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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인식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

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인식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부상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공사 현장에서도 넘어짐은 중요한 사고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 내장

된 가속도 센서와 방향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넘어지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에는,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

기 위해서 가속도벡터의 크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

법을 적용하여 인간의 넘어지는 방향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Human behavior recognition using an accelerometer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As smartphones have become 
used commonly, a method for human behavior recognition using the acceleration sensor built into the smartphone is being 
studi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falling often leads to serious injuries, and falls are one of the major causes of 
accidents at construction fields. In this article, we proposed recognition method for human falling direction using built-in 
acceleration sensor and orientation sensor in the smartphone. In the past, it was a common method to use the magnitude 
of the acceleration vector to recognize human behavior. These days, deep learn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applied 
to various areas. In this article, we propose a method for recognizing the direction of human falling by applying the deep 
learning multilayer technique, which has been widely us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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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예측하

는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가속도 센서

(Accelerometer Sensor)는 물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 2, 3]. 
노인의 경우 넘어짐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한 이상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령화

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80년대에는 

146만 명에서 2020년에는 815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2020년에는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15.7%에

서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64만 6천 명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하

고 있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손상을 입는 경우도 약 

3,730만 건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중 약 3분의 1이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4]. 또한, 공사 현장의 경우 작업자의 넘

어짐은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행동인식 중 하나이다. 한해 낙상

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총사망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넘어짐은 산업재해의 중요한 요

소이다 [5].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스

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연구 또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2,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사람의 행동인식 방법은 대부

분 3축 가속도 센서의 크기를 제곱하여 더 한 후 제곱근

을 사용하는 SVM(Single Vector Magnitude)을 사용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걷기, 뛰기, 넘어짐과 

같은 가속도 벡터의 SVM의 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넘어지는 방향의 경

우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적용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2, 
7, 8]. 그러나 [9]에서는 가속도 벡터의 성분 벡터를 사용

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딥러닝은 [10] 에서 힌튼과 폴의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세돌과 딥마인드의 바둑대회 이후 많은 

연구자가 딥러닝을 연구하고 있다. 딥러닝은 여러 층의 

히든 레이어를 구성하고 학습을 통해 가중치를 갱신함

으로써 목푯값과 예측치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사

용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의 값을 방향 센서

(Orientation Sensor)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후 딥러닝의 

다중 레이어를 이용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으로 기존의 SVM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방향을 판단 할 수 있었

다. 가속도 센서의 크기 SVM은 각축의 가속도 벡터 값

을 제곱하여 더한 것의 제곱근    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속도 센

서를 이용한 인간 행동인식 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한다. 3장의 3.1절과 3.2절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

도 센서, 방향 센서를 이용한 정규화 방법을 설명하고 

3.3절에서는 다중 네트워크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

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 및 분

석을 소개한다. 

Ⅱ. 관련 연구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허리에 착용하는 

센서를 사용한 연구는 [1, 3, 11]이 있다. [3]의 경우 허리

에 착용하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하루 동안의 다양

한 행동을 KNN(K-Nearest Neighbor)과 QSVM(Quadratic 
Support Vector Machine)등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은 랜덤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여 넘어짐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1]
은 다양한 KNN기법을 적용하여 넘어짐을 분석하였다. 

[12]는 손목에 착용한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짐을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
용자의 몸무게, 팔길이,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넘어

짐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3]은 데이터를 직

접 수집하지는 않고 기존의 가속도 데이터에 SVM과 머

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인 KNN를 적용하여 넘어짐 판단 

방법을 제안하였다. [14]의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

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걷기, 뛰기, 점프, 넘어짐의 행동

인식과 이상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연동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9]에서는 가

속도 벡터와 방향 벡터를 사용하여 넘어짐 방향을 판단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SVM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

부 실험자의 방향을 판단하지 못하였다. 가속도 센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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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카메라 영상이나 깊이 센서를 사용하는 등 넘

어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5, 16]. 

Ⅲ. 딥러닝 다중 레이어를 이용한 넘어짐 방향 
판단

3장에서는 딥러닝의 다중 레이어를 위한 넘어짐 방

향 판단을 소개한다. 3.1절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

서를 소개하고 3.2절에서는 방향 센서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 정규화 방법 3.3절에서는 다중 네트워크 구성을 소

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 전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Fig. 1 Framework of the proposed system

3.1. 스마트폰 가속도 센서

스마트폰은 가속도 센서와 방향 센서등 많은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이 움직이게 되

면 움직임을 인식하고 X, Y, Z 3방향의 가속도를 실시

간으로 나타낸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

력가속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지상태에서도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가속도가 표현된다. 가속도

는 단위시간 당 속도의 변화이므로 단위시간 당 움직임

의 변화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2는 넘어짐이 발생하는 경우의 가속도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타임라인 23부터 40까지 넘어짐이 발생

하였음을 보여 준다.

