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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저가의 센서가 보급됨에 따라 착용식 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스처나 행동 등과 같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직접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움직임기반 인터페이스는 버튼이나 터치 

등과 같은 기존의 고정된 입력방식과는 달리 3 차원 공간상에 입력하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도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입력패턴을 클러스터링하여 다중의 지역모형들을 생성하고, 이들 중 인식 단계에서 고려할 

모형을 확률적 인식기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확률적 선택방법은 모호한 

동작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지역모형의 인식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개의 가속도, 각속도 센서와 생체신호 센서, 데이터 글러브 등 다양한 착용식 

센서를 이용한 행동 명령어 셋을 정의하고,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sensors are manufactured at a low pric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use of wearable-sensors on various applications. Since wearable-sensors 

directly capture the user’s motions such as gestures and behaviors, they can be used as the 

next generation interface. Unlike the conventional fixed-interfaces like the button and 

touch, a motion-based interface has various shapes according to the users since it is 

inputted on the three-dimensional space.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we proposed a 

gesture recognition method which estimates multiple local-models by clustering the 

dynamic input patterns, where the models to be considered at a recognition stage are 

selected based on a probabilistic classifier. The probabilistic selection can handle 

ambiguous gestures effectively, while it minimizes the recognition cost of the local models. 

In this paper, we defined various kinds of motion commands based on several wearable-

sensors including accelerometers, gyroscopes, physiological sensors, and data-gloves, and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핵심어: Wearable sensors, human-computer interaction, probabilistic selection, local 

recogni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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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저가의 센서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이나 행동, 제스처 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1]. 애플과 나이키에서 

선보인 제품(nikeplus.com)은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모니터링 해준다. 그 밖에도 3 축 

가속도 센서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일상 행동과 걷기, 뛰기, 자전거타기 등과 같은 

운동 동작들을 인식하거나, 다중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 등 컨텍스트를 인식하고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공유해주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2, 3]. 

다중 센서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을 더욱 정교하게 

감지할 수 있어 다양한 인터페이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동작 인식 모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델의 처리속도가 저하되어 실시간 HCI 적용이 어렵다 

[4]. 또한 3 차원 공간상에 입력되는 동작 명령어나 행동은 

사용자에 따라 혹은 매 입력 시 마다 움직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공간 상의 

패턴 가변성(variation)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역 인식기를 이용하여 각 

행동의 패턴 다양성을 모델링 하고, 계산복잡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지역인식모델 생성 및 확률적 선택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지역인식모델 생성과 확률기반 

선택모델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연구 [5]에서 제안하였던 다중결정 템플릿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인식모델을 생성하며, 두 번째 단계인 

선택모델에서는 기본 인식기중 일부만을 확률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HCI 에 적합하도록 

인식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림 1 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흐름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인식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활화(smoothing)와 같은 전처리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행동이나 제스처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3 초단위로 동작을 나누어 인식하였다. 

학습단계에서는 각 행동을 인식하는 기본 인식기들을 

학습한 뒤, k-평균 클러스터링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특징 별 지역 인식모델을 

생성한다. 인식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동작을 비교적 

단순한 확률기반 인식모델을 이용하여 선 분류한 뒤, 

획득한 확률 값에 따라 지역 인식모델을 선택하여 최종 

인식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인식성능을 

가진 SVM (Support Vector Machines)을 기본 인식기로 

사용하였으며, 선분류 모델로는 확률기반모델인 나이브 

베이즈 (NB, Naïve Bayes)분류기를 사용하였다. SVM 은 

이진분류기이기 때문에 각 행동을 인식하는 SVM 을 목표 

행동 개수만큼 두는 OVA (One-Versus-All)구조로 

구성한다. 인식단계에서는 각 행동별 SVM 을 모두 적용한 

뒤 가장 높은 출력 값(degree of support)을 가지는 행동을 

인식결과로 사용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방법을 

사용한다. 인식기에서 사용할 특징벡터로는 분할된 동작에 

대해 선형 리샘플링(resampling)한 고정길이 벡터를 

사용하였다. 

