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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능형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며 

거주자의 상태나 행위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거주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 

위해서는 거주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 관건이다.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대상물의 위치 인식을 요

구하는 서비스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나 위성 신호의 수신이 , 

곤란한 실내에서는 이에 적합한 위치 인식을 위

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무선 . 

기술인 UWB(Ultra Wide Band), RFID(Radio 

크리켓 등을 이Frequency Identification), (Cricket) 

용한 에 대한 연구IPS(Indoor Positioning System)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Yang(1,2)은 오류방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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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기울기 센서와 고도계 센서로 구성된 다중모드 센서를 통하여 일정 공간내의 거주

자의 자세 및 행동 패턴을 수집 분석하여 거주자의 위치를 추론함으로써 현재 거주자가 위치한 공간, , 

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제안된 센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중모드 센서를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거주자의 자세 및 행동을 분석한 후, 

에 거주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추론하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의 자세 및 행. 

동 분석과 공간인지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환경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ultimodal sensor system that can determine the location of house space by 

analyzing the postures and heights of the residents. It consists of two sensors: a tilt sensor and an altimeter 

sensor. The tilt sensor measures the static and dynamic postures of the residents, and the altimeter sensor 

measures their heights. The sensor system includes a Bluetooth transmitter, and the server receives the 

measured data and determines the location in the house. We describe the process determining the locations of 

the residents after analyzing their postures and behaviors from the measured data. We als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system by applying it to a re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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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칩 신호와 방식에 적용(chip) SDS-TWR 

하여 실내위치를 측정하였으며, Kim(3~5)은 기존 

크리켓 실내위치인식 방법에 관성 센서를 사용하

여 크리켓의 수를 줄여 위치 인식을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Norbert(6)은 열 감지 센서와 규칙기반

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 인식을 제안하였다. 

Cha(7)는 열원과 거리 정보를 측정하여 재실자의 

위치와 인원 정보를 동시에 감지하는 센서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Helal(8)는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

고 거주자로부터 반송되는 초음파의 시간차를 이

용하여 거주자의 위치를 인식하였으며, Sogo(9)는 

전방향 비전 센서로 거주공간을 감지하고 (vision) 

영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거주자의 위치를 인, 

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한편 Lee(10)는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하여 차원 3

공간상의 물체의 깊이 정보를 인식함으로써 삼각

법을 이용한 좌표 추출 및 계산 방법을 제안하였

다. Lee(11)은 별도의 장치 소지를 요구하지 않으

며 특정 문에 대한 출 입 행동과 같은 위치 이동/

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센서 네트워

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Cho(12)는 IEEE 802.15.4a 

첩 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에 부착된 센서(chirp) 

를 통하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보폭 측정 알

고리즘을 이용한 위치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실내 위치 추적은 실제 환경에 적

용하였을 경우 여러 환경 변수에 대한 결과를 , 

예측하기 어려우며 인식하더라도 거주자의 행위

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거주자의 행위를 분석. 

하여 인식하였던 Lee(13)는 섬 쓰러짐 앉음“ ”, “ ”, “ ” 

세 가지 자세만을 분석하고 응급상태인 쓰러짐“ ” 

자세만을 인식하여 단조로운 자세만을 인식하는 

것에 그쳤으며, Cha(14)는 차원 기울기 센서를 이3

용하여 상체 기울기 데이터를 통하여 거주자의 

자세와 행동을 분석한 연구 역시 상체의 기울기

만을 측정하여 정적 동적 자세만을 인식할 뿐이/

었다. Lee(15~17)은 고령자의 주거 공간에서의 행위 

패턴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에서는 

각 공간에서의 행위 패턴을 수기로 수집하여 그 

공간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였을 뿐 실제 환경

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일정, 

한 공간내의 거주자의 자세 및 행동정보를 차원 2

기울기 센서와 고도계 센서를 이용한 측정을 통

해 공간내의 거주자의 행동패턴을 수집하여 이, 

에 따른 거주자의 위치를 추론하여 거주자가 위

치한 공간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효용성 및 타당성 검

증을 위해 센서의 각 구성모듈과 분석 알고리즘 , 

등을 실제로 제작 구현하여 실제 환경에서 실험, 

을 수행하기로 한다. 

공간 인지 시스템2.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울기 센서와 고Fig. 1

도계 센서로 이루어진 다중모드 센서를 이용한 

거주자의 자세 인식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는 시

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센서는 거주. 

자의 몸에 부착되어 거주자의 상체 기울기 및 거

동을 감지하여 자세를 인식하고 인식한 행위로 

현재 거주자가 있는 공간을 인지한다. 

