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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배례(拜禮)동작 

모니터링  자동검출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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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Bowing-Activity Monitoring and Automatic Detection System 

Using 3-Axis Accel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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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new reliable portable activity monitoring device implemented with the buddhist-style bowing 

activity and walking step detection algorithm, is presented. In order to monitor the bowing and walking activities, 

miniaturized 3-axis accelerometer sensor with the sensitivity of 800 mV/g was used. After initial signal conditioning, 

vector magnitude of accelerometer signals was calculated. Syntactic peak detection method was used in order to feature 

points. All signal processing algorithms were implemented in ultra-low power microcontroller MSP430 with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arithmetic. For evaluation, 19 young man(24.22±5.22 yrs) and woman(22.28±2.72 yrs) were 

involved.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algorithms were 98.91 %(±0.011) for walking step detection and 98.25 %(±0.023) 

for buddhist-style bowing activity. Comparing to the commercialized pedometer accuracy, 87.1 %(±0.058), the proposed 

walking step detection algorithms show more reliable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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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불교에서 참선의 목 으로 실행하는 108배의 효과

에 하여 많은 심이 높아지고 있다. 108배와 같은 배례

(拜禮)운동의 효과는 생리  사변수인 심박수, 산소섭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비칼로리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경

우, 운동 강도와 소비에 지 측면에서 걷기운동이나 사이클

링과 유사한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 있다[1]. 한 지속

인 배례운동을 수행할 경우, 복부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으

며[2], 체력의 향상과 지질에 한 분석 결과 TC, TG, 

LDL-C 등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고 보고되었다[3]. 더욱이, 

배례운동의 효과는 당뇨병  고 압 환자에게서도 운동효

과에 의하여 공복 당의 감소, 당화 색소의 감소 등 정

인 효과들이 있다고 조사되었다[4-7]. 한 지속 인 등장성 

수축(isometric contraction)과 복식호흡 운동을 요구하는 배

례동작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 심신의 안정과 집 력 향

상이라는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8,9], 이와 같은 

참선(Medication)을 지속 으로 하는 경우, 뇌피질의 두께

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0,11].  

  이러한 정 인 효과를 가진 배례운동을 할 때 불편한 

은 개인이 배례 횟수를 기억하면서 운동을 하다보면, 자주 

배례 횟수를 잊어버린다는 이다. 따라서 배례동작을 모니

터링 하여 자동 으로 배례 횟수를 검출하는 기술의 필요성

이 두되고 있다. 

  신체활동을 모니터링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 으

로 삼을만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러 방법 

 목 에 맞게 선택하거나 고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신체활동을 모니터링하기 한 찰방법에는 카

메라를 이용한 방법, 설문지 방법, 보수계나 성센서를 이

용한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12]. 첫 번째로 찰이나 카

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운동 종류, 강도, 기간 등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자연스러운 찰은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로 설문지 조사는 하나의 도

구로 여러 가지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즉, 강도, 빈도를 물을 수 있으며, 설문결과를 토 로 에 지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한 작성이 쉽고 수화하기 용

이하고 상 으로 렴하다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

의 감성 인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성 이지 못하므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최근 수일동안의 기억은 평소 습

인 행동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만보계(보수계), 가속도계, 각속도계와 같은 성센

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13-16]. 보수계는 상하진동을 감지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많은 사람을 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 측정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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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운동이 많은 경우 과다하게 측정된다는 과 실제 일

상생활에서는 감지할 만큼의 강도가 되지 않는 운동은 측정

이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가속도계는 상하, 좌우, 후

의 3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가속도계를 

이용한 동작 분류·모니터링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17-22].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가형의 측정도구로 만보계

가 표 이지만 진자의 운동에 의해서 보행 수 만 측정할 

뿐 실제 활동량과 소비 칼로리를 알기 힘들다는 단 이 있

다. 한 진자의 운동이 지면과 수직한 방향에 해서 반응

하기 때문에, 배례와 같은 수직, 수평 운동이 있는 경우 측

정이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서 신뢰성 있게 보행수를 자동을 검

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배례(拜禮) 동작의 활동을 자동으

로 모니터링 하여 배례수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소형 장치에 이를 구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먼 , 보행수

를 검출하기 한 알고리즘의 구  방법을 설명하고, 배례동

작을 검출하기 한 실험을 통하여 배례동작의 가속도 신호 

특성과 소비 칼로리를 동시에 측정하여, 배례운동의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 배례  보행 횟수 검출을 한 시스템의 설계

