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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의료  과학 기술의 발 과 생활수 의 향상으로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변화는 웰니스(wellness)에 

한 심으로 연결되었다[1]. 웰니스 산업의 발 은 IT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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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을 통하여 극 화되고 있으며,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

스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한 다양한 

로토타입  상용제품들이 생겨났다[2].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목밴드, 안경, 신발, 벨트 등의 다

양한 종류로 개발되었다. 그 에서 부분 가속도센서를 탑

재한 손목밴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자의 걸음 수, 신체활동 

시간, 소비열량 등의 신체활동 정보를 측정한다. 특히 2014년 

이후 용 맥 (Photoplethysmography, PPG) 기술의 발

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쉽고 간단한 맥박 측정이 가

능해졌다[3]. 이를 통해 운동  사용자의 심박 수, 체지방율, 

스트 스 수  등의 생리변인을 측정하여 목표 운동량 비 

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주는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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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웰니스에 한 심이 증 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상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모니터링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운동과 일상 활동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부분 기계학습을 활용한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별 학습 데이터에 의존 인 과 합 문제와 연속 인 사건으로 구성되는 사람의 행동을 독립 으로 취 하여 인식 결과가 간에 끊기고 

오인행동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운동 시 심박이 오르내리는 생체반응 원리를 기반으로 한 운동 상태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3축 가속도 센서와 PPG 센서를 통해 활동강도  심박 수를 산출하여 심박 회복기를 단한 후, 활동강도 검사 는 심박 

상승기 검사를 통해 운동 상태를 검출한다. 실험 결과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평균 정확도 98.64%, 정 도 98.05%, 재 율 98.62%로 기존 

알고리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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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운동과 일상 활동을 구

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주

로 가속도 신호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분류기에 용하

여 행동을 인식하는 기계학습을 활용하 다[5-15]. 기계학습 

방식은 움직임에 의한 성 신호나 생리 신호를 나 어 다양

한 산술  통계값을 특징으로 산출하고, 모델을 학습하여 각 

행동을 분류한다.

하지만 기계학습은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의존

인 과 합 문제(Over-fitting Problem)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분류 모델을 확장하거나 개선하기 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다시 반복 학습시킬 수밖에 없다. 를 들어, 피실

험자가 A, B, C 일 때, 피실험자 A와 B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할 경우, 학습된 모델로 피실험자 C의 행동을 분류하는 

성능이 떨어진다면, 학습된 모델은 A와 B에 과 합 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박 수를 분류기의 특징으로 사용한

다면 심박의 기 가 개인마다 다르고 PPG 센서가 동잡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호 차원에서 통계  특징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의 행동은 연속 인 시간 단  동작들로 구성되

지만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은 행동을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

한다. 행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인식 결과가 간

에 끊기거나 오인행동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 모델을 학

습시키는 과정에서 생리  원리를 활용하기보다는 학습 데이

터에서 수학 으로 의미 있는 경계를 결정하는 데 을 두

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이 생리  원리를 반 하지 못한다. 따

라서 데이터에 의존 이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

동 특징을 고려하며, 운동 시 변화하는 신체  상태에 한 

원리를 용한 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PPG 센

서로 측정한 심박 수와 3축 가속도센서 신호를 통해 사람의 

생리  특징을 고려한 운동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운동과 일상 활동을 구분하기 해 가속도 신호에서 평균, 

표 편차, 모멘텀(Momentum), 상 성(Correlation) 등의 통

계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분류기에 용하여 행동을 인식

하는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연구가 있다[5-16]. 그  Instance 

Based Learning(IBL) 기법인 k-Nearest Neighbor (k-NN)를 

사용한 행동인식 연구가 있다[5-8].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질 때 기존 데이터 분포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 