즉 본 센서 시스템은 인체의 가슴부분에 부착

되어 거주자의 자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집의 어

느 공간에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 파악한 후 홈 , 

서버로 정보를 보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1 하드웨어 구성

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하드웨어 모듈Fig. 2

의 구성도이다 하드웨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 

된다 측정대상인 거주자의 자세를 측정하는 고. 

도계 센서 모듈과 차원 기울기 Mypressure-1000 2

Fig. 1 System configuration

Fig. 2 Block diagram of hardwar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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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eveloped multi-modal sensor 

센서인 로 구성된 센서부와 SCA100T-D02 MCU(Micro 

C 인ontroller Unit) 및 블루투스  AVR ATmega128 

모듈로 구성되어 측정 데이터 처리 후 서버로 전

송하는 송신부 전압을 로 변환하여 센서, 9V 5V

부와 송신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 등 세 가

지로 구성된다. 

는 기울기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MCU

털로 변환하여 기울기 값을 계산하고 고도계 센, 

서의 디지털 신호를 받아 두 센서의 출력 값을 

계산하여 블루투스 무선 모듈을 통해 홈 서버로 

전송한다 기울기 센서는 사의 . VTI Technology 

로 아날로그 출력과 방식의 통SCA100T-D02 SPI 

신으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며 의 90°~+90°

측정 범위를 갖는다. 

고도계 센서는 절대 기압차 측정이 가능한 VTI 

사의 칩을 모듈로 제작한 Technology SCP-1000

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출력은 Mypressure-1000 , 

통신을 통해 디지털 값으로 출력된다 한편 SPI . 

무선 데이터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블루투스 모

듈은 사의 모델을 이용하였다Firmtech FB155BC . 

가 최종적으로 개발된 하드웨어 모듈이다Fig. 3 . 

2.2 소프트웨어 구성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센서 시스템의 구Fig. 4

동 알고리즘이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각 센서들. 

은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시작한다. 

기울기 센서는 절대적인 값이므로 작동을 위한 

센서 초기화에 들어가게 되고 고도계 센서는 사, 

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적인 요소인 높이와 

날씨에 따른 기압의 변화에 따라 초기 상태를 산

출하고 수정한다 기준치를 산출한 후에 높이와 . 

상체의 각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 그 값을 MCU

가 저장하고 비교하게 된다. 

Fig. 4 System algorithm

Fig. 5 Coordinates system by a tilt sensor

마지막으로 센서의 출력 값과 펌웨어상의 기준 

패턴 값을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한 후 홈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자세 인식 및 공간 인지3. 

3.1 자세 인식

자세 인식을 위한 좌표로서 기울기 센서의 경

우에는 이전 연구(14)와 동일하게 와 같이 누Fig. 5

운 자세를 기준으로 정중앙 면의 법선 벡터 방향

을 축 수평면의 법선 벡터 방향을 축으로 정X , Y

의하였다 각축의 회전 방향에 의해 . 90° ~ +90°

범위의 값을 갖게 된다 한편 고도계 센서의 경. 

우에는 센서의 부착 위치 가슴 부위 를 기준으로 ( )

인체의 섬 앉음 누움이라는 세 가지 동작으로 , ,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적 자세를 정의하고 기울기 값과 

고도계 값이 일정한 시간 동안 정의된 범위에 존

재하면 해당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

한다 정적인 자세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 . 4

집을 참고하여 가지로 구분하였다7 . 

본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앞서 기울기 센

서와 고도계 센서 중에 고도계 센서 값을 우선순

위 높낮이 고도계 로 정했으며 높낮이 판단(H: ) , 

후에 각각의 높낮이에 따른 (STAND, SIT, LIE) 

기울기 센서 값에 의한 정적 자세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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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stures by angle and height

Posture x-axis y-axis H(cm)

LIE: lying -10°~+10° -20°~+20° 0~40

LIE: lateral lying -15°~+15° -60°~+60° 0~40

LIE: prone
이하-150°

이상+150°

이하-150°

이상+150°
0~40

LIE: sitting +70°~+110° -20°~+20° 40~60

LIE: semi sitting +20°~+60° -20°~+20° 20~40

STAND: standing +70°~+110° -20°~+20° 130~150

STAND: lateral standing +70°~+110° -60°~+60° 130~150

STAND: standing bending +50°~+90° -20°~+20° 130~150

SIT: standing +70°~+110° -20°~+20° 80~110

SIT: lateral stand. +70°~+110° -60°~+60° 80~110

SIT: standing bending +50°~+80° -20°~+20° 70~110

SIT: lateral lying -15°~+15° -60°~+60° 40~60

SIT: lying bending +20°~+60° -20°~+20° 50~70

SIT: lying -10°~+10° -20°~+20° 40~60

은 기존 연구에 추가된 기본 자세 세 Table 1

가지와 추가로 표현된 자세에 대해 두 축 기울기 

값과 높이 데이터 값을 정의한 것이다.