3. 다중 센서기반 행동인식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2 와 같이 착용식 센서로 

동작센서, 생리적신호 센서¸ 그리고 손 모양 캡쳐센서를 

사용한다. 동작센서로는 XSens XBus Kit 

(www.xsens.com)을 사용하는데, XBus 에 5 개의 

MTx 센서노드를 연결하고 각각을 사용자의 머리, 양팔, 양 

손목에 부착하였다. 각 센서노드에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3 축 가속도, 3 축 각속도, 3 축 지자기센서가 

들어있으며, 그 외에도 오일러값과 외부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3 축 가속도와 3 축 

각속도만을 사용하였다. 생리적신호는 Bodymedia 사의 

암밴드를 이용하여 피부온도, 열유량, 그리고 피부전기반응 

값을 수집한다. 여기에 2 축 가속도 센서가 추가로 

내장되어있으며, 사용자의 주손 상박에 착용한다. 손 모양 

캡쳐는 5DT 사의 Ultra 데이터 글러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글러브는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굽혀짐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14 개와 5 개씩 들어있어 손 모양을 

측정하여준다. XSens 와 데이터 글러브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SDK 를 이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입력 

받았으며, 암밴드는 입력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 받았다. 

 
그림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착용식 센서 셋: 

(ㄱ) 동작센서, (ㄴ) 생리적신호 센서, (ㄷ) 데이터 글러브 



4. 실험 및 결과 
앞에서 설계한 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표 

1 과 같이 하나의 제스처 셋과 두 가지 종류의 행동 셋을 

정의하였다. 대화제스처 셋은 대화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24 가지 행동들(Acknowledge, Announce, Confused, 

Congratulate, Congratulate2, Decline, Explain, 

Don’t_recognize, Get_attention, Greet, Idle, Look_down, 

Look_up, Look_right, Look_left, Pleased, Search, 

Stop_listening, Suggest, Surprised, Think, Uncertain, 

Wave, Write)로 구성되며, 동작은 Microsoft 사의 Genie 

에이전트 행동 셋을 참조하였다 (http://msagentring.org/ 

chardetails.aspx?char=genie). 일상행동 셋은 일하기, 

미팅, 식사, 운동, 수면, 통화, 화장실가기, 휴식의 8 가지 

행동으로 구성된다. 사무실행동 셋은 운전, 박수, 악수, 

양치, 물마시기, 키보드 사용, 마우스 사용, 문 열기, 통화, 

가위질, 글씨쓰기 의 11 가지 행동 셋으로 구성된다. 앞의 

두가지 셋은 1 명의 피험자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사무실행동 셋의 경우는 3 명의 피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1. 사용자 제스처 및 행동 데이터 

동작 셋 센서 동작 개수 특징차원 샘플 수 

대화제스처 5XBus 24 300 120 

일상행동 5XBus + 1 암밴드 8 360 85 

사무실행동 5XBus + 2 글러브 11 490 332 

 

표 2. 행동인식결과% (동작 당 인식기 적용 수) 

동작 셋 적용 센서 SVM 지역모델 [5] 제안하는 방법

대화제스처 5 XBus 88.3 (24) 93.3 (24) 96.7 (2.5) 

일상행동 

1 암밴드 90.6 (8) 91.8 (8) 97.6 (2.2) 

5 XBus 97.6 (8) 97.6 (8) 100 (2) 

모두사용 100 (8) 100 (8) 100 (2) 

사무실행동 

2 글러브 98.8 (11) 98.8 (11) 99.4 (2.1) 

5 XBus 97.6 (11) 97.6 (11) 99.4 (2) 

모두사용 99.7 (11) 100 (11) 100 (2) 

 

인식 실험은 데이터의 샘플을 10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차례로 9 개를 학습에 사용하고 1 개를 평가에 사용하는 

10-fold 교차검증으로 수행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표 2). 

실험 결과 동작 종류가 많은 대화제스처의 경우 

90%정도의 인식 정확도를 보였으며, 행동 데이터의 경우는 

100%에 가까운 높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다중센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단일 센서를 이용할 때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좀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모델([5]와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3 차원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움직임패턴의 가변성(Variation)을 효과적으로 

모델링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선택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동작 당 적은 수의 인식기를 사용하였으며, 

행동간의 모호성 또한 처리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최근 사용자의 의도나 행동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주는 끊김 없는(seamless)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시스템(HC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다중센서기반 행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간 움직임 가변성과 인식알고리즘 복잡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다중센서를 활용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모델방법과 확률적 

인식기 선택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다양한 센서를 실제 HCI 에 적용할 경우 이를 착용하는 

사용자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 

센서만을 활용한 경우의 행동인식실험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센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성능은 떨어졌지만 

유의한 수준의 인식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 

시계나 신발 등 일상에서 착용하는 제품에 센서를 

탑재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이상 정확한 행동 인식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향후 연구로는 사용성과 전원관리와 

같은 측면에서의 센서 선택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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