정보를 통해 분류하는 기법이다. 패턴 인식 기법 에서 비교

 분류성능이 뛰어나다. 이와 유사하게 Decision Tree 기법

들(ID3, C4.5 CART)은 연산 최 화의 효과가 크며 결과의 근

거를 추  가능한 설명력을 갖고 있어 행동인식 연구 분야에

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5,7-10]. 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  하나인 Multi Layer Perceptron(MLP)를 

용한 연구들도 존재한다[9, 11, 12]. 이러한 기법들은 리 쓰

이며 인식률이 높지만, 결정 경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진

(margin)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데이터에 의존 인 과 합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과 같은 연속 인 

사건을 단  시간에 따라 독립 으로 취 하기 때문에 분류 

시에 오류가 클 가능성이 있다. 한 학습한 모델을 갱신해야 

할 경우 수정이 불가능하며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야 하는 문

제가 있다.

모든 특징값이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여 확률 모델을 기반

으로 한 Bayesian 기법은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효과

이다[5, 7-10]. 행동인식을 해 두 범주를 가장 큰 마진으

로 분리해내는 결정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인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사용한 연구도 있다[13-15]. 두 기법들은 

앞선 기법들보다 과 합 정도가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행동을 

독립된 사건으로 처리하며 모델을 갱신하기 힘들다. Bayesian 

기법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확률분포만을, SVM은 범주 

간 마진만을 고려하므로 학습데이터에 최 화된 결정경계를 

산출하지만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분포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존 PPG 신호를 분류기의 특징으로 이용한 운동 검출 방

식의 연구[18]가 있었으나, 신호 차원에서 통계  특징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 합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련 연구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람의 생체반응 원리를 이용한 행동인식 방법

을 제안한다. 운동 시에는 체내에 필요한 산소섭취량이 증가

하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안정 시 수  이상

의 산소를 소비한다[16]. 체내에서 소모되는 산소는 심장을 

통해 각 으로 달된다. 그러므로 산소섭취량과 심박 수

는 직선  계를 이룬다[17]. 즉, 심박이 오르내리는 구간을 

통해 운동 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체반응 원리를 기반으

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경에서 PPG 신호를 사용하여 사용

자의 운동 여부를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시에 심박이 

오르는 생체반응 원리를 기반으로 심박이 변화하는 시 을 

감지하여 운동을 검출하고, 움직임이 크게 유지되는 시간 

는 그 시간 후 심박이 오르내리는 구간을 통해 운동을 검

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 데이터에 의존 인 과

합 문제와 인식 결과가 간에 끊기거나 오인행동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3. 본  론

3.1 제안 알고리즘 개요

본 연구에서는 PPG 센서로 측정한 심박과 3축 가속도센서

로 측정한 움직임의 크기를 통해 사람의 물리 , 생리  특징

을 상호 보완하여 운동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방법은 Fig. 1과 같다. 시스템은 크게 두 종류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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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하는데, 손목 움직임이 은 운동과 손목 움직임이 큰 

운동이다. 운동 검출을 해 ⅰ) 먼  3축 가속도 센서와 PPG 

센서를 통해 활동강도와 심박 수를 계산한다. ⅱ) 그 다음 심

박 수가 감소하는 부분, 즉 심박 회복기가 검출되면 그 시

을 운동 직후 시 으로 결정한다. ⅲ) 앞선 신호에서 활동강

도가 일정 크기 이상일 경우 손목 움직임이 큰 운동으로 간

주하여 가속도 신호 기반 운동 검출을 한다. 는 일정 크기 

이하인 신호가 검출되면 손목 움직임이 작은 운동이므로 심

박 상승기를 검사하여 심박이 오르내리는 구간을 통해 운동

을 검출한다. 

사람의 생체반응 원리인 운동 시 심박 변화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모델 학습이 필요가 없고, 따라서 데이터

에 의존 이지 않아 과 합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연

속 인 신체 상태의 변화, 즉 심박 변화를 정량 으로 반 하

기 해 상신호처리에서 사용되는 모폴로지(Mathematical 

Morphology) 기법[20]을 활용하여 행동의 연속성을 모델링 

하 다.

