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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험인지를 한 비정상 걸음인식 

유창근*

Abnormal Step Recognition for Pedestrian Danger Recognition 

Chang-Keun Ryu*

요 약

범죄 험을 방하기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옥외활동 하는 보행자들이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 의 하나는 비정상 인 건강상태이다. 술에 만취하여 정상 보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

가 노출되었을 때, 범행 상이 되는 경우가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활

동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 추정 방안을 제안한다. 센서와 센서의 이벤트 정보 송을 하여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하는 불편을 피하기 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비정상 인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 3축 가속도를 통하여 측정한 각 축으로의 운동량을 산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시간 역에서의 

활동 패턴을 인지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기 하여 가속

도 센서의 각 방향으로의 운동량과 운동에 지 총량을 계산한 것과 에 지 총량을 푸리에 변환한 값을 비교

하여 평가하 다.            

ABSTRACT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event crime risk. One of the cases where outdoor pedestrians are attacked by criminals is the abnormal health 

condition. When a mental or mental condition that can not sustain normal walking due to drunkenness is exposed, the case of being a crime is revealed 

through crime case analysis.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for estimating the state of an individual that can be detected in outdoor activities. In 

order to avoid the inconvenience of installing a separate terminal for event information transmission of sensors and sensors, it is possible to estimate an 

abnormal state by using a 3-axis acceleration sensor built in a smart phone. The state of the user can be estimated by analyzing the momentum of the 

user and analyzing it with the passage of time.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flow of time at regular intervals, to recognize the activity patterns in each 

time band, and to distinguish between normal and abnormal. In this study, we have evaluated the total amount of kinetic energy and kinetic energy in 

each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sensor and the Fourier transformed value of the total energy amount to distinguish the abnorm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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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 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의 안 을 한 연구는 사

회 인 라 구축사업을 통하여 보완과 비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다. 화재, 폭발 등 사회  재난으로

부터의 안 을 확보하기 한 연구 역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그에 한 비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진행하여 왔다. 

 시민들의 안 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범죄로부터의 안 을 꼽

을 수 있다. 사회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

게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최근 범죄

를 방하기 하여 도시 환경을 설계하는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시의 공간 요소가 범죄 

발생과 련이 있다는 것을 제로 한 것이다. 도시의 

공간 요소 에서 범죄와 련된 요소를 제어함으로

써 범죄를 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지만 

근래 발생한 사건 내역을 보면 범죄 발생은 도시  

주거지 공간의 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도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노상에서 

발생한 부녀자에 한 성추행, 성폭행 범죄 내역을 보

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상태를 노출시켰을 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례가 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 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의 상

태를 추정하기 한 것이다. 개인의 험 상태를 추정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험에 하여 처하기 

하여 스마트폰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개인의 상태를 

지능 으로 인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 내

장하고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개인의 상

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별할 수 있는데, 이를 

하여 3축 가속도 센서가 감지하여 보고한 시계열 데

이터를 분석하 다. 옥외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신체

상태를 감지함에 있어서 개인의 신체 상태를 직  측

정하는 방법은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를 하여 피할 

필요가 있다. 신 개인의 걸음을 분석하여 심신미약

한 험 상태로 돌입하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상태가 

범죄 험에 노출되는지 여부를 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시민 생활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걸음인식과 련된 이  연구들을 정리

하고 3장에서 보행자의 험인지를 한 비정상 걸음

인식 방안을 제안한다. 4장에서 실험과 평가를 통하여 

제안한 방안을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걸음인식

걸음인식은 주로 개인의 인증을 한 방안으로 활

용되어 왔다. 걸음인식 방법으로는 상촬 에 의한 

걸음인식, 성센서에 의한 걸음인식, 3축 가속도 센

서에 의한 걸음인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걸음걸이 인

식 기법은 각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션 정

보, 걸음걸이 상의 류, 다리의 각도, 키와 보폭 등

을 분석하여 인식에 사용하는 모델 기반 방법과 걸음

걸이 실루엣 상 체를 사용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하는 비모델 기반 방법이 있다[10-13]. 

