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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시장 규모의 증 와 함께 스마트폰에 부착된 센서 한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더불어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방향 센서, 가속도 센서, GPS, 

조도 센서 등의 센서들을 이용한 상황 인지, 추천 시스템, 제스처 인식 등의 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스처 데이터에는 상당한 양의 의미 없는 비제스처 데이터 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  구조를 사

용하여 비제스처를 분류한 후 세부 제스처들을 분류한다. 분류 알고리즘으로 양방향 LSTM 구조의 순환

신경망을 사용한다. LSTM 구조의 순환신경망은 3개의 게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시 스의 길이가 긴 데이

터의 인식률이 높다. 양방향 순환신경망은 입력 시 스의 양방향 모두 학습하기 때문에 일반 인 신경망 

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총 21가지의 클래스를 분류하고 24,850개

의 시 스 데이터를 사용한다. 실험 결과로 기존 BLSTM은 평균 89.17%의 인식률을 기록하 고 계층  

BLSTM은 기존 BLSTM보다 높은 평균 91.11%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키워드 : 모바일 제스처 인식, Long Short-Term Memory, 양방향 순환신경망, 계층  신경망

Abstract The sensors embedded in the smart phone are becoming elaborated and sophisticated 

from the mobile market growth. The application area such as context aware, recommendation system, 

gesture recognition are actively investigated from the accelerometer, GPS, luminous, direction sensors, 

etc. In this paper, we propose a gesture recognition method using an accelerometer embedded smart 

phone. Since there are a lot of meaningless non-gesture data in real world problem, we classify the 

data hierarchically. For a classification algorithm, we use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with 

BLSTM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LSTM shows high performance with three gates 

when classifying the long sequences. RNN outperforms conventional ANN (Aftificial Neural Network) 

since it trains both way of input sequence.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twenty one classes are 

classified, and 24,850 sequences are used. The result shows Hierarchical BLSTM (91.11%) outperforms 

standard BLSTM (89.17%).

Key words : Mobile gesture recognition, Long Short-Term Memory, Bidirec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Hierarchic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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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센

서가 모바일 장치에 부착되어 출시되고 있다. 표 인 

센서로는 GPS,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근사치 센서, 

방향 센서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센서가 부

착되어 출시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상황을 

인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속도 

센서는 사용자의 패턴이나 행동을 인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의도를 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총 20가지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스

처 인식은 크게 비 기반과 센서기반의 제스처 인식으

로 나뉜다. 비 기반의 제스처 인식은 유비쿼터스 환경

의 발 과 더불어 범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

람의 특정 동작에 국한되지 않고 손, 발등 체 동작에 

한 인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장소에 제

한 이고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인식률이 좌우된다는 

단 이 있다. 센서기반 제스처 인식은 부분 스마트폰

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지만, 이 밖에도 EMG[2], 펜

[3], 러 [4] 등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

행 이다. 센서기반의 제스처 인식은 세부 동작에 한 

인식이 가능하지만, 특정 장치를 사용자의 몸에 항상 소

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5].

제스처 인식을 한 방법은 크게 처리, 특징 추출, 

분류알고리즘의 순서 로 진행되고 그  분류알고리즘

은 인식률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에서 인식

률 향상을 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들 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스처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높은 인식률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식률 향상을 해 계층

 BLSTM(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구조의 순환신경망과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BLSTM은 순환신

경망의 일종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류하고 측하기 

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비제스처와 제스처의 분류

와 20가지의 제스처를 분류하기 해 BLSTM구조의 

순환신경망을 계층 으로 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

능을 측정하기 하여 데이터를 무작 로 7:3의 비율로 

나 어 실험하며, 이 밖에도 5-교차 묶음 검증, 세 별 

실험을 하여 인식률을 측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제스처 인식

과 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BLSTM 구조의 계층  순환신경망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제스처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보인다. 제5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련 연구

표 1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연구를 나

타낸 표이다. 가속도 센서는 활용도가 높고 가격이 렴

하므로 최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트(Wiimote), 내

비게이션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부분의 제스처 인식 연구들은 스마트

폰이나 모트에 장착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고 있다.