3.2 가속도  용 맥  신호 측정 방법  실험

운동 실험은 그림과 같이 자체 제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

여 진행하 다. 디바이스는 손목밴드 형태로 STM LSM6DS3 

6축 센서와 MAXIM MAX30102 PPG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실험자는 20  남성 4명으로 디바이스를 손목에 착용한 뒤 

손목움직임이 작은 운동인 사이클과 하체운동, 손목움직임이 

큰 운동인 트 드  걷기/뛰기로 나 어 실험을 진행하 다. 

운동은 한 종목당 10분 정도 진행하 고 운동이 끝난 후 심

박이 기 심박에 가까워질 때 까지 휴식을 취한 뒤 디바이스

를 종료하 다. 실험 데이터의 총 시간은 20,920 이다. 운동 

시간 측정을 해 실험 보조자가 운동을 시작과 종료 시 을 

수기로 기록하여 알고리즘 성능 평가의 기 (Gold Standard) 

설정하 다.

Fig. 2. The Device used in Experiments

3.3 활동강도  심박 수 산출

측정된 신호에서 잡음 성분을 제거하고 모멘텀과 심박 수

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해 처리를 통한 신호 보정을 한다. 

손목 움직임이 큰 운동검출을 해 3축 가속도 신호에서 

Equation (1)을 이용해서 력 모멘텀을 산출한다.  

  

  중력에대한모멘텀신호
  축가속도신호
  축가속도신호
  축가속도신호

(1)

PPG 센서 신호를 통해 심박 수를 얻기 하여 두 번의 

Moving Average Filter와 1차 미분을 통해 필터링 후, 신호의 

피크(Peak)를 검출을 통해 HRV(Heart Rate Variability)의 시

간 범  분석을 한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PPG 신호는 동잡음에 민감하다[19]. 따라서 이상치(Outlier)에 

강인하도록 10  동안의 HRV 평균값(Mean) 신 앙값

(Median)을 사용해 심박 수를 산출한다. 한 손목의 움직임

이 매우 커서 신호 처리 기술로도 심박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

의 PPG 신호는 본 논문에서 력 모멘텀 기반 운동 검출을 하

므로 무시해도 된다. 

3.4 심박 회복기 검출

심박 회복기는 운동 직후 올라간 심박이 기 심박으로 다

시 내려가는 시간이다. 심박 회복기를 통해 운동의 여부를 

악하기 해서 심박이 감소하는 기울기를 검사한다. 물리  

특성을 고려하여 신호 단 를 샘 (sample)에서 평균값을 통

해 (sec)로 변환한다.

심박 회복기 검출에서 격한 기울기 변화 는 변화가 거

의 없는 경우에는 신호의 잡음이거나 운동이 아닌 경우로 

단한다. 이러한 경우들을 분별하기 해 심박 변화량의 추세

Fig. 1. Overview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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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해야 한다. 심박은 운동 직후부터 1～2분 후까지 격

하게 떨어진 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1]. 한 

심박은 최 심박의 40% 이상의 강도 이상의 운동에서 회

복률이 높다[2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도 이상의 운동

을 한 직후의 심박이 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찰한다. 그

리고 20  남성의 평균 회복속도를 고려하여 임계값의 상한

값( ), 하한값( )을 설정해 심박 회복 역

을 설정한다[23]. Equation (2)와 같이 심박 수 감소 상태를 

검출하는 함수를 통해 심박 변화량이 특정 역 내에 속하는 

경우를 심박 회복기로 한다. 