2 .1  가속도 신호의  처리와 동작과의 상 계

  동작검출 분류를 한 라미터로써 SAM(Signal Area 

Magnitude), SVM(Signal Vector Magnitude)에 기반한 방

법[23-25]이 주로 사용된다. 이 특징 값을 이용하여 보행동

작의 특징을 찾아내고 알고리즘에 용시킴으로써 동작을 

검출하는데 사용한다. SAM는 동작의 정지 상태와 활동을 

구분하는 라미터로써 1 간의 간격을 두고 가속도 x, y, z

축의 분의 합으로 식(1)로 정의된다.

  
 















    (1)

SVM 3축(x, y, z)의 모든 방향에서의 가속도벡터 값의 합

으로서, 낙상과 같은 충격에 의한 비정상 인 피크

(abnormal peak)를 검출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본 논

문에서는 SVM을 사용하 다. 

  그림 1과 2는 보행과 배례동작에서의 가속도 신호의 패턴

을 보여 다. 보행 시 스텝 피크 성분에 한 분석은 보행 

라미터를 검출하기 한 선행연구[26]에서처럼, 더블 서포

트에서 싱  서포트로 환되는 지 에서의 가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스텝 수의 검출이 가능하다. 배례동작의 경우는 시

간 으로, 보행과 비교하여 긴 시간을 요하는 동작인데, 배

례동작을 살펴보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그림 2-a)을 시작으로, 두 손으로 바닥을 짚는 동작(그림

2-b), 몸통을 낮추어 머리를 바닥에 는 동작(그림 2-c), 

다시 머리를 들고 무릎으로 앉는 동작(그림 2-d), 그리고 다

시 두 손을 모아 원 치로 일어서는 동작(그림 2-e)로 구

성되고 있다. 배례동작의 경우, 무릎을 꿇는 동작과 후반부에

그림 1 보행 사이클에서의 발목 가속도와 보행 라미터간

의 상 계

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kle acceleration 

during gait cycles and the temporal gait parameters 

for each gait cycle

그림 2  배례동작과 가속도 신호와의 상 계

Fig. 2 The relationship bwtween vector magnitude of 

accelerometer signal and bow movement

서 다시 일어서는 동작에서 매우 큰 가속도 성분이 발생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몸통을 낮추면서 머리를 바닥에 는 

동작은 개인마다 많은 차이 을 보이는 동작인데, 종교 인 

신앙과는 계없이 개인 인 습 이나 호흡에 의하여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배례동작을 검출하기 한 특징 으로 사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행과 배례 동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과 배례동작을 

검출하기 한 역통과필터(LPF)와 고역 통과필터(HP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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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 다. 배례동작의 경우, 움직임이 2 Hz미만으로 간주

하고, 2 Hz이상의 가속도 신호는 보행에 의한 동작으로 분

류하기 하여 각각의 LPF와 HPF의 차단주 수(Cutoff 

frequency)를 2 Hz로 하는 IIR방식(Maximum-flat)의 필터

를 설계하 다. IIR필터의 기본 형태는 다음의 식(2)와 같고, 

차수는 샘 링 주 수 40 Hz를 고려하여 6차로 설정하여 

체 형 지연시간을 150 ms로 설정하 다. 

  

 
 



  
 



          (2)
그림 3은 설계된 LPF와 HPF의 주 수 응답과 pole/zero 다

이어그램을 보여 다. 계수는 구 에서 배정도 소수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연산을 사용하 다. 

그림 3 배례와 보행 분류를 한 역통과필터와 고역통과

필터의 주 수 응답특성

Fig. 3 Frequency responses of designed LPF and HPF

2 .2  배례  보행 피크 검출 알고 리즘

그림 4 배례동작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4 Flowchart of the proposed bowing activity detection 

algorithm

그림 5  스텝 피크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5 Flowchart of the proposed step peak detection 

algorithm

  본 논문에서는 그림 3의 역통과와 고역통과 필터를 통

과한 SVM신호를 기 으로 syntactic 검출 방식을 사용하

다. 이를 한 LPF 는 HPF를 통과한 신호를 미분한 후, 

피크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먼  미분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곡 이 0 이 되는 모든 을 검출하여 후보군

(candidate)으로 기록하여 둔다, positive peak를 검출하기 

하여 일정한 threshold값을 설정하고 피크 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의 threshold값은 제작되는 시스템 하드웨어에 