Park은 실루엣 기반의 에 지 상을 추출한 후 

컨투어렛(Contourlet)과 퍼지 LDA(: Linear Discrimin

ant Analysis)를 용한 개인 확인 시스템을 제안했

다. 상을 주 수 역별로 분할한 후, 역별  방

향 성분별로 상을 얻는다. 자연 상의 주요 특징인 

부드러운 윤곽선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걸음걸이 주기 분석을 통해 실루엣 상의 

에 지를 얻고 컨투어렛에 의해 걸음걸이 상을 방

향 성분별로 분할 한 후, 퍼지 LDA 기법으로 특징벡

터를 산출한다. 각 역별로 산출된 매칭도를 융합하

여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다[1].   

Lee는 걸음걸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식 시

스템을 제안했다. 카메라 센서에서 취득한 걸음걸이 

시 스로부터 특징 정보 걸음걸이 에 지 상(GEI: 

Gait Energy Image)을 생성하고 걸음걸이 에 지 

상에 고유특징 정규화  추출 기법을 용하여 고유

공간(eigenspace)에 사상된 특징정보를 학습한다. 걸

음걸이 에 지 상을 고유공간에 사상하여 사용자를 

인식한다. 최근  이웃 분류기를 이용하여 신원을 결

정하고 카메라 시 에 상 없이 좋은 성능을 나타낸

다[2]. 

고  추성 보행 장애는 뇌 피질(cortex)이나 

피질하(subcortical)구조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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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장애로서, 킨슨성 보행 장애라고 하며, 표 으

로 보행 동결(freezing of gait: FOG)이 있다. FOG는 

보행의 시작이나 보행  방향 환을 시도할 때 보행

이 정지하는 상을 말한다. 이는 낙상의 큰 원인이 

되며 삶의 질을 매우 하시킨다. 신발의 안창 

(insole)에 부착한 가속도계의 신호를 이용하여 FOG 

검출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을 제안하 다. 3축 가속계

로 구성된 자체 개발한 보행 패턴 측정 시스템을 사

용하 으며, 신발 안창의 toe와 heel 부분에 부착하

다. 수직 방향 가속도에 해 FFT를 실시하 고, 이

로부터 FOG검출을 한 4가지 변수를 도출하 다. 

가속도신호에서 정상 보행 구간의 비해 FOG구간은 

보행의 단으로 인해 가속도 값이 하게 어드

는 것을 확인 하 다[3]. 

일반보행, 의도 인 안장보행과 팔자 보행의 세 가

지 형태의 보행을 하도록 하 고 이때 발생하는 무릎 

내  모멘트와 몸통, 골반의 움직임이 하지  부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 다. 팔자보행

은 일반인의 골반 움직임, 골 염  만성요통 환자

들의 무릎 통증에 한 보상기 에 의한 것으로 보이

며, 건강한 성인 남자의 팔자 보행에서 모멘트가 작게 

나타난 결과 역시 의도 으로 보행을 한 결과 몸통과 

골반의 스트 스에 한 보상기 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걸음과 비정상 걸음으로 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보행 리를 도울 수 있다. 비 칭 

보행, 양 발의 속도, 각도, 보폭의 차이가 있는 걸음걸

이이나 발을 끌면서 걸을 경우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방 차원으로서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4]. 

2차원에서의 실루엣 기반 인식에 사용되었던 유클

리디안 거리를 직 으로 사용하여 개별 인체를 인

식하고, 모션 캡쳐(Motion capture) 데이터에 용하

여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모션 캡쳐로부터 얻는 

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 안의 2차원을 

정보를 가지고 실루엣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 

인증을 하 다. 기존의 2차원 실루엣기반에서 쓰이는 

비디오카메라 이미지와 달리 보다 은 정보를 지닌 

실루엣을 통한 식별이 가능함을 보 다[5].

