 나타내고, 세 개의 축이 만드는 평면으로 공간을 

나 어 방향을 고려할 것이다. 각 축이 나타내는 방향과 3

개의 축이 만드는 8개의 평면상으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총 14가지 방향으로 센서의 동작을 인식 한다. 이러한 시

도는 모바일기기의 동작 인식을 더욱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어 리 이션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상되어 진다.

2. 련 연구

   3차원 공간상의 방향을 악하기 해서 3차원 공간 

좌표를 알아야 한다. (그림 1)은 3차원 공간 좌표를 나타

낸다.

3차원 공간 좌표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은 총 14가지

이다.

(그림 2)-(a) 에서처럼 Z축이 +일 때 XY평면상에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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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차원 공간상의 방향 

(그림 4) BaseSensor + Motion_3X II

지 방향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Z축이 -일 때 역시 

(그림 2)-(b) 와 같이 4가지 방향을 갖게 된다. 이를 3차

원 평면으로 보았을 때 (그림 2)-(a)는 XYZ, -XYZ, 

X-YZ, -X-YZ 평면을 나타내고, (그림 2)-(b)는 XY-Z, 

-XY-Z, X-Y-Z, -X-Y-Z 평면을 나타낸다. 이처럼 3차원 

공간상에서 8개의 평면으로의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 한 

X, Y, Z 각 축으로의 방향이 있는데 이는 (그림 2)-(c)와 

같이 X, -X, Y, -Y, Z, -Z로의 방향이 된다. 이 게 앞서 

설명한 8가지 방향과 각 축으로의 6가지 방향을 더해 총 

14가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3축 가속도 센서는 3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가속도 센

서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가속도 센서는 력가속도 g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g의 변화량에 따

라 가속도 값이 변화하고, 력 가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변화에도 가속도 값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

의 이동을 감지하기 해서는 기울기의 변화를 최소화 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은 3축 가속도 센서의 좌

표계를 나타낸다. 이 센서는 3장에서 설명하는 Motion_3X 

II 센서이다.

(그림 3) 3축 가속도 센서의 좌표계

3. 하드웨어 환경

   본 연구에서는 한백 자에서 제작된 ZigbeX II 시리즈

의 BaseSensor에 3축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Motion_3X II 옵션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하 다. (그림 4)

는 Motion_3X II 옵션 모듈을 부착한 모습이다.

   

   Motion_3X II 옵션 모듈은 3축의 각 가속도를 측정하

기 해 FreeScale 사의 MMA7260QT 가속도 센서를 이

용한다. 해당 센서는 X, Y, Z 축의 각  가속도 정보를 

압 벨로 출력해주고 해당 출력 핀들은 Atmega8 CPU의 

ADC 핀에 연결되어 분석 된다. MMA7260QT 가속도 센

서가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범 는 1.5g부터 6g까지이며, 

한백 자에서 개발된 Motion_3X II 옵션 모듈은 6g를 선

택하여 각 가속도를 계산한다. 이 때 해당 펌웨어는 처음 

압이 가해졌을 때 측정된 X 축, Y 축 각 가속도를 0g

로 가정하고, Z 축은 1g로 가정하여 각 가속도를 계산한

다. (그림 5)는 MMA7260QT 가속도 센서를 보여 다.

(그림 5) MMA7260QT

4.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센서의 이동 치 추 을 해 사용된 알

고리즘들을 소개한다.

4.1 가속도 측정

   가속도 값을 측정하기 해서는 Zero Reference를 알

아야 한다. Zero Reference는 센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

히 놔두었을 때의 값을 말하며, 센서의 이동시 발생하는 

가속도를 악하기 해 필요하다. 이 때 Zero Reference

를 알기 해 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Calibration 작업은 센서를 가만히 놔두었을 때의 값을 일

정 횟수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값을 기  값으

로 정하는 과정이다. Calibration 과정을 거친 후에는 

Sample Signal에서 Zero Reference의 값을 뺌으로써 실제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실제 가속도 값을 구한 후에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측정된 가속도 값은 항상 정확한 값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압의 이상이나 기타 이유로 비정상

으로 큰 노이즈 값이 나올 수 있다. 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작은 양의 값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들을 필터링 과정을 거쳐 걸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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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Low Pass Filter(LPF)[1] 