 









  




 




 시간당심박변화율
  심박회복 영역의하한값
  심박회복 영역의상한값

(2)

다음으로 검출된 특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심박의 변화

를 심박 회복기 검출에 정량 으로 반 하기 해 모폴로지 

기법을 사용한다[20]. 모폴로지 기법은 2차원 상처리 기법

에서 사용하는 형태학  분석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불림

(Dilation)과 녹임(Dilation) 기법을 1차원으로 변형시킨 방법

을 통해 심박 회복 역을 보정한다. 사용된 방법은 Equation 

(3)과 (4)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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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과정입력값
  시간간격임계값

(4)

두 수식을 순차 으로 조합하여 Fig. 3과 같이 Opening  

Closing 연산으로 심박 회복기를 검출한다. 녹임 후 불림 순

서의 연산을 Opening 연산이라고 하며, 불림 후 녹임 순석의 

연산을 Closing 연산이라 한다. Closing 연산을 통해 검출된 

특징, 즉 심박 감소 변화량이 시간 간격 임계값 내에 다시 검

출되면 특징은 연속되어 있다고 단한다. 검출된 특징이 임

계값 내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심박 회복기가 아닌 것으로 

단하여 Fig. 3의 c) Opening 연산처럼 무시하여 최종 으로 

심박 회복기()를 검출한다.

Fig. 3. Heart Rate Descending Slope Detection

3.5 운동 상태 검출

심박 회복기가 검출이 된다면, 앞서 운동을 한 것으로 간

주하기 때문에 활동강도 는 심박 상승기를 살핀다. 

1) 활동강도 검사

먼  손목 움직임이 큰 운동을 하 을 경우, 력 모멘텀 

값을 통해 활동강도를 산출하여 운동 시간을 검출한다. 활동

강도를 산출하기 해 Equation (5)로 력 모멘텀 신호의 바

이어스를 제거하고, 댓값을 취한 후에 Equation (6)로 표

편차를 구한다.

   
 






  중력모멘텀신호평균값
(5)

 








 


   활동강도
(6)

Fig. 4. Exercise Time Inference by Physic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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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강도 한 연속성을 고려하기 해 모폴로지 기법으

로 활동강도가 임계값 내에 다시 검출되면 두 특징은 연속되

어 있다고 단하고, 검출되지 않는다면 운동이 아닌 것으로 

단하여 무시한다. Fig. 4와 같이 손목 움직임이 큰 경우의 

운동은 사람의 물리  특징인 활동강도(I)를 통해 검출하고, 

c) Result와 같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계산하여 운동(Ex)

을 검출한다. 

2) 심박 상승기 검사

손목 움직임이 은 운동을 하 을 경우, 활동강도 검사로 

운동 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박 상승기를 검사한다. 심

박 회복기 검출과 같이 신호 단 를 샘 에서 평균값을 통해 

로 변환한다. 마찬가지로 임계값을 설정해 심박 상승 역

을 설정한다. 심박 상승기 검사에도 모폴로지 기법을 용한

다. Fig. 5의 c) Result와 같이 3.4에서 구한 심박 회복기를 운

동 종료시간( )으로, 심박 상승기를 운동 시작시간

()으로 계산하여 운동(Ex)을 검출한다.

Fig. 5. Exercise Time Inference by Physiological State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통계  특징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

법들을 비교하기 해 몸무게의 76.0 ± 3.0 kg, 안정 시 심박 

수 75.3 ± 5.5 bpm, 25.5 ± 1.3 세 남성 4명으로부터 3축 가속

도 신호와 PPG 신호를 수집하 다. 실험은 손목움직임이 작

은 운동인 사이클과 하체운동, 손목움직임이 큰 운동인 트

드  걷기/뛰기로 개인마다 네 가지 종목으로 나 어 총 16

번의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자는 손목 디바이스를 착용한 

뒤 한 종목당 10분 정도 운동을 진행하 고 운동이 끝난 후 

심박이 기 심박에 가까워질 때 까지 휴식을 취한 뒤 디바이

스를 종료하 다. 실험 데이터의 총 시간은 20,920 이다.

비교를 한 기존 기계학습 방법은 련 연구에서 언 한 

Decision Tree(C4.5), k-Nearest Neighbor(k-NN), Naive 

Bayes Classification(NB), Support Vector Machine(SVM), 

Multi-layer Perceptron(MLP)을 사용하 다. k-NN 알고리즘

의 k 값은 실험을 통해 경험 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3으로 설정하 다.