  걸음 수 측정은 성의 법칙을 이용하여 추의 물

리 인 횟수(Step Counter)로 표시되어 왔다. 최근 소

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술을 응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6]. 

가속도 센서는 사람의 보행 동작 패턴을 식별할 수 

있지만, 센서로부터 얻은 결과값은 노이즈, 노면 상태, 

신체 부착의 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사용자 정보와 융합하여 

활동량이나 생활 패턴을 알아내는 동작 인식에 사용

할 수 있다. 운동량 측정이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걷거나 뛰는 행동에서 정확한 걸음 수를 측

정하여 운동량이나 칼로리 소모를 계산할 수 있다[7]. 

하지만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단일 센서로는 모든 경

우의 걸음 동작 인식에 한계가 있다. 사람의 보행 시 

실시간 걸음 수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검출

하 다. 느리게 걷기, 걷기, 빠르게 걷기, 천천히 뛰기, 

뛰기, 빠르게 뛰기 등으로 진행하 다. 3축 가속도 센

서의 X, Y, Z축 출력 값을 하나의 표 값으로 처리

하는 신호벡터크기(Signal Vector Magnitude：SVM)

를 사용하 다. 한 휴리스틱 알고리즘(Heuristic Al

gorithm：HA)과 임계값 알고리즘(Adaptive Threshol

d Algorithm：ATA), 응 인 잠  구간 알고리즘

(Adaptive Locking Period Algorithm：ALPA)을 

용하 다[8].

스마트폰에는 GPS, 가속도센서, 카메라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휴 한 사용자에 한 정

보를 지속 으로 얻을 수 있다. 동작패턴 인식을 하

여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기 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

다.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동작 인식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Lwapisz 등은 걷기, 조깅, 계단 오르

기, 계단 내려가기, 앉기, 서기로 총 6가지의 동작을 

구별하는 연구를 하 다[9]. Dernbach 등은 스마트폰

의 센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단순 동작과 복잡한 동작

을 분류하 다. Caros는 눕기, 걷기, 뛰기, 계단 내려

가기, 계단 오르기에 한 행동을 인식하기 해 결정 

트리기반 분류기법을 사용하 다[11]. 

Ⅲ. 보행자의 험인지를 한 비정상 
걸음인식 방식

재 운용되는 부분의 감시 시스템은 단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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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단순히 상황에 한 분석·인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 해상도 개선만 가지고는 안 사고나 

범죄와 같은 복합 이고 다양한 상황을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험상황을 단하는데 있

어 정확한 응을 해서는 다  센서 융합을 통한 

지능형 감시 기술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걸음인식을 인증방안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이용자

의 상태를 추정하기 한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3축 가속도 센서가 활용할 만하다. 3축 가속도 

센서는 개인의 휴 하는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걸음인식을 하여 추가 단말기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는 장 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걸음

인식을 이용하는 개인의 상태추정 방안을 강구하되 3

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 하 다.

 

3.1 연구내용

1) 걸음인식 연구는 개인 인증 주로 진행되어 왔

다. 그동안의 걸음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증이다. 각 개인의 걸음의 특성을 추

출하고 걸음을 걷는 개인 인증이 가능하 다. 다양한 

생체 인증 방안들이 조  변조의 험을 완 히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 을 안고 있는데, 걸음인식은 

조  변조의 험이 타 인증 방안에 비하여 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걸음인식을 통하여 개인을 인

증하거나 식별하는 방안은 인증 분야 연구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신체의 건강상태 확인이

다. 질병 치료 후 경과, 운동 효과 등 신체의 건강 상

태를 걸음을 통하여 확인하는 연구는 걸음인식 연구

의 요한 흐름이다. 걸음을 기 으로 신체장애 정도

를 별하거나, 질병 치료후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방

안으로 걸음인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내에서 신체 

기능에 한 측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외에

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인식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2) 본 연구는 그동안의 걸음인식 연구가 개인 인증 