3.2 공간 인지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인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따른 특별한 행위들을 정보화하여 공간을 

인지한다 는 각 장소에 따른 가능한 행위. Table 2

를 정의해 놓은 것이다.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따른 행위의 구분으

로 그에 맞는 자세를 정의하고 정의된 자세에 따

라 현재 거주자가 위치한 공간을 유추한다.

는 각 장소별 행위를 따른 나타날 수 Table 3

있는 자세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에서 . Table 2

각 장소에 따른 행위들 중에 서로 다른 장소지만 

동일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거실과 방에서는 앉기 수면 기대기 등의 행, , 

위가 유사하게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에서 각 행위에 예상되는 자세도 Table 3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공부 식사 용변은 서. , , 

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지만 동일해 보일 수 있

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시. 

스템의 구현 및 적용 실험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Table 2 Behavior definition in space (O: being, X: 
no-being)

Behavior      Place
living 

room
room kitchen toilet

sitting O O O O

sleeping O O X X

leaning O O X X

studying X O X X

computing X O X X

eating X X O X

washing dish X X O X

cooking X X O X

washing face X X X O

defecating X X X O

washing hand X X O O

washing mouth X X X O

Table 3 Behavior definition by postures

Behaviour Posture

sitting  LIE: sitting, SIT: standing

sleeping
 LIE: lying or lateral lying

 SIT: lying or lateral lying 

leaning
 LIE: semi sitting

 SIT: lying bending

studying
 SIT: lateral standing or standing or  

      standing bending

computing  SIT: lying bending or standing

eating  SIT: lateral standing or standing

washing dish  STAND: standing or lateral standing

cooking  STAND: standing or lateral standing

washing face  STAND: standing or lateral standing

defecating  SIT: standing or standing bending

washing hand  STAND: standing or lateral standing

washing mouth  STAND: standing or lateral standing

시스템 적용4. 

4.1 실험 환경 설정

기울기 센서와 고도계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거

주자의 행동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

는 데이터이다 이를 인체의 자세로 인식하기 위. 

해 상의 펌웨어를 통해 각 센서로부터의 신MCU

호를 받아 데이터의 자세와 행동 양식을 분석하

고 결정하기 위한 센서의 데이터 값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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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ltimeter sensor data

Fig. 7 Tilt sensor data

본 시스템에 사용한 센서의 타당성 검증을 위

해 고도계 센서와 기울기 센서를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여 그 물리적 값을 확인하였다.

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피 측정자가 누웠Fig. 6

을 때 가슴높이인 부터 까지로 높이를 20cm 100cm

측정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센서의 경우. 

에는 높이에 따른 일정한 출력 값을 얻지는 못하

였지만 높이의 높아짐에 따른 출력 값의 상승과 

선형성을 볼 수 있었다.

은 기울기 센서를 이용하여 까Fig. 7 90°~+90°–

지 기울기를 측정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센. 

서의 출력 값에 선형성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일, 

정한 차 곡선 형태로 보간됨을 확인할  수 있었2

으며 에서 까지 측정한 후 다시 에, 90° +90° +90°–

서 까지 측정하였을 때 기존 값으로 다시 환90°–

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행동에 따. 

른 기울기 센서 값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

터로 변환하기 위해 기울기 센서의 의 90°~+90°–

데이터를 초당 번씩 받아 각 데이터의 적분 작5

업을 통해 획득한 출력 값을 그래프에서 산출한  

Fig. 8 The measured objects: a bed, a toilet, a sofa 
and a chair

식 과 같이 표현된 보간 방정식에 대입하여 (1)

이에 맞는 각도 값으로 산출하였다.
 

           (1)
 

한편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위해 실제 가정

집인 노원구 중계본동 라이프아파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가정집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 

게 되는 의자 침대 소파 변기의 높이가 다르기, , , 

에 실험을 진행한 가정집의 환경으로 각 요소에 

대한 제한조건을 두었다 이때 측정 환경 온도와 . 

습도는 각각 와 이었다24°C 54% .

실험은 각 공간에서 센서 모듈을 부착하고 그 

자세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고도계 센서

로 인한 기압에 대한 환경변수를 최소화하기 위

해 약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에 실험을 , 1 . Fig. 8

진행한 공간과 측정 대상을 나타내었다. 