표 1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련연구

자
수집

장비

제스

처수
분류 방법 주요 특징

J. Liu 등

(2009) [6]

스마

트폰
8 DTW

uWave를 이용한 

제스처의 개인화

G. Niezen 등

(2009) [7]

스마

트폰
8
HMM,ANN,

DTW

주요 알고리즘 

성능 비교

J.-K. Min 등

(2010) [8]

스마

트폰
20

DTW,NB1)

K-means

NB를 이용한 

DTW모델선택

T. Marasovic 

등 (2011) [9]

스마

트폰
7 K-NN 

PCA와 K-NN을 

혼합하여 인식

A. Akl 등

(2011) [10] 

모

트
18 DTW,AP2)

RP3)를 이용한 

차수 감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스처 인식을 하여 다양한 

방법과 학습 알고리즘들이 제시되고 있다. 부분의 연

구는 ANN(신경망), K-means 등 정  알고리즘을 사

용하거나 DTW(동  시간 정합)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동 으로 변화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측이나 

분류를 해서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 표 인 시계열 알고리즘으로는 DBN(동  베

이지안 네트워크), HMM(은닉 마르코 모델), RNN(순

환신경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알고리즘으로 

BLSTM 구조의 순환신경망을 사용한다. BLSTM구조

의 순환 신경망은 단어 검색[11], 단백질의 세포 내 

치 측[12] 등의 시계열데이터 처리에 타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시스템 구성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부터 수집된 가속도 데이터는 처리를 해 평

1) NB: Naive Bayes(나이  베이즈)

2) AP: Affinity Propagation(친근도 )

3) 3) RP: Random Projaction(임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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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 시스템 구성

균변화율과 슬라이딩 도우로 세그멘테이션 한다. 처

리된 데이터는 학습 후 계층 으로 시 스들을 분류한

다. 첫 번째 학습된 BLSTM을 사용하여 제스처와 비제

스처의 시 스 데이터를 분류하고 두 번째 학습된 

BLSTM을 이용하여 20가지의 제스처를 각각 세부 으

로 분류한다.

3.2 LSTM(Long Short-Term Memory)

LSTM은 은닉층에서 3개의 게이트를 사용하여 시간

단 로 입력 노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 장, 출

력할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써 장기기억에 한 성능을 

높인다[13]. 그림 2는 하나의 메모리 블록을 나타낸 것

이다. g와 e는 활성화 함수로 곡선 탄젠트 함수를 사

용한다.

그림 2 LSTM 메모리 블록

각 게이트의 연산은 기본 으로 각각의 가 치와 입

력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셀, 입력 노드, 다른 메

모리 블록의 출력 값으로부터 각각 정보를 읽어 들이고 

시그모이드 함수로 게이트들을 활성화한다. 입력 게이트

는 식 (1)과 같이 셀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

하여 입력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올 것인지를 결정

한다. 는 입력 게이트를 의미하고, 
는 입력 게이트의 

상태 값을 의미한다. 
의 값은 입력값(

), 다른 은닉층

의 상태 값(
  ), 셀의 상태 값(

  )의 가 합으로 계

산한다.

는 시 을 나타내며,  의 값은    시 의 값을 

사용한다. 은 각각 입력노드, 은닉노드, 셀의 개수

를 의미한다. 은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된 가 치를 의

미하고 각각의 노드 값과 곱으로 계산한다. 은 시

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이다.

      

  

  




  
  




  

 




  


  

 

 (1)

출력 게이트는 식 (2)와 같이 데이터를 출력 노드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연산은 식 (1)과 유사하지만 

각각의 노드들은 출력게이트와 연결된 가 치를 사용한

다. 는 출력게이트를 의미하고 
 는 시 에서의 출력

게이트의 상태 값을 의미한다. 
 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용한 후의 상태 값이다.

      

 

  




 
  




  

 




  


  

 

 (2)

식 (3)은 셀의 상태를 정의한 것으로 망각 게이트, 이

 셀의 상태값, 입력게이트의 상태값, 활성화 함수가 

용된 
값의 4개의 값들로 상태 값을 결정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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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1.0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은닉 노드에 이  정보를 

손실 없이 유지시킬 수 있다. 
는 시 에서의 셀의 상

태 값으로 입력 노드들의 값과 에서의 은닉층 값으

로 연산한다. 
는 셀의 상태 값을 의미한다.

            

  

  




  
  




  


  

 
   


 

 (3)

망각 게이트는 셀의 재귀  반복에 한 결정을 내리

고 식 (4)로 정의된다. 는 출력게이트를 의미하고 


는 시 에서 활성화 함수가 용된 후의 출력게이트 

상태 값을 의미한다.