여부와 실내에서 신체 상태 확인 주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옥외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상태를 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으며 개인의 상태 추정을 

하여 걸음 인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옥외에

서 활동하는 개인의 상태를 추론할 필요성은 개인의 

상태와 안 이 서로 련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범죄

학 연구에 의하면 범죄는 범행 상이 자기 방어 능

력 보유 여부를 찰하기 용이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하 다. 이는 생활공간에서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상

태가 노출되면 범죄 상이 될 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활동 이론에서도 범죄는 힘 있는 보호

자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지 않은 피해자나 물건을 잠

재  범죄자가 발견하 을 때 발생한다고 하 다. 따

라서, 개인의 상태가 보호 능력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거나, 자기 방어 능력이 하

게 낮은 상태를 노출하는 것은 범죄 피해를 당할 

험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험이 

높아지는 개인 상태의 표 인 것은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만취상태 외에도 보호자 없이 부녀자가 

우범지역에서 범죄 다발 시간에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범죄 행 를 하더라도 그 행 가 주변에 감

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조해  수 있는 환경이 되

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상태 등을 꼽을 수 있다. 범

죄 피해 험이 높은 상태 에서 개인의 운동 능력, 

개인의 신체  심신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효율

인 방안을 모색한다.      

3) 범죄 험에 노출되는 개인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효율 인 방안의 하나로써 개인휴  이동통신 

단말기에 장착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이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걸음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다. 이동

통신 개인휴  단말기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보 률이 

아주 높다. 둘째, 3축 가속도 센서 단독으로 사용자의 

활동 상태를 다양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통

인 단말기에 장착된 3축 가속도 센서만으로 정지상태, 

걷기, 달리기 등 개인의 옥외활동 상태를 감지하고 이

를 안정 으로 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걸음인식을 통하여 개인의 상태를 추정

하되, 비정상 상태 에서 험과 련 있는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기 한 실마리를 확보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 

  

3.2 연구 세부 내역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문제해결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세부 인 실험을 

진행하 다. 

1) 스마트폰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가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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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값을 추출 하 다.  

2) 3축 가속도 센서의 x,y,z 각 축으로의 총 운동 

에 지의 총합을 계산하 다.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에 지 총량의 변화 패턴을 

측정하 다. 

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 으로 입력되는 센서 

값들을 평가하여 정상 인 걸음의 패턴을 설정하 다.

5) 이후 측정되어 입력되는 센서의 값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인 범 에 있는지 조하여 

정상 여부를 단하 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옥외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 양상은 걸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옥외

에서의 활동 양상에는 걷는 것이 있고, 달리는 것도 

있으며, 걷다가 달리고 달리다가 걷는 양상도 있는 것

이다. 이런 경우 일정하게 걷는 패턴으로 활동하는 것

만을 정상으로 본다면 단지 걷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

고 달린다는 것으로 비정상 상태로 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달리기만 하여야 

정상이고 달리다가 걷다 하는 것을 비정상으로 검출

할 수 있다. 걷든 달리든, 걷다가 달리고, 달리다가 걷

든지 신체의 상태가 정상이고,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험과도 련이 없는 상태인데, 단순히 일정한 

활동 패턴의 변화만으로 비정상 상태로 추론하는 것

은 실효 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상태에서 달리는 상태로, 달리는 상

태에서 걷는 상태와 같이 행동 패턴은 다르더라도 

험에 노출되는 비정상 상태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단

순한 행동 패턴 인지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정상, 

비정상 상태를 추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차의 비정상 상태 인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 해결방안은 의 차에 이어서 실행한다.   

6) 정상 범 를 벗어나 비정상 인 걸음을 걷고 이

것을 감지하는지 확인하는데, 정상 걸음의 패턴을 벗

어날 경우 이를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론한다. 

