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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가속도 센서 기반 인간 행동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분석

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내

장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인 행동 중에 앉기, 걷기, 달리기 등의 행동 특성을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간의 기

본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차원 가속도 센서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를 시간축에서 샘

플링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

즘, 랜덤 포레스트,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 방법을 비교하여 

각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Ⅰ. 서 론

사용자 중심의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인간의 의도 및 감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다양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인식하

기 위한 연구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1]. 인간의 행동 패

턴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물리적인 행동

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가 되는 정적인 행동과 동적인 행동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동적 행동으로는 걷기와 달리

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구분되고, 정적 행동으로는 앉

기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범위를 앉기, 걷기, 달리기의 세 가지로 정의하고, 이들 행동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인간의 정적, 동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센서의 부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한 방법은 사람의 신

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이고 

[3], 다른 하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간

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

법이다[2]. 센서를 직접 인간의 몸에 부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방식에서는 인간의 뇌파, 맥박, 혈압, 심전도 등을 측정할 수 있

는 센서를 부착하여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센서를 직접 인간

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은 센서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사용자의 행동에 제약을 주고,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용자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등 다양한 휴대용 디바이

스에 내장된 센서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스마트

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3축 가속도 센

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등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

식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6]. 특히,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 기반 실시간 행동 인식 기

술은 의료, 운동, 스마트 의류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시대에서의 사용자의 

행동 인식 및 의도 분석은 다양한 활용분야에서 기본 기술로 요

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림 1>에서와 같이 크게 두 단계로 구성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가속도 센서로부터 

회전 성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획득, 정형화하는 과정과 두 번째 

단계로 기댓값 최대화, 랜덤 포레스트[7], 딥러닝 기반의 기계

학습 방법에 따른 인간 행동 성능의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가장 널리 활

용되는 구글 행동인식 API 기술을 이용한 행동 인식 기술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기계학습별 행동인식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설

명하도록 한다. 4장 및 5장에서는 직접 수집한 사용자 행동 데

이터로부터 각 기계학습별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분

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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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간 행동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

술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행동 인식 API를 이용한 행동 분

석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4]

[8]. 구글 행동 인식 API는 Fused Location Provider (FLP)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고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

서, 기압 센서, 지자기 센서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

터를 종합적으로 기계학습 분류기에 넣어 특정 행동 패턴과 가

장 유사도가 높은 행동 패턴을 정답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취

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On 

Foot’, ‘Vehicle’, ‘Unknown’ 세 가지로 구분하여 움직임 패

턴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ehicle’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

이 있다.  또한, 유사도 값이 일정 임곗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

는 결과 판단을 ‘알수없음’으로 판단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사

용자가 앉아있는 경우에 대부분 ‘unknown’으로 인식하였다. 

‘Unknown’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센서로부터 데이터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급격하게 사용자의 움직임이 변화하여 센서의 값

의 변화 폭이 많은 경우에 각 센서별 데이터의 임계값이 일정 

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알수없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

양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앉기와 같이 센서의 데이터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행동을 강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Ⅲ. 본 론 

본 절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로 들어온 데이터로부터 잡음에 

강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추출된 데이

터에 기댓값 최대화 기법(Expectation Maximization, EM),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리고 1차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딥러닝을 적용하여 기계학습

별 행동 인식 성능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비교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는 지구의 중력 가

속도를 이용하여 사용자 스마트폰의 X, Y, Z 축 방향으로의 힘

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따라서 가속도 데이터의 각 축의 

좌표 값은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바뀌게 되며, 이러한 변화 정

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데이터의 회전 성분은 정확한 행동 인식에 방해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회전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움직

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X, Y, Z 축 방향으로의 움직임 

값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도록 하였다. 

     2 2 2V X Y Z= + +                     (1)

식 (1)을 이용하면 3축 방향으로의 가속도 값을 대표성분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다양한 회전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

림 2>는 식 (1)을 이용하여 변환한 앉기, 걷기, 달리기 데이터

의 특징점을 시간 축 위에 그린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앉기, 걷기, 달리기 등의 행동 패턴에 따라 V의 값이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가속도 센서로부터 추출된 V값의 변화 폭이 커짐을 

표 1. 구글 행동 인식 API를 이용한 행동인식 성능 분석

On Foot Still Vehicle Unknown

구글

행동

인식

걷기 28.34	% - 22.40	% 31.15	%

달리기 27.21	% - 0.58	% 54.48	%

앉기 0.78	% 3.50	% - 95.70	%

그림 1. 제안하는 인간 행동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별 비교 분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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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비록 개인별 움직임의 차이나 스마트폰의 위치에 따

른 차이로 인해 표준편차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걷기, 뛰기, 앉

기의 각각의 행동 패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그림 2>

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후에서는 V 값을 바탕으로 기댓값 최대

화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 및 딥러닝을 이용한 기계학습 패

턴인식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행동 패턴을 분류하기로 

하고 앉기, 걷기, 달리기의 V 값이 평균 ( 1, 2,3)i iµ = 과 분산 
2 ( 1, 2,3)i iσ = 을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입

력되는 V 값이 앉기, 걷기, 달리기의 각 분포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하여 행동 패턴을 구분하였다. 앉기, 걷기, 달리기 

각각에 해당하는 행동 패턴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앉기 행동에 대한 확

률 밀도 함수의 분산 값은 매우 작아서 걷기 및 달리기와 구분

이 잘되는 반면, 걷기와 달리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많이 겹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달리기의 경우 개인의 달리기 속

도와 스마트폰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매우 큰 분산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개인별, 센서별 특성에 따라 많은 편차

가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인식하기 위하여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행동 가속도 데이터 군집의 개