의존 이다. 따라서 최종 으로 안정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정한 threshold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경우 어

떤 일정 threshold를 잡거나 특정 필터를 연산하는 것이 아

니라 피크의 형태와 주기 인 반복을 기 으로 개발되었으

며 체 배례  보행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그림 4와 

같으며, 보행 스텝의 검출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2 .3 배례  보행 신호처리  검출 시스템의 설계

  소형, 력의 가속도 센서 신호처리  검출을 한 시

스템을 설계  구 하 다. 로세싱을 한 마이크로콘트

롤러(MCU)는 TI사의 MSP430 MCU를 사용하 으며, 3축 

Specification
Degree of freedom  (DOF) 3

Accelerometer  (MMA7260, Freescale) 3-axis (800 mV/g)
A/D converter  (embedded in MSP430F249)

Resolution: 12 bits
Samplingrate: 40 Hz

Internal FLASH  Memory 4 MBits
Power Battery-powered: Li-Poly cell (3.7 V 250 

mAh)
Physical  Characteristics
Size (W × H × D,mm) 45×60×15
Weight 80 g

Current consumption <24 mA @ 3.3 V

표 1  가속도신호 로세싱  검출 시스템의 주요사양

T ab le 1 Acceleration signal processing and specifications of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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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속도센서기반 배례  보행 동작 모니터링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bowing and walking activity monitoring system

가속도 센서는 MMA7260(Freescale, TX, USA)를 사용하

다. 시스템의 력은 3.7V 리튬폴리머(250mAh)를 사용하여 

10시간의 연속동작이 가능하 다. 내부에는 RTC를 내장시

켜, 언제라도 실험을 행하는 순간의 시간이 기록이 되도록 

하 으며, 내부에 4 Mbit의 FLASH메모리를 탑재시켜, 실험

을 한 목 으로는 연속 으로 샘 링된(fs=40 Hz) 데이터

를 2시간 정도 장하 다가, 오 라인으로 USB로 연결하

여 PC에 가속도 데이터를 다운로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표 1은 설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구 한 가속도센서기반 배례 

 보행 동작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를, 그림 7은 실제 구

된 시스템의 면과 후면의 부품배치를 나타낸 사진이다. 

3. 실험  결과

그림 7 구 된 배례  보행 동작 모니터링 시스템

Fig. 7 Proposed and implemented bow & walking activity 

monitoring system

3.1  실험 로 토콜

실험은 경희 학교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원 압· 산소 

트 이닝센터에서 2009년 9월에서 2010년 2월에 걸쳐, 사  

실험과 검증실험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실험  오리엔

테이션  사  동의서를 작성하 다. 체 실험의 로토콜

은 표 2와 같다. 체 실험 로토콜은 다양한 운동 형태에 

따른 에 지 소비량의 비교실험을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는 보행을 한 걷기/뛰기 운동과 배례운동에 의한 알고리

즘 개발  검증을 한 목 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

다. 다음의 그림 8은 실험을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구 한 배례/보행 동작 모니터링 시스템을 착용한 피검자의 

모습을 보여 다. 

3.2  실험 결과

측정결과를 보면, 만보계의 경우, 인체의 움직임이 진동자

의 움직임을 유발하지 못하는 강도의 움직임(주로 Slow 

Walk Pattern)에서 보행 스텝의 검출이 정확하지 못한 것을 

그림 8 배례  보행 동작 모니터링 실험 

Fig. 8 Experiment of bow & walking activity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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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걷기 속도에 한 보행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 

Fig. 9  Step peak detection result at various walking speeds

그림 1 0  채 실험구간에서의 보행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

Fig. 1 0  Step peak detection result of overall experimental duration

볼 수 있었다(그림 9-a). 그림 9는 러닝머신의 속도가 2 

km/hr일 때 만보계(Red)의 형과 가속도계의 형을 첩하

여 보여 다. 이때 록색의 은 알고리즘에 의하여 검출된 

보행 스텝을 나타낸다. 좌측과 우측의 발이 지면에 하여 반

발할 때 발생하는 가속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텝의 피크

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크기가 지정된 문턱치(threshold)값을 넘지 못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검출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보행 스텝 피크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부분의 오차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한 체 19명의 실