Case Training Testing

1 S1 S2, S3, S4

2 S2 S1, S3, S4

3 S3 S1, S2, S4

4 S4 S2, S3, S4

5 S1, S2 S3, S4

6 S1, S3 S2, S4

7 S1, S4 S2, S3

8 S2, S3 S1, S4

9 S2, S4 S1, S3

10 S3, S4 S1, S2

11 S1, S2, S3 S4

12 S1, S2, S4 S3

13 S1, S3, S4 S2

14 S2, S3, S4 S1

S1~S4: 피실험자(Subject 1～4) 데이터

Table 1. Test Case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하여, 앞서 언 한 

개인마다 다른 생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을 고려한 개인

별 교차 검증(Cross Validation) 방식을 사용하 다. 교차 검

증은 특정 데이터 셋에만 알고리즘이 잘 맞지 않도록 학습

(Training)  테스 (Testing)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다양화

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경우 Table 1과 같이 

20,920 의 모든 실험데이터를 4명의 피실험자 별로 S1부터 

S4까지 나 고, 개인별 실험데이터를 부분 집합으로 나 어  

학습  테스 에 사용하는 총 14가지의 경우(Case)로 만들

었다. 그리고 각 이스의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하 다. 이로써 과 합 경우를 

포함하는 보다 올바른 비교평가를 하 다. 

앞서 언 한 기존 연구 5가지의 기계학습 방법으로 Table 

1의 14가지의 경우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

킨 후 테스  데이터로 운동인지 아닌지 분류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모델 학습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각 Case의 테스  

데이터만 사용하여 평가한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Confusion Matrix를 사

용하 다. Table 2～6의 기계학습, Table 7의 제안하는 알고리즘

마다 진음성(TN: True Negative), 양성(FP: False Positive), 

음성(FN: False Negative), 진양성(TP: True Positive)의 수

를 나타내었고 정확도(Accuracy, ACC), 정 도(Precision, 

Positive Predictive Value, PPV), 재 율(Recall, True Positive 

Rate, TPR)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N의 경우 알고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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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아닌 경우로 측하 고, 실제로도 운동이 아닌 경우이

며 FP의 경우 운동으로 측하 으나, 실제로는 운동이 아닌 

경우이다. FN의 경우 알고리즘이 운동이 아니라고 측하 으

나, 실제로는 운동인 경우이며 TP의 경우 운동으로 측하

고, 실제로도 운동인 경우이다. 즉, 알고리즘을 통한 운동시간

은 TP로 계산하게 된다.

정확도는 체 4가지 경우 에서 올바르게 운동으로 측

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다. Equation (7)로 계산한

다. 정 도는 알고리즘이 운동이라고 측한 경우  실제로 

운동인 경우의 비율을 뜻하며, 식으로 표 하면 Equation (8)

과 같다. 재 율은 실제로 운동인 경우  알고리즘이 운동으

로 측한 경우의 비율을 뜻하며, 식으로 표 하면 Equation 

(9)와 같다.

 


  정확도
(7)

 


  정밀도
(8)

 


  재현율
(9)

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588 29 262 286 75.02 90.79 52.19

2 792 64 307 365 75.72 85.08 54.32

3 1037 41 298 293 79.69 87.72 49.58

4 1067 105 422 296 72.12 73.82 41.23

5 213 19 162 215 70.28 91.88 57.03

6 429 25 169 127 74.13 83.55 42.91

7 498 50 116 307 82.90 85.99 72.58

8 649 44 180 240 79.87 84.51 57.14

9 734 53 249 298 77.36 84.90 54.48

10 970 39 239 227 81.15 85.34 48.71

11 64 5 43 82 75.26 94.25 65.60

12 152 11 69 183 80.72 94.33 72.62

13 371 14 103 68 78.96 82.93 39.77

14 594 30 144 151 81.07 83.43 51.19

Table 2. Confusion Matrix for C4.5

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479 138 467 81 48.07 36.99 14.78