4.2 자세 인식을 통한 공간 인지

본 시스템 센서의 자세 인식 실험은 상체 데이

터만으로는 동일해 보일 수 있는 자세들을 고도

계 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사한 행위에 대

해 확연히 자세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침대와 방바닥에서 누운 자세를 비, 

교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고 고도계 센서만으

로는 구분하기 힘들 수 있는 의자와 소파에서의 

자세를 기울기 센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자세 

인식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즉 고도계 센서만으로 구분하기 힘든 자세를 

기울기 센서로 구분하였고 기울기 센서만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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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기 힘든 자세를 고도계 센서로 보완하여 구

분한 것이다.

만약 침대와 바닥에서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

다면 바닥에 누워있다는 판단만으로는 공간을 인식

할 수 없지만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으로 현재 거주, 

자가 방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의자와 소파 그리고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 

비교 하였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면 현재 거주자가 방과 거실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4.3 적용 사례

과 은 각각 방바닥과 침대에서 앉Fig. 9 Fig. 10

아 있던 자세에서 눕는 자세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의 각 행위별 기울기 각도의 바닥. Table 1

에서 앉아있는 과 의 축LIE: sitting SIT: standing x

의 각도가 로 예상되었고 실제 센서의 10°~+10°–

출력 값 또한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0°~+10° .

바닥과 침대에서 눕는 동작인 과 LIE: lying SIT: 

의 각도 또한 의 범위를 예상하였lying 10°~+10°–

고 실제 센서의 출력 값 또한 에 근접한 것을 0°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동작 모두 앉은 자세에서 . 

눕는 자세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고 어느 장

소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고도계 센

서를 통하여 구별할 수 있었다. 

바닥면에서의 고도계 센서의 데이터 출력 값이 

에서 근접하다가 으로 떨어지는 것을 20cm 10cm

확인할 수 있었고 침대에서의 고도계 센서의 데

이터 출력 값은 에서 로 떨어지는 것을 30cm 20cm

확인할 수 있었다 기울기 센서만을 가지고는 행. 

동을 파악하고 고도계 센서를 통해 공간을 구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Fig. 9 The measured data on the floor

한편 와 는 각각 거주자가 서 있Fig. 11 Fig. 12

다가 의자와 소파에 앉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서있던 자세에서 의자와 소파에 앉을 

때 생기는 높이 차로 인하여 고도계 센서의 출력 

값이 모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인 고도계 센서의 출력 값을 살펴보면 

둘 다 모두 의 출력을 보이고 있다 동일해 30cm . 

보이는 높이에서의 단순한 앉는 자세라면 기울기 

값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자에서, 

Fig. 10 The measured data on the bed

Fig. 11 The measured data on the chair

Fig. 12 The measured data on the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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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gnition of toilet space by face-washing

의 기울기 데이터 값은 로 90° + 15° = 105° Table 

의 의 축의 각도인 에 1 SIT: standing x +70°~+110°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파에서의 기울기 , 

데이터 값은 로 90° - 20° = 70° SIT: lying bending

의 축 각도인 에 근접한 범위에 속하x +20°~+60°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계 센서의 출력 값을 통해 의자나 

소파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기울기 센서의 데

이터를 통해 현재 의자 공부방 나 소파 거실 중 ( ) ( ) 

어느 곳에 앉아 있는지를 구별함으로써 현재 거

주자가 집안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간 인

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의 경우를 살펴보면Fig. 13 , 고도계 센서 

데이터 값이 에서 까지 내려갔다가 다40cm 30cm

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거. 

주자가 상체의 위치는 서있는 상태이며 일정시간

동안 상체의 높이가 내려갔다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울기 센서의 데이터 값이 약 +50°~ 

사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정시+90° , 

간 동안 만큼 숙여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50°

다 이렇게 서서 가슴을 숙이는 행동을 반복하는 . 

행위는 현재 거주자가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다중모드 센서 시스템은 거주자

가 집안의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실시

간 자세 인식을 통해 공간 인지 추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주거 공간내의 거주자의 

자세 행동정보를 차원 기울기 센서와 고도계 , 2

센서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일정한 공간내의 거

주자의 행동패턴을 수집하고 그에 따른 거주자의 

위치를 추론하여 거주자가 위치한 공간을 인지하

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울

기 센서와 고도계 센서의 출력 값을 분석하고 센

서 값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하드웨어 모듈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수신된 센서의 데이터로부터 . 

인체의 자세 및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홈 서버로 전송하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각 센서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로부터 각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세의 데이터와 비교

함으로써 유사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본 

시스템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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