험결과, 2 km/hr보행시의 step간 평균 보폭시간은 

487.54±97.93 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b의 경우, 

4 km/hr의 보행시의 만보계의 형과 가속도계 형, 그리

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검출된 peak를 보여 다. 이 구간에

서도 만보계의 경우, 만보계를 착용한 부 의 발이 표면에 

닿는 순간의 보행스텝의 검출이 정확하며, 반  발이 닿는 

순간의 스텝은 거의 검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착용 치와 무 하게 보행

스텝을 검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보폭시간은 339.53±39.5 ms 이다.  2 km/hr 보행 시 보다 

보폭시간이 100 ms이상 어든 것(p<0.01)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분산도 1/2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움직임

의 속도가 증가 할수록 좌측 발과 우측 발이 지면에 닿아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차이가 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km/hr 보행 시에도 이러한 상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c). 6 km/hr 보행 시 보폭시간은 

282.52±25.1 ms로 4 km/hr시 보다 30 ms 정도 감소된 것

(p<0.01)을 확인 할 수 있다. 보행의 속도가 8 km/hr, 10 

km/hr로 올라갈수록, 지면반발력의 증가는 만보계 진동자를 

강하게 움직이게 함으로 step의 검출은 정확하게 이루어지

게 된다. 한 일정한 속도 이상이 되면 좌우 발의 움직임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됨으로 보폭시간의 변화도 없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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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배례 검출 알고리즘의 검출결과( : 우축 허리, 아래: 좌측 허리)

Fig. 1 1  Results of bow activity detection algorithm(Upper: Right position, Lower: Left position) 

Activity Time Duration Description
Resting 5 min Resting on chair
Bowing 30 times approx. 15 secs per each bow
Resting for 5 min
Cycling 10 min 70 %Hrmax, 50 rpm
Resting for 5 min
U p - d o w n stairs 10 times Incli.34.85°.23 stairs of 19.5cm Height 
Resting for 5 min

Walking-I
5 min Man 3 km/h

Woman 2 km/h
10 min Man 7 km/h

Woman 6 km/h
Resting for 5 min

Walking-II
5 min Man  5 km/h 

Woman 4 km/h
10 min Man 9 km/h

Woman 8 km/h

표    2  운동 형태에 따른 에 지 소비량 비교 실험 로토콜 

T ab le 2  Experiment protocol to compare the calory consumption 

rate according to type of exercise

  

된다. 19명 데이터의 분석결과 8 km/hr, 10 km/hr 보행 시 

보폭시간은 각각 214.23±14.16 ms, 215.45±40.53 ms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보행패턴의 

구분에 있어,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의 구분에 있어, 가속도 

센서의 크기비교는 사용자간 정규화된 값을 실시간으로 비

교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폭시간에 의한 방법으로 구

분하여야 한다. 보폭시간을 통한 패턴의 구분 기 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그림 10은 체 실험 구간 동안의 보행 스텝 수 검출 결

과를 시하고 있다. 걷는 속도가 낮을 때 보다,  속도

Walking 
Pattern

Step 
Duration(t)

Running Machine Speed

Slow Walk t > 414 ms 2 km/hr( Average: 487.54±97.93 ms)
Normal Walk 311 ms ≤ t < 414 ms 4 km/hr( Average: 339.53±39.5 ms)

Fast Walk 248 ms ≤ t < 311 ms 6 km/hr( Average: 282.52±25.08 ms)
Running t ≤ 248 ms

8 km/hr( Average: 214.23±14.16 ms)10 km/hr( Average: 215.45±40.53 ms)

표 3 보행 패턴(Walking patterns)의 분류 기  

T ab le 3 Standard classification of walking patterns

가 올라가면서, 가속도의 SVM 신호의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운동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배례운동 시 가속도 신호를 처리하여 

SVM신호로 변환을 한 다음, 배례동작 검출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의 를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의 상단 형은 모

니터링 시스템을 우측에 착용한 경우이고, 아래의 형은 좌

측에 착용을 한 경우의 결과이다. 좌, 우에 계없이 SVM

신호의  형태는 그림 2에서 보인 것처럼, 배례의 동작특성을 

반 하는 신호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경우, 좌, 우 구분 없이 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

여, 보행스텝의 경우, 실제 스텝수를 수동 계수기로 측정한 

후, 이를 알고리즘의 검출결과와 비교를 하 으며, 동시에 

상용화된 만보계(HJ113, 오므론)의 진자 운동을 동시에 측정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배례 운동의 경우, 지정된 횟수