2 606 250 520 152 49.61 37.81 22.62

3 601 477 377 214 48.83 30.97 36.21

4 252 920 236 482 38.84 34.38 67.13

5 182 50 314 63 40.23 55.75 16.71

6 330 124 227 69 53.20 35.75 23.31

7 403 145 298 125 54.38 46.30 29.55

8 414 279 266 154 51.03 35.57 36.67

9 502 285 350 197 52.40 40.87 36.01

10 442 567 218 248 46.78 30.43 53.22

11 40 29 81 44 43.30 60.27 35.20

12 127 36 164 88 51.81 70.97 34.92

13 277 108 122 49 58.63 31.21 28.65

14 332 292 182 113 48.42 27.90 38.31

Table 3. Confusion Matrix for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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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610 7 312 236 72.62 97.12 43.07

2 742 114 220 452 78.14 79.86 67.26

3 1068 10 386 205 76.27 95.35 34.69

4 1127 45 347 371 79.26 89.18 51.67

5 223 9 191 186 67.16 95.38 49.34

6 450 4 177 119 75.87 96.75 40.20

7 545 3 236 187 75.39 98.42 44.21

8 668 25 243 177 75.92 87.62 42.14

9 721 66 174 373 82.01 84.97 68.19

10 1003 6 326 140 77.49 95.89 30.04

11 66 3 65 60 64.95 95.24 48.00

12 160 3 125 127 69.16 97.69 50.40

13 384 1 109 62 80.22 98.41 36.26

14 613 11 185 110 78.67 90.91 37.29

Table 4. Confusion Matrix for NB

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269 279 36 581 72.96 67.56 94.17

2 147 525 47 809 62.57 60.64 94.51

3 224 367 69 1009 73.88 73.33 93.60

4 628 90 245 927 82.28 91.15 79.10

5 123 254 6 226 57.31 47.08 97.41

6 244 52 13 441 91.33 89.45 97.14

7 384 39 64 484 89.39 92.54 88.32

8 192 228 21 672 77.63 74.67 96.97

9 166 381 31 756 69.12 66.49 96.06

10 135 331 22 987 76.07 74.89 97.82

11 98 27 2 67 85.05 71.28 97.10

12 243 9 5 158 96.63 94.61 96.93

13 130 41 19 366 89.21 89.93 95.06

14 162 133 70 554 77.91 80.64 88.78

Table 5. Confusion Matrix for MLP

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542 75 42 506 89.96 87.09 92.34

2 749 107 131 541 84.42 83.49 80.51

3 1026 52 202 389 84.78 88.21 65.82

4 1062 110 245 473 81.22 81.13 65.88

5 195 37 3 374 93.43 91.00 99.20

6 427 27 41 255 90.93 90.43 86.15

7 484 64 22 401 91.14 86.24 94.80

8 615 78 129 291 81.40 78.86 69.29

9 690 94 178 369 79.56 79.70 67.46

10 939 70 138 328 85.90 82.41 70.39

11 61 8 2 123 94.85 93.89 98.40

12 140 23 3 249 93.73 91.54 98.81

13 364 21 19 152 92.81 87.86 88.89

14 560 64 129 166 79.00 72.17 56.27

Table 6. Confusion Matrix for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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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N FP FN TP ACC PPV TPR