Fig. 2 Example of three axis acceleration sensor

스마트폰에 내장된 방향 센서(Orientation Sensor)는 

X축 방향의 값은 피치(Pitch)라 하고 –90도에서 90에
서까지 값을 측정한다. Y축 방향의 값은 롤(Roll)이라 

하고 피치와 같이 –90도에서 +90까지 측정한다. Z축 

방향의 값은 어지무스(Azitmuth)또는 야(Yaw)라고 하

며 0도에서 359도까지 측정한다. 스마트폰의 가속도 벡

터에 방향 벡터의 값을 적용하여 정규화한 후 딥러닝의 

네트워크에 입력하였다. 

Fig. 3 Orientation sensor of smartphone

3.2. 가속도 벡터 정규화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경우가 다양

하므로 스마트폰이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속도 센서

의 크기가 측정된다. 뛰기, 걷기, 앉기와 같은 인간의 기

본동작은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작을 구별

할 수 있다. 가속도 벡터의 크기 SVM을 일정 임곗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걷기, 뛰기, 앉기와 같은 동작을 인

식한다. 넘어지는 방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SVM의 크기를 사용하여 인식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 센서를 사용하여 가속도 벡터의 방

향을 지구 중심방향으로 변환하였다. 스마트폰의 방향 

센서는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롤(Roll)은  ,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치는 ,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어지무스(Azimuth)는 로 나타냈다. 각축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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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변환 행렬을 적용하였으며 식 (1)에서   는 

가속도벡터를 의미하고 ′ ′ ′은 회전 변환을 적

용한 후의 가속도 벡터를 의미한다.











′
′
′

    

















(1)

여기서    는 회전변환 행렬의 곱으

로 다음식 (2)와 같다.











coscos sinsincos  cossin cos sincos  sin sin
cos sin sin sin sin  cos cos cos sin sin  sin cos

 sin sin cos cos cos

(2)

그림 4의 (a)는 넘어짐이 발생하는 경우의 가속도 벡

터의 값이며, (b)는 정규화 이후의 가속도 벡터의 값이

다. (b)에서는 넘어지기 전의 Z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 값

의 크기가 중력가속도에 근접하여 지구 중심방향으로 

정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4 Acceleration sensor value. (a) before normalization. 
(b) after normalization. 

3.3. 딥러닝 다중 레이어 구축 

딥러닝은 입력값과 목푯값을 사용하여 훈련한 후 테

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사용한다. 넘
어짐 방향을 인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넘

어짐 방향을 판단하였다. 딥러닝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값은 위에서 언급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얻어진 가속도 

센서의 X, Y, Z 방향의 값을 0보다 큰 것과 0보다 작은 

값을 구분하여 6개의 값을 딥러닝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하였다. 넘어짐 방향은 전, 후, 좌·우 4개의 방향으로 최

종 출력값은 4개이다. 
정규화된 가속도 벡터에서 X, Y값은 가속도의 제곱

의 합의 제곱근으로  
  




  

  



  이며, 가

속도 벡터는 양수와 음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 이고,  
  



  여기서   

이며,  
  



  여기서  ≥ 이고,  
  



 여기

서   이다. 그림 5와 6은 넘어짐이 발생하는 경우의 

X축, Y축 가속도 벡터로 양수와 음수를 구별한 것이다.

Fig. 5 Acceleration value of X-axis

Fig. 6 Acceleration value of Y-axis

딥러닝 네트워크는 완전연결 방법으로 그림 7과 같

이 구축하였다. 넘어짐 방향은 X축, Y축을 기준으로 회

전 운동이므로 가속도 벡터의 X축, Y축값의 양수와 음

수를 구별하여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하였다. 입력데

이터 6개는        이다. 입력 레이

어에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로 입력되는 것은 
이

다. 아래 첨자는 노드의 인덱스이고 위첨자는 첫 번째 레

이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는 10개의 

노드로 구성하였으므로  
 

 ⋯ 


이고   ⋯에 대해서 
  

 




 이

다. 여기서 
는 입력층의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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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의 번째 노드의 입력값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의미

한다. 첫 번째 레이어의 편향 값(Bias)은 이다. 딥러

닝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

이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출

력값은 
 

  exp
 이고   

이다. 