     

 

  




  
  




  

 




  


  

 

 (4)

식 (5)는 셀의 출력을 정의하는 연산이다. 셀을 활성

화하기 해 곡선 탄젠트함수가 사용되고 출력 게이

트 상태 값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는 활성화 함

수를 나타낸 것이다.

                   
  

 
   (5)

3.3 양방향 순환신경망

순환신경망은 일반 신경망에서 시계열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은닉층에 이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습시킬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의 역방향에 은닉층을 추가시

킨다면 데이터의 인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일반 인 순환신경망과 양방향 순환신경망의 구조를 비

교한 것이다. 일반 인 순환신경망은 하나의 입/출력 노

드에 하나의 은닉 노드가 존재하지만 양방향 순환신경

망은 하나의 입/출력 노드에 순방향과 역방향 은닉 노

드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각 방향의 연산은 일반 순환신경망과 같이 가 합으

로 계산되고 이  정보가 함께 장된다. 하지만 역방향

의 경우 연산 시작 시 이 시계열의 끝부터 이고 각 방

그림 3 순환신경망과 양방향 순환신경망의 구조

향의 은닉층은 같은 입/출력 노드와 연산한다. 그리고 

각 방향의 결과 값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활성

화한다[14]. 학습은 시계열 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5]. 이 학습 방법은 기존의 역  알고리즘과 같이 

편미분과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기울기 값을 구한다. 하

지만 시계열 역  알고리즘은 추가로 시간 지연 개념

을 사용하여 과거 은닉층의 오류 값이 재 은닉층의 

가 치의 오류 값 계산에 향을 미친다.

3.4 계층  신경망

다양한 형태의 계층  신경망이 연구되고 있고 그  

구조  형태의 계층  신경망은 그림 4와 같이 상향식 

구조와 하향식 구조로 나뉜다.

상향식 네트워크 구조는 하  네트워크들이 각 세부 

요소들을 분류한 후 최상  네트워크가 하  네트워크

의 결과를 통합한다. 반면 하향식 구조의 신경망은 최상

 네트워크가 하 의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구조이다. 

계층  신경망은 환자의 상태 측[16], 음성인식[17], 

문자인식[18] 등의 분야에서 다음의 장 을 보 다. 첫

째, 학습시간이 감소한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혹

은 분류하여야 할 클래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신경망 

학습에서 역 최솟값을 찾는 시간은 증가한다. 하지만 

계층  신경망은 세부 클래스들로 나뉘어서 학습을 하

므로 가 치 계산양이 어들어 역 최소 을 찾는 

시간이 감소한다. 둘째, 어든 가 치 계산양 때문에 

일반 인 신경망보다 인식률이 높다. 셋째, 세부 클래스

를 그룹화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하  그룹에 새로운 클

래스의 추가가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하향식 네트워크를 사

용하여 제스처 데이터의 세부 클래스들을 분류하기 

에 비제스처와 제스처를 분류한다. 비제스처 데이터는 

부분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분류하기 쉽다. 그리고 비

제스처 데이터는 체 데이터의 50%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제스처 데이터의 상세 클래스는 각 2.5%로 구성되

그림 4 계층  신경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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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스처 인식의 계층  구조

어 있다. 첫 번째 계층에서 비제스처와 제스처를 분류하

면 각 세부 제스처의 사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사후 

확률 한 증가한다. 사  확률 증가에 따른 사후 확률

의 증가는 다음의 수식들로 설명할 수 있다. 입력 시

스  가 주어졌을 때 BD(아래방향 왕복이동)의 확률을 

베이즈 정리로 표 하면 아래의 식 (6)과 같다.

               

   
 (6)

는 개의 제스처 클래스를 의미한다. 분류해야할 

제스처 클래스를 2가지로 가정할 경우 식 (7)로 다시 정

의할 수 있다.

         

   
 (7)

식 (7)에서    ,     로 가정하

고     이므로 다음의 수식을 도출할 

수 있다.

          

 
 (8)

식 (8)로부터  가 증가할수록  이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가된 사후 확률로 계층  신

경망은 일반 인 신경망 보다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다.