1 609 11 6 539 98.54 98.00 98.90

2 854 7 11 656 98.82 98.94 98.35

3 1063 15 8 583 98.62 97.49 98.65

4 1158 15 10 707 98.68 97.92 98.61

5 231 2 5 371 98.85 99.46 98.67

6 445 10 3 292 98.27 96.69 98.98

7 539 10 5 417 98.46 97.66 98.82

8 690 6 7 410 98.83 98.56 98.32

9 786 6 9 533 98.88 98.89 98.34

10 997 14 7 457 98.58 97.03 98.49

11 68 1 2 123 98.45 99.19 98.40

12 166 1 3 245 99.04 99.59 98.79

13 375 9 1 171 98.20 95.00 99.42

14 621 5 6 287 98.80 98.29 97.95

Table 7. Confusion Matrix for Proposed

Fig. 6. Performance Metrics 

Performance

Metrics

Algorithms

C4.5 k-NN NB SVM MLP Proposed

Accuracy 77.45 48.97 75.22 87.37 78.67 98.64

Precision 86.32 41.08 93.06 85.29 76.73 98.05

Recall 54.24 33.81 45.91 81.01 93.78 98.62

Table 8. Performance Metrics

Table 8과 Fig. 6은 Table 2～7에서 알고리즘별로 14개의 

이스로 운동을 검출하 을 때 인식률의 정확도, 정 도, 재

율을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기존 알고리즘에서 평균 정확

도는 k-NN이 48.87%로 가장 낮고, SVM이 87.37%로 가장 

높았다. SVM은 범주형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가장 큰 마진으

로 결정 경계를 찾기 때문에 비교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SVM을 제외한 기존 알고리즘은 평균 정확

도가 모두 80%에 미치지 못하 다. 제안하는 방법의 평균 정

확도는 98.64%로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 다. 기

존 알고리즘의 평균 정 도와 재 율에서는 k-NN이 41.08%

의 정 도, 33.81%의 재 율로 가장 낮았고, NB이 93.06%의 

정 도, MLP가 93.78%의 재 율로 가장 높았다. 제안하는 방

법의 정 도와 재 율은 98.05%와 98.62%로 정확도와 마찬가

지로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높았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TP 비

율이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확도와 정

도, 재 율이 높았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으로 검출한 운동

이 운동 기 (Gold Standard)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Standard 

Deviation

Algorithms

C4.5 k-NN NB SVM MLP Proposed

Accuracy 3.63 5.22 4.85 5.47 10.80 0.23

Precision 5.15 12.31 5.49 5.76 13.38 1.20

Recall 9.97 13.27 10.77 14.30 5.00 0.35

Table 9. Standard Deviation in Performance Metrics

Table 9는 Table 2～7에서의 알고리즘별 정확도, 정 도, 

재 율의 표 편차 값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

확도 편차가 0.23인 것에 비해 기존 알고리즘들은 평균 약 

6%의 편차가 나타난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SVM도 

표 편차가 5.47이고 재 율도 14.3의 편차를 보 다. 이는 앞

서 언 한 학습데이터에 의존 인 과 합 문제로, 심박의 기

가 개인마다 다르고 PPG 센서가 동잡음에 취약하기 때문

에 심박 신호를 분류기의 특징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운동 시에 심박이 변화하는 생체반

응 원리를 기반으로 운동을 검출하 기에 표 편차가 각각 

0.23, 1.20, 0.35로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데이터에 의존 이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Fig. 7은 Case 1에 한 SVM 알고리즘(b)과 제안하는 알

고리즘의 운동시간 검출 결과(c)를 수기로 기록한 기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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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SVM과 같은 기계학습으로 운

동을 검출할 경우, 행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b) 그

래 와 같이 인식 결과가 간에 끊기거나 오인행동이 생기

게 된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c) 그래 와 같이 운동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계산하여 운동을 검출하기 때문에 정

도나 재 율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높게 측정된다. 

Fig. 7. Label Graph for Case 1

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동 검출 방법은 사람의 생리  특

징을 고려하여 운동 시에 심박이 오르내리는  시 을 검출하

고, 심박이나 움직임이 크게 유지되는 구간을 계산한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 기계학습으로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

는 방법이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의존  문제와 사람 

행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그러나 

실험 시에 커피나 술 등의 약물에 의한 심박변화 요소를 통

제하 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약물이나 다른 심박변화 

요소를 고려하여 심박을 기반으로 한 운동 검출 방법을 개선

시킬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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