7) 일상  패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 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인지, 범죄 험과는 상 없는 것인

지 단한다. 운동을 하며 걷거나 뛰고 있다면 험과 

연 성은 없다. 음주, 성 질환 등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라면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8) 입력된 센서 값에 한 변환을 실행한다. 합

한 변환 방안으로 푸리에 변환을 실행한다. x,y,z축 

운동 에 지 값의 변화 양상을 다시 분 변환함으로

써 단순 행동 패턴의 변화가 아닌 다른 양상의 변화

를 구분할 수 있다. 즉, 행동의 변화, 운동 형태의 변

화가 아니라 개인의 상태가 새로운 양상으로 돌입하

는 것을 식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 한 

후 다시 원래의 에 지 값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

써 개인의 상태를 보다 실제에 가깝게 추론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실행하여 옥외 할동 형태의 변화

와 함께 비정상 인 상태로 돌입하는지 여부를 식별

할 수 있다. 

와 같이 정리한 차를 가상코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Table 1. Pseudo Code 

## raw Dataset’s definition: XYZ 3-axis 

acceleration sensor value and the recorded time T.

≡     

  ∈
  ∈
 ∈
## Dataset’s definition: After processing the raw 

data, the result is stored in Dataset.

≡    

##P is the energy normal pattern set, R is the 

inference result value, and F is the Fourier 

transform value.

         

                          

##E is a set of calculated kinetic energy sum.

 ∈
##   is the length of one dataset. Initialize 

after thi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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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ize all remaining values in memory 

before executing the procedure.

Initialization(  )

k = 0

  = 0

count = Variable for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recognized data when setting the reference gait

first = Variables to know the point in time at 

which the sampled energy falls below the threshold

While (Power == True):

  IF(count >  ):

Standard() 

Sensing() 

Sensing_print()

  ELSE IF(count ==  ) 

  total()

  ELSE

  Real()

Sensing()

Sensing_print()

IF  ∉  :

 exp    
ELSE

 exp    
## Execution of Fourier Transform

## In the pseudo code, DFT is described. 

Perform appropriate conversi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For   in  :

F=  + (E )*Exp(-/

 )

IF   : 

   

  k = k+1

Initialization(  )

end For

end While

## The definition of each function used in the 

main function is as follows.

## The values from the sensors are normalized 

and input as shown below.

Function Sensing()

  sensor[0]=((  –    )/(1024/3.3*0.66)); 

//nomal data 498  xaxia

  sensor[1]=((  –    )/(1024/3.3*0.66)); 

//nomal data 510  yaxia

  sensor[2]=((     )/(1024/3.3*0.66)); 

//nomal data 512  zaxia

  sensor[3]= 

Function standard()

IF(   > limit_E )   {  }  += 

Sensor Function

first = 0;

ELSE 

first++

IF(first==1)  count++

Funtion Real{

IF( E > limit_E ) THEN 

real_{X,Y}+=sensor[0,1]*sensor[0.1],real_E+=sensor

real_N++

  

IF(((E*E)>((0.213+standard_X)/2))||((X1*X1)>(0.1345

+standard_Y)/2))

     Totter++

first=0;

  ELSE 

     first++;

     IF(first==1)

x,y-acceleration average calculating

IF(Normal gait<=Totter) 

   count_Totter++

 Weighted average of the x,y-ax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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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IF((real_X>(((0.213+standard_X)*3)/4))||(real_Y>(((0.

1345+standard_Y)*3)/4))

          final2=3;

        ELSE

 

IF((real_X>((0.213+standard_X)/2))||(real_Y>((0.1345

+standard_Y)/2)))

          final2=2;

        ELSE

          final2=1;

Increase walk count

Function print

Print 
in addition to the first weight and the second 

weight represented by a value between 0 and 1 
calculates the final result

Variables are initialized for the next setup

END
                                                

본 장에서는 범죄 발생과 련 요소를 식별하기 

하여 개인의 상태를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

으며, 잠재  범죄자의 범행 목표가 될 수 있는 개인

의 상태를 식별하는 방안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 부

착한 3축 가속도를 이용하여 걸음인식을 활용하는 방

안을 제안하 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안한 방

안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평가한다.