의 배례운동을 하고, 그때 측정된 형과 알고리즘의 검출결

과를 기록하 다. 표 4는 배례 알고리즘의 검출 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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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자 전체 스텝수 Pedometer
(상용 반보계)

제안 
알고리즘

제안 알고리즘
정확도

상용 Pedometer
정확도

1 236 214 232 98.31 % 90.68 %
2 248 229 245 98.79 % 92.34 %
3 243 216 240 98.77 % 88.89 %
4 235 202 235 100.00 % 85.96 %
5 227 195 223 98.24 % 85.90 %
6 227 199 227 100.00 % 87.67 %
7 223 185 223 100.00 % 82.96 %
8 227 193 226 99.56 % 85.02 %
9 226 216 225 99.56 % 95.58 %
10 214 163 205 95.79 % 76.17 %
11 193 157 188 97.41 % 81.35 %
12 195 157 190 97.44 % 80.51 %
13 189 156 189 100.00 % 82.54 %
14 188 150 186 98.94 % 79.79 %
15 236 199 233 98.73 % 84.32 %
16 227 209 227 100.00 % 92.07 %
17 237 229 236 99.58 % 96.62 %
18 222 203 220 99.10 % 91.44 %
19 221 210 219 99.10 % 95.02 %

평균 정확도: 98.91 % 87.10 %
STD: 0.011 0.058 

표 5  상용 만보계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 스텝 검출의 정확도 비교실험 결과 

T ab le 5 Compare the results of step detection accuracy in both commercial pedometer and the proposed method

피검자 전체 배례 횟수 제안 
알고리즘 정확도

1 30 30 100.00 %
2 30 29 96.67 %
3 30 30 100.00 %
4 30 28 93.33 %
5 30 29 96.67 %
6 30 29 96.67 %
7 30 30 100.00 %
8 30 30 100.00 %
9 30 30 100.00 %
10 30 29 96.67 %
11 30 30 100.00 %
12 30 28 93.33 %
13 30 30 100.00 %
14 30 30 100.00 %
15 30 29 96.67 %
16 30 30 100.00 %
17 30 30 100.00 %
18 30 30 100.00 %
19 30 29 96.67 %

평균 정확도: 98.25%
STD: 0.023 

표 4 배례 검출 알고리즘의 정확도 검증 실험 결과

T ab le 4 Accuracy verification of bow detection algorithm

내며, 표 5는 보행스텝 검출 알고리즘의 결과를 나타낸다. 보

행스텝의 경우, 만보계의 검출정확도 87.1 %(±0.058)보다 10%

이상 높은 98.91 %(±0.011)로, 체 피검자별로 균일하게 높

은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배

례운동의 경우, 98.25 %(±0.023)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구 된 보행 스텝 검출 알고리즘과 배

례동작 검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피검자 19명을 상으로 

검증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행스텝의 경우 98.91%, 배례의 

경우 98.25%라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속 보행 시(4 km/hr이하) 만보계로 검출할 수 없

는 보행 강도에서도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검출알고리즘은 

매우 높은 정확도로 보행수를 검출할 수 있었으나, 이런 높

은 가속도 센서의 민감도(sensitivity)는 사용자가 측정장치

(monitoring device)를 손으로 잡고 허리에 착용하는 움직임

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행수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walking의 패턴을 

구분하기 하여 보폭시간을 19명의 데이터를 기 으로 그 

범주를 설정하 는데,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통계 인 유의성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오므론(OMRON)사의 헬스카운터(만보계) HJ113의 성능과 

동등 내지는 우수하다는 검증결과를 보여 다. 배례동작 검

출의 경우, 역시 센서의 민감도 부분은 정확도를 검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부여한다. 특히, 보행에 의한 동작의 가속도 

성분과 배례동작에 의한 가속도 성분은 크게, 시간 으로 많

은 차이를 가지는 특징이 있었기에,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

하 다. 한 배례동작의 검출이 어려웠던 부분은, 측정 장

치의 착용 부 인데, 피검자의 신체  형상에 따라 착용 치

의 변화는 보행 스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출 알고리즘을 

복잡하데 만드는 요인이다. 한, 측정하고자 하는 동작의 

, 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측정 장치의 기울어짐 혹은 

손에 의한 의도 인 움직임을 구분하여 모니터링에서 제외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의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

서는 1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검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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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지만, 다양한 피검자들에 한 실험을 통한 알고리즘의 

수정보완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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