(그림 7) High Pass Filter(HPF)[1]

(그림 8) 가속도, 속력(1차 분), 치(2차 분)

4.2 Low/High Pass Filtering

   정확한 가속도 값을 구하기 해서 필요한 필터링 기

법으로는 Low Pass Filtering(LPF)[1]와 High Pass 

Filtering(HPF)[1]가 있다. LPF는 특정 범  내에서 극히 

작은 값이나 큰 값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그림 

6)처럼 높은 주 수를 감쇄 하며, 센서를 움직일 때 흔히 

값이 튄다고 표 하는 노이즈를 감소시켜 값이 되면

서 생기는 치의 오차를 보정해 다.

   HPF는 LPF와는 반 로 주 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 값들을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센서가 이

동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작은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센서가 멈춰있는 것을 감지할 때 사용된다. (그림 7)은 

HPF의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고주 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입력 신호와 더 근사한 값을 갖는 것을 그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Positioning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 값을 제거한 후에는 이  분

을 통하여 속도와 치 값을 구해야 한다. 이 때 포지셔닝

을 한 알고리즘은 Freescale 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2]

을 사용하 다.

   and   ∴

   의 식은   를 구하기 하여   를 이 분 하는 

수식이다.

  먼  가속도를 속력으로 바꾸기 하여 분하는 과정

에서 이  샘 링 값과, 재의 샘 링 값 사이에 데이터 

손실이 생기게 된다. 이는 속력을 치 값으로 변환하기 

한 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데이터 손실

은 재의 샘 링 값에 | 재 값 - 이  값| / 2 한 값을 

더해서 해결 한다. 그 후 4.1에서 설명한 Zero Reference

를 빼주면 실제 가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림 8)은 

이러한 분을 거쳐 구해진 샘 그래 들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속도 값은 음수 값을 가지

게 된다. 이러한 것은 센서가 계속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두 번째 그림인 속력의 하향 곡선과도 

계가 있다. 하지만 속력은 음수 값을 가질 수 없고, 양수 

좌표에서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 치 값은 음수 값을 가

질 수 없는 이 속력과 같지만 치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커지기만 하는 상승곡선을 이루

게 된다.

4.4 동작 멈춤 인지

   시작 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센서가 이동을 하 는

지 알기 한 기 으로 한 번의 동작을 감지하기 해 동

작의 멈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센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후 멈출 때까지를 한 번의 동작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한 은 노이즈들의  값이 센서의 방향 감지를 방

해하는 것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멈춤을 감지함으로

써 센서의 속력을 0으로 기화 해주기 때문이다.

  동작의 멈춤 인식은 임의의 상수 EPSILON 보다 작은 

가속도 값이 연속 으로 n번 나타났을 때 이를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속력을 0으로 만든다.

5. 실 험

   실험은 Cygwin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TinyOS2.x  기

반이며, NesC와 JAVA를 사용하 다.

(그림 9) 3차원 좌표 평면에서의 방향 인지

  

   여기서 14가지 방향을 인지하는 방법은 (그림 9)를 바

탕으로 한다. 2개의 축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을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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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 때 특정 방향으로   범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를 방향이동으로 단하게 된다. 2차원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은 (그림 9)의 XZ 좌표가 나타내는 4

가지 방향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회  하면 XY 좌표 

평면과, YZ 좌표 평면 기 에서의 방향도 나타난다. 2차

원 평면에서   의 범  내로 이동한 것은 단일 축 방향으

로 이동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3개의 축이 모두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움직임이 없을 때의 Noise로 

단을 하고, 0으로 감쇄 시켜 동작 멈춤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10) +Z로의 이동(±X±YZ)

  

 

(그림 11) -Z로의 이동(±X±Y-Z)

(그림 12) Y축으로 이동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그래 에서는 XY, XZ, YZ 평면상에서의 움

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14가지 방향  하나의 방향을 감

지하여 텍스트로 표 해 주고 있다.

   (그림 13)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과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동작 인식 흐름도 

6. 결론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3차원 공

간상에서의 동작 인식에 해 알아보았다. 총 14개 방향으

로의 동작을 인식을 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을 방향으로 

근한 시도는 이 에 없었다.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방향

에 따른 동작을 인식한 후에 추가 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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