Ⅳ. 실험  평가 

4.1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이동통신 단말기는 삼성 자의 갤럭

시 노트3를 사용하 다. 개발도구로는 C#을 이용하

으며 갤럭스 노트3의 내부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하 다. 센서 데이터를 호스트로 보내는 통신 로토

콜은 블루투스를 이용하 다. 

4.2 결과  평가 

그림으로 나타난 그래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축 

가속도가 감지한 운동량의 추이이다. 그래 에서 가로

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운동량의 크

기를 나타낸다. 그림1은 x, y, z 각 방향으로의 운동

량을 나타내고 있다. 100  구간까지 실험자는 정지 

상태로 있다. 100 가 지나면서 걷기 시작하 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란색은 x축 방향으로 운

동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빨간 색은 y축으로의 운동

량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z축을 나타

내는 것은 녹색이다. 

걷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구간은 100 부터 700

까지의 구간이다. z축에서의 운동량 변화가 500  

구간을 지나면서 커진 것 외에는 걷는 동안 감지한 

데이터의 양상은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700 부터 

850  구간은 달리고 있는 동안의 운동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850 가 지나면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는 

양상을 감지하여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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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axis acceleration value

다음 그림2는 의 값들을 에 지 총량 값으로 계

산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정지상태, 걷는 상태, 달릴 

때, 비틀거릴 때가 확연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

다. 문제는 이것이 각각 다른 행동 다른 활동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범죄 발생과 연 될 수 있는 개인의 상

태를 감지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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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onvert to energy value

다음 그림3은 그림2의 값들을 변환하여 나타낸 것

이다. 그림 3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가 주목해야 할 상

태로 돌입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두 군데에서 주

수 성분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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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rt to FFT value

정지상태에서 걷기 시작할 때이다. 이 그래 에서

는 걷는 상태에서 뛰는 상태로 가는 변화에서는 특이

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뛰는 상태에서 비

틀거리는 걸음으로 환될 때에는 주목할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 그래 에서의 환 지 은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이 시작되는 때와 규칙 인 패턴이 있

을 때와 불규칙  패턴이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변환값의 변화 추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

을 때, 발생 이후 규칙 인 패턴이 일어나고 있으면 

정상 상태로 단할 수 있으나, 이벤트가 발생한 후, 

불규칙 인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면 비정상 상태로 

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생활안 을 보장하기 한 

방법으로써 옥외 활동, 보행 인 사용자의 상태를 추

론하기 한 걸음인식 방안을 제안하 는바, 걸음인식

의 문제 으로 드러나고 있는 비정상 상태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한 개인 상태 추정 방안을 검증하 다. 

걸음 인식을 통하여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구분

하는 것은 SVM방법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3축 가속도가 측정하여 

보고한 값들을 에 지 총량 계산 방법으로 평가한 후, 

다시 이것을 분 변환하고 변환 값의 추이에서 나타

난 이벤트와 원래의 에 지 값의 시계열 데이터를 

조함으로써 비정상 상태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다. 단순히 3축 가속도 센서의 활동 에 지 총량 측

정법으로는 구분이 애매하거나 모호하던 것이 분변

환을 거침으로써 구분이 비교  뚜렷하게 이루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Ⅴ. 결  론 

개인의 상태 추정은 범죄 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하여 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범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옥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은 단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센서와 네트워크  정보처리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3축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걸음인식을 통하여 옥내외에서 일상  활동을 하고 있

는 개인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하 다. 

개인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걸음인식 방법으로, 

3축 가속도센서의 에 지 총량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분변환 하고 이벤트 발생시 다시 에 지총량값의 

변화추이를 조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하여 비정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상태에 따르는 험도를 산

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자, 부녀자들의 생활안 을 

증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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