수와 종료 조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 후에 기댓값 최대화 알

고리즘은 E-step 과 M-step으로 나뉘어 실행된다. E-step에

서는 각 행동 패턴의 확률 분포에 대하여 입력된 가속도 센서

의 V 값들이 속할 확률값을 계산하여 가중치로 변환하여 각 학

률 모델에 배정한다. M-step에서는 새로 배정된 입력 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변경하며, 이때 입력 값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likelihood 값에 따라 일정 임곗값을 넘을 때까지 위의 E-step 

및 M-step을 반복하여 최적화하여 행동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리기의 경우 분산 

값이 매우 커서 다른 행동 패턴과 유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랜덤 포레스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행동 패턴 

변동 폭이 큰 문제를 배깅(Bagging)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 트

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변동 폭이 큰 앉기, 걷기, 달리기의 패턴 분류를 위하여 

임의성에 의하여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트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트리의 예측이 각 트리간 상관관계를 최소화하

여 일반적으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은 특징 벡터의 크기

에 덜 민감하고, 분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랜덤 포레

스트 분류기는 여러 개의 이진 트리를 앙상블 형태로 결합한 방

법이다. 각각의 이진 트리의 구조는 랜덤하게 성장하는 방식을 

따른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 개의 이진 트리 구조

에서의 확률 값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분류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인간 행

동 분석 알고리즘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강인한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가속도 센서를 통하여 획득된 데이터의 예

그림 4.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인간 행동 인식 기술

그림 3.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하여 앉기, 걷기, 달리기 행동 특성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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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턴인식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좋은 인

식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CNN을 기반으로 행

동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5>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입력된 가속도 센서 값을 기반으로 패턴에 대

한 학습을 위하여 CNN 기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였다. 구

체적으로 CNN을 이용한 deep neural network방법은 크게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그

리고 softmax layer로 구성된다. Convolution layer를 통하여 

입력된 가속도 특징 벡터 데이터로부터 필터와의 convolution

을 통하여 부분 최댓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특징 벡터의 부분 최

대값을 추출하도록 한다. Pooling을 통하여 부분 최댓값을 추

출한 후에, weight값들의 여러 층들의 조합을 통하여 학습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softmax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앉기, 걷기, 

달리기 패턴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중치 값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함으로

써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였다.

Ⅳ. 실험 결과

스마트폰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물리

적 행동을 인식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는 스마

트폰을 이용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위치를 사용자의 가방, 손, 

주머니 등으로 다양화하여 스마트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을 재연하여 실험하였다. 본고에서 인간의 앉기, 걷기, 달리기

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하여 1초 단위로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

한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을 검출하였으며, 10초 단위로 검출한 

V값을 특징벡터로 인간의 행동 인식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훈련데이터의 양은 총 497,512 개의 특징 벡터를 사

용하였으며, 248,765개의 특징 벡터를 테스트 벡터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2>에서 각각의 기댓값 최대화, 랜덤 포레스트, CNN 기반

의 딥러닝을 이용한 인간 행동 인식 성능에 대하여 confusion 

행렬로 인식된 행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세 가지 패턴 인식 

알고리즘 중에서 CNN을 이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

댓값 최대화 및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앉기 행동이 다른 행동에 

비하여 특징 벡터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식 성능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걷기와 달리기에 대하여 많이 혼

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사용자의 행동 특성 및 휴

대폰의 위치에 따라 걷기와 달리기에 대한 행동 인식에 많은 영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CNN을 이용한 행동인식의 경우, 

앉기 및 달리기 행동에 대한 인식 성능이 모두 99%를 넘는 반

면에 걷기 행동에 대한 인식 성능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로부터 추출한 가속도 센서의 특징 벡터의 절대

값이 걷기의 경우 달리기와 앉기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걷기

에 패턴이 달리기 및 앉기 행동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앉기와 달리기 행동에 대한 특징 벡

터의 값이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케이스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CNN기반 딥러닝을 이용한 인간 행동 인식 기술

표 2.  기댓값 최대화, 렌덤 포레스트, CNN 기반 인간 행동 인식 
성능 비교를 위한 confusion 행렬

걷기 달리기 앉기

기댓값

최대화

걷기 74.85% 16.52% 8.63%

달리기 14.64% 83.68% 1.68%

앉기 11.18% 1.09% 87.73%

랜덤

포레스트

걷기 83.99 % 5.19	% 10.80	%

달리기 5.40	% 94.37 % 0.2	%

앉기 7.75	% 0	% 92.24 %

CNN

걷기 76.84 % 5.60	% 17.51	%

달리기 0.31	% 99.29 % 0.38	%

앉기 0.20	% 0	% 99.79 %

68 | 정보와 통신

주제 | 3축 가속도 센서 기반 인간 행동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분석



Ⅴ. 결 론

본고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행동인 앉기, 걷기, 달리기 행

동에 대하여 기댓값 최대화, 랜덤 포레스트, 및 CNN 기반의 딥

러닝 기법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따른 인식 성능을 비교 분석하

였다. 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인간 행동 인식 시스템이 전통적

인 기계학습 방법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

여 증명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분석한 바와 같이 가속도 센서로

부터 회전 특성을 제외한 크기 값을 시간에 따라 분석함에 따라 

앉기, 걷기, 달리기 특징에 대하여 사람의 특성, 휴대폰의 위치

에 따라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간 도메인이 아닌 주파수 

도메인에서 각 행동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른 행동 패턴

간 차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면 행동 인식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센서와의 조합을 통하여 차원을 줄임과 동시에 

인식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할 계획

이다. 

본고를 통하여 제안된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행동 인식 

기술은 의료, 운동, 스마트 의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인간

의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인간의 의도 

및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의도에 대한 이해는 사용자 중심의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

작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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