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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센서가 스포츠, 복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착용센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데이터획득, 데이터전처

리, 특징값 추출 그리고 분석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착용센서 시스템 각 단계별 연구 현황과 착용센서 활용 연구현황을 

살펴본다.

키워드: 착용센서(Wearable Sensor), 건강돌봄이(Healthcare), 복지(Wellbeing)

I. Introduction

착용 센서 기반 활동인지는 몸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활동을 유추한다. 이 

기술은 인지성능이 뛰어나고, 유연하며, 실용적이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많이 연구되었다. 착용 센서 기반 활동인지 시스템은 일반적으

로 데이터획득, 데이터 전처리, 특징값 추출, 분류 단계로 구성된다 

[1]. 본 연구는 각 단계별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II. Data Acquisition and Preprocessing

착용센서를 판매하는 제조사에는 Freescale, BOSCH, Sitronix 

MEMSIC, Kionix, MCUBE, DMT, TI, InvenSense 등이 있으며, 

가속, 자력, 자이로스코프, 압력, 습도, 온도, 맥박 센서 등이 판매되고 

있다. 판매 중인 제품에는 MMA8451Q, MAG3110, FXAS21002, 

MPXHZ6130A, MMC3316xMT 등 무수히 많다. 이러한 착용 센서

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무수히 발표되었다. 이러한 센서들이 설치된, 

착용 장비로는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관성측정유닛(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등이 이용되었다. 착용 센서를 부착한 몸의 부위에

는 손, 팔, 팔목, 가슴, 주머니, 머리, 발, 정강이, 발목, 넓적다리, 

몸통, 조끼, 허리, 허리띠, 골반, 엉덩이, 다리, 배, 등, 무릎, 귀, 목 

등이 이용되었다 [1]. 

데이터 전처리는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에서 수행된다. 게이트웨

이는 여러 착용센서장치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음 단계 

즉, 특징 추출에서 다루는 데이터 형태로 변형하여 서버로 송신한다.

III. Feature Extraction

단 하나의 센서 값, 즉 한 샘플만으로는 활동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수집된 일련의 샘플들, 즉 윈도우 단위로 분석한다. 

똑 같은 동작을 하고 있더라도 두 윈도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두 윈도우를 비교하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관련 있는 정보만 걸러내고,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특징 추출이 

필요하다. 측징 추출 기법은 통계적 기법과 구조적 기법으로 대별된다. 

통계적 기법은 푸리에 변환과 웨이블릿 변환이 대표적이고 데이터의 

양적 성질을 이용한다. 구조적 기법은 데이터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다 [2].

IV. Classification

분류 단계에서는 기계학습 도구가 널리 이용된다. 기계학습 방법은 

감독학습과 비감독학습으로 대별된다. 감독학습에는 의사결정트리, 

베이시안 방법, 사례기반학습, 지지벡터기계 (support vector 

machines)와 신경망, 그리고 bagging, boosting과 같이 여러 방법을 

혼합한 방법 등이 있다. 활동인지에 소개된 비감독학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Semi-비감독학습으로 여러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co-training 방법, Hidden Markov Models과 혼합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기반한 여러 Eigenspaces 기법, 지지벡터기

계와 여러 Eigenspaces를 혼용하여 여덟 가지 보행활동(걷기, 달리기, 

앉아있기, 서있기, 눕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등이 보행활동에 

포함됨)과 일상활동을 인지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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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s

가정에서의 활동인지의 목표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자의 일련의 

활동 패턴이나 특정 활동을 인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장기간 

앉아 있기만 한다면, 인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 낮에 잠을 많이 자고 밤에는 잠을 덜 자면 불면증이나 

혹은 어떤 의학적이나 정신적인 질환일 수 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가

거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당뇨나 신장병일 수 있다. 평상시 생활 

패턴과 다른 활동을 보이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잘 구조화된 일상 활동은 건강한 삶을 

나타낸다. 활동인지 기술은 이와 같은 건강관련 조건들을 탐지한다. 

그래서 활동인지는 감시, 보조, 건강관리, 재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1]. 

[3]은 전기임피던스 측정을 이용하여 호흡을 모니터하는 셔츠를 

소개하였고, 착용 전기 임피던스 단층촬영으로 중환자 돌봄이 장치도 

개발하였다. [4]는 스마트 옷, 비디오 녹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성된 신생아 발작을 모니터하는 착용센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직물전극과 관성측정 유닛이 스마트 옷에 임베드되어 심전도 신호와 

움직임 신호를 수집하고, 간질발작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비디오 

모니터링 모듈은 환자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처리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원거리 모니터링, 중앙집중 신호 처리와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5]는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스코프가 장착된 착용센서를 팔, 손목, 

허벅지, 정강이, 가슴, 허리에 부착하여, 빨래 널기, 마루 빗자루질 

하기, 마루를 걸레로 훔치기, 땅파기 등 가사활동을 인지하여 활동수준

을 분류하는 착용센서기반 활동인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VI. Conclusions

착용센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

로 수요가 많은 실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Acknowledge

이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

발사업(C0443742)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REFERENCES

[1] H. Yu, S. Cang, Y. Wang, “A review of sensor selection, 

sensor devices and sensor deployment for wearable 

sensor-based human activity recognition systems,”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Knowledge, 

Information Management & Applications (SKIMA), pp. 

250-257, 2016.

[2] O. D. Lara, M. A. Labrador, “A Survey on Human 

Activity Recognition using Wearable Sensor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15(3) pp. 

1192-1209, 2013.

[3] S. Nebuya, “Feasible monitoring methods for lung and 

circulatory functions using wearable sensor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Packaging 

(ICEP), pp. 455-456, 2017.

[4] H. Chen, X. Gu, Z. Mei, K. Xu, K. Yan, C. Lu, L. Wang, 

F. Shu, Q. Xu, S. Oetomo, W. Chen, “A wearable sensor 

system for neonatal seizure monitoring,”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arable and Implantable 

Body Sensor Networks (BSN), pp. 27-30, 2017.

[5] K. Liu, C. Yen, L. Chang, C. Hsieh, C. Chan, “Wearable 

sensor-based activity recognition for housekeeping task,” 

IEE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arable and 

Implantable Body Sensor Networks (BSN), pp. 67-70,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