출력층의 에러는  
  



이다. 여기서 

  


 

  이다. 각 층의 가중치의 업데이트는 


  

 


이고, 편향의 업데이트는 

   
이다. 이후의 히든 레어어의 입

력 및 출력, 가중치는 인덱스의 차이만 있고 같다.

Fig. 7 Implementation of deep learning network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가속도 벡터를 이용한 넘어짐 방향 인식을 위해서 갤

럭시 S3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MIT에서 개발된 앱인벤터를 사용하여 가속도 센서와 

방향 센서를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넘어지는 것은 대략 

1초 이내로 짧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속도 벡터

와 방향 센서는 100 ms 주기로 측정하였다. 표 1은 실험

에 사용된 가속도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넘어짐 방향 인식 실험은 파이토치(PyTorch) 환경에

서 실시하였다. 여러 번 실험 결과 반복 횟수 1백3십만 

회 이상이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8, 9는 

반복 후의 결과이다. 다중 네트워크모델에서 전, 후, 좌, 
우로 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그림 8의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원소가 가장 크며, 두 번째 행에서는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행에서는 세 번째 원소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8, 9의 결과를 보면 넘어짐 방향이 잘 인식된 것

을 알 수 있으나 반복 횟수가 증가해도 좌측의 경우 정

확도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딥러닝 다중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험한 결과 기존의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사용하여 넘어짐 방향을 판단하

는 방법으로는 표 1의 5번째 실험자의 넘어짐 방향을 판

단할 수 없었으나 딥러닝 다중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

우 5번째 실험자의 넘어짐 방향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6889e-01, 3.1307e-08, 1.2029e-01, 1.2691e-05],
[4.8643e-06, 9.5653e-01, 3.8023e-03, 3.8217e-02],
[5.5500e-03, 5.3782e-05, 7.7803e-01, 4.0586e-01],
[2.4012e-05, 9.7229e-02, 5.1414e-02, 7.9730e-01]

Fig. 8 The results after 1,300,000 number of repetitions

[9.9144e-01, 1.1010e-08, 1.7854e-02, 5.1050e-07],
[1.3403e-06, 9.8286e-01, 1.8302e-04, 2.5252e-02],
[5.5511e-04, 7.6772e-05, 7.8886e-01, 4.7637e-01],
[6.7648e-06, 7.0485e-02, 5.5141e-03, 9.0465e-01]

Fig. 9 The results after 1,400,000 number of repetitions

　Falling 
Direction front back left right

Acc. value x y x y x y x y
sub.1 2.85 2.97 0.70 3.29 9.10 4.92 4.92 3.53

+ 0.06 3.44 0.49 0.57 12.21 4.65 5.88 1.61
- 3.20 1.67 0.91 4.87 5.62 3.18 0.88 5.53

sub.2 3.13 6.18 1.64 6.83 5.91 3.39 2.58 1.59
+ 0.28 6.25 1.62 1.54 6.79 3.22 1.97 0.22
- 3.9 0 0.92 7.90 1.26 2.68 2.62 1.89

sub.3 4.50 6.44 0.89 2.13 4.93 3.18 3.50 3.05
+ 5.18 6.33 1.01 1.11 0.06 3.56 1.30 3.54
- 2.64 1.10 0.57 2.53 6.17 1.09 3.80 1.67

sub.4 1.91 4.31 5.61 6.97 5.13 3.57 6.52 5.50
+ 1.16 4.27 4.23 5.59 4.42 3.42 2.45 3.21
- 1.82 0 6.36 7.40 3.91 1.37 8.77 6.64

subj.5 1.98 4.67 0.91 3.84 4.57 1.92 5.15 0.98
+ 0.54 6.49 0.59 1.83 0.00 0.25 0.98 1.61
- 3.19 0.75 1.02 2.73 4.72 2.17 0.59 8.93

Table. 1 Acceleration value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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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가속도 센서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응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와 방향 센서를 사용하여 최근 들어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다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넘어짐 방향을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

식할 수 없었던 것을 딥러닝 다중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행동인식은 노인의 낙상 인식,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통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

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 SVM 위주

의 행동인식 연구 결과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중 네트

워크 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다중 네트워크

를 사용한 판단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 연결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드롭아웃

(Dropout)을 적용하여 인식률과 연산속도를 개선한 후

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등 다양한 딥러닝 이론을 

적용한 행동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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