4. 실험  결과

4.1 사용자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비제스처를 포함하여 총 21가지의 클

래스를 분류한다. 표 2는 비제스처를 제외한 20가지의

표 2 수집된 제스처 데이터의 종류(그림)

기호 방향 그림 의미

NL 왼쪽 

왕복 

이동

NR 오른쪽

NF 바깥쪽

NB 안쪽

BU

BD 아래

LL 왼쪽

기울임
LR 오른쪽

LF 바깥쪽

LB 안쪽 

TL 왼쪽

외부

충격

TR 오른쪽

TF 바깥쪽

TB 안쪽

TT

TM 아래

RH 수평

회

RV 수직

SLR 좌우

흔듦

SFB 앞뒤

제스처 클래스를 나타낸다. 각 제스처는 크게 왕복이동, 

기울임, 외부충격, 흔듦, 회 의 클래스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방향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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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스처 인식 결과

실험을 하여 10～60세 사이의 총 30명이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데이터는 세 별(10～20세, 20～40세, 40～

60세), 날짜별(1day, 2day)로 구분한다. 데이터는 총 

11,885개의 제스처 시 스와 12,965개의 비제스처 시

스로 구성되고 1,075개의 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을 

하여 학습률은 0.0001, 모멘텀 값은 0.9로 설정 하

다. 학습 알고리즘으로 시계열 역 를 사용하 고 일

 학습을 하 다. 표 3은 체 데이터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7:3의 비율로 나 어 실험한 결과이다. 

학습에 사용한 시 스는 17,470개, 테스트는 7,380개를 

사용하 다. 비교실험을 하여 동일한 데이터에 해 

기존 BLSTM을 사용하 다.

표 3 일정비율에 따른 인식률(%)

실험횟수 set1 set2 set3 set4 set5 avg

계층  BLSTM 89.4 94.1 91.15 88.4 92.5 91.11

기존 BLSTM 86.8 90.67 89.5 89 89.9 89.17

추가 실험으로 5-교차 묶음 검증을 하 다. 체 데

이터를 5등분 하므로 학습을 해 19,544개의 시 스를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 4,886개의 시 스를 사용한다. 

표 4는 5-교차 묶음 검증의 결과로 평균 90% 이상의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계층  BLSTM구조

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인식률을 기록하 다. 

set3의 경우 신경망은 기 가 치를 무작 로 구성하

기 때문에 계층  BLSTM 인식률이 기존 BLSTM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인식률은 여 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5-교차 묶음 검증 결과(%)

실험횟수 set1 set2 set3 set4 set5 avg

계층  BLSTM 90.4 93.1 91.15 92.4 90.5 91.51

기존 BLSTM 88.6 92.28 92.47 89.1 88.6 90.21

세 별 실험을 하여 총 데이터를 표 5와 같이 구성

하 으며, 총 5번의 실험을 하 다.

표 6은 세 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40

의 연령 에서 다른 세 보다 높은 인식률을 기록하

고 40～60 에서 가장 낮은 인식률을 기록하 다. 이는 

기존 BLSTM뿐만 아니라 계층  BLSTM에서도 나타

표 5 세 별 실험을 한 데이터 구성

10～20 20～40 40～60

학습 시 스(개) 6592 4302 7136

테스트 시 스(개) 3156 1928 3080

표 6 세 별 실험 결과(%)

set1 set2 set3 set4 set5 avg

10～20

계층

BLSTM
90.13 90.5 88.33 90.1 86.1 89.03

기존

BLSTM
88.5 89.9 85.8 86.3 84.9 87.08

20～40

계층

BLSTM
94.81 97.15 94.4 96.9 96.23 95.90

기존

BLSTM
95.32 96.69 93.73 96.9 95.79 95.69

40～60

계층

BLSTM
82.54 86.5 88.43 89.21 85.8 86.50

기존

BLSTM
79.1 86.7 85.2 87.6 85.8 84.88

나는 상이었지만 여 히 기존 BLSTM 보다 높은 인

식률을 기록하 다.

5. 결론  토의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고 계층  BLSTM 순환신경망을 이용하여 

각각의 클래스를 분류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

법의 성능을 측정하 고 그 결과 계층  구조를 사용하

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 다. 향후 연구로 

각각의 세부 클래스들은 공통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클래스들을 그룹화하여 분류하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DTW, HMM등 다른 

분류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추가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과 타 알고리즘과의 성

능을 비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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