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1, No. 9 : 1725~1730 Sep. 2017

신경망을 이용한 반복운동 검출

유병현1* · 허경용2 

Detection of Repetition Motion Using Neural network

Byeong- hyeon Yoo1* · Gyeong-yong Heo2

1*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Pusan 47340, Korea
2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Korea

요  약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반복운동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센서로써 다양한 운동 성분을 분석

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두 센서는 잡음 민감성과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하드웨

어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센서를 함께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상보필터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

코프 센서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두 센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

여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보필터에 신경망을 도입함으로써 상보필터로 처리할 수 없는 여러 변수를 사전에 학습을 

통하여 생성한 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개선된 방법을 소개한다. 신경망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학습하여 예측

하지 못한 환경 혹은 상황에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알고리듬이다. 제안한 방법은 반복운동을 처음, 중간, 끝 세 개

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신경망을 적용한다. 그 결과 영역별 인식률은 96.35%, 98.77%, 96.92%이고 이를 바탕으로 측

정한 정확도는 97.18%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 acceleration sensor and the gyroscopic sensor are used as representative sensors to detect repetitive motion and 
have been used to analyze various sporting components. However, both sensors have problems with noise sensitivity 
and accumulation of error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use two sensors together to overcome hardware problems. The 
complementary filter has shown successful results in mitigating the problems of both sensors by minimizing the 
disadvantages of accelerometer and gyroscope sensors and maximizing their advantage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odified method using neural network to reduce variable. The neural network is an algorithm that can precisely 
measure even in unexpected environments or situations by pre-learning the number of various cases. The proposed 
method applies a Neural Network by dividing the repetitive motion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the middle and the end. 
As a result, the recognition rate is 96.35%, 98.77%, 96.92% and the accuracy is 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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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복적인 운동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 운동 자세, 

운동 횟수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연구 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상 촬영을 통하여 입력 받은 이미

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과 관성 센서를 사용하여 사

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

다. 이 중 제약 조건이 적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1, 2]. 하지만 가속도 센

서는 잡음에 취약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적분 오차

가 누적되는 드리프트 현상으로 인하여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3]. 이와 같은 하드웨어의 한계는 소프트웨

어의 개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며, 필터를 적용

하여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4, 5]. 하지만 자연환경, 사

람의 행동 등 수학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들은 순

차적인 알고리듬을 통해 처리할 때 해를 구하는 과정에 

막대한 계산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 이에 비해 

인간의 뇌는 정보를 대규모로 병렬처리 할 수 있는 특성

으로 인해 자료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종합

적인 작업에 유리하며, 뇌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알고리듬이 신경망이다[6-8].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반복운동 검출을 위한 방안으

로 데이터를 시작, 중간, 끝 세 구간으로 분할하여  신경

망을 접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은 예측 가능한 

경우의 수는 사전의 학습을 통하여 오검출을 줄여주고, 

새로운 변수는 재학습 과정을 거쳐 오류 발생빈도를 계

속적으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료가 쌓일수록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은 신경망에 대해 언급하고 3장

에서 반복운동 검출 방법에 대해 논한다. 4장에서는 실

험결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내며 향후 연구방

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Ⅱ. 상보필터

가속도 센서는 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에 작

용하는 중력가속도의 값들을 3축의 방향인  ,  , 축

의 값으로 표현한다. 중력의 힘이 각각의  ,  , 축에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측정하여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

다. 하지만 잡음, 진동 등에 약하고 센서의 중심축이 회

전중심축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직운동 성분이 포함되

어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1은 가속도 센서로 얻은 데이

터 값의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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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celeration of y axis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며, 물체가  , 

 , 축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운동의 회전 방향과 변하는 각도의 속도를 확인 가능하

다. 다만, 초기 값을 설정해야하며, 적분하는 과정에서 

센서 자체의 잡음으로 오차가 생겨나고, 그 값이 누적

되는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2는 자이로스코

프 센서로 얻은 데이터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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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gular velocity of y axis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로는 정확한 반복

운동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필

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필터로는 상보필터를 사

용한다. 상보필터는 두 센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정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비중을 높이며, 가속도 값

은 초기 기준 값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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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최소로 설정한다. 그림 1과 2의 파형보다 상보필

터를 적용한 후의 데이터 값인 그림 3의 파형이 눈에 띄

게 잡음이 감소하였고, 일정한 주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필터를 적용한 후, 극대 또는 극소 값

의 개수로 운동 횟수를 판단하는 방법과 임계값을 설정

하여 임계값 보다 큰 극대 값 혹은 작은 극소 값의 개수

로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사람이 운

동을 실시할 때, 준비자세, 운동 중 자세, 마무리 자세가 

있으며, 자세마다의 특징이 존재한다. 이 특징들을 모

두 구분하는데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고, 정확도는 

한계가 있다[9]. 

실험에서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제약조건

이 적은 줄넘기를 반복운동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 축을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을 기준 축으로 선택하여 반복 운동 검출에 사용한

다[10]. 그림 3은 상보필터를 적용하여 구한 데이터 파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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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tation angle of y axis with complementary filter

Ⅲ. 신경망

3.1. 파형 분할

반복적인 운동의 데이터는 그 파형 또한 반복 되는 

형태를 보이며, 사인곡선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사

인곡선은 한 주기에 각각 한 개의 극대와 극소점을 가

지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을 이용하여 운동을 시행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이 처음과 마지막 영역의 한 주기는 중간 지점의 주기

보다 길며, 시작 부분에는 미세한 증가 값이 생긴 후 정

상적인 파형이 발생하고, 끝 부분은 반 주기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의 시작과 끝낼 때의 

자세로 생겨나며, 개인차가 심하여 정확한 판별이 힘들

다. 따라서 세 개의 영역으로 파형을 분할하여, 영역별 

특징을 추출한다. 선택된 특징 데이터는 수집하여 신경

망 학습에 사용한다. 그림 4는 세 영역으로 분할된 파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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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ve form division

3.2. 신경망 학습 단계

먼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세 영역의 특징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input data)로 설정하고, 입력 데

이터 중 임의의 값 하나를 목표 데이터(target data)로 정

한다. 다음은 은닉층(hidden layer)의 개수를 지정하고 

훈련, 실험 그리고 확인 절차에 사용될 입력 데이터의 비

율을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함수를 선택한 후, 네

트워크 망을 생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매트랩(Matlab)의 

툴박스 nntool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5는 신경망 학습 

단계 흐름도를 나타낸다.

Data Collection

Network creation and set

Weight initialization

Network learning

Fig. 5 Flow chart of data learn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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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수집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과 목표 데이

터가 필요하며, 특징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 특징 데

이터는 한 주기의 길이, 기준 값 그리고 극대 극소 값을 

수집한다. 단, 학습 데이터는 반복운동의 시작, 중간 그

리고 끝 세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저장한다. 표 1은 

줄넘기 특징 데이터를 시작, 중간, 끝으로 나눠 각각의 

특징 값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Average value of feature data

division starting point middle point end point

standard 
value

3 -7 -13

-3 2 5

-7 -14 10

- - -3

minimum 
value

-153 -90 -113

- - -138

maximum 
value

211 131 107

- - 147

one cycle 
length

45 23 43

기준 값을 보면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의 값은 초기 

값 0을 기점으로 변화가 거의 없다. 중간 지점은 극소와 

극대점의 값 차이가 가장 적고, 주기 또한 두 값과 비교

하여 중간 지점의 주기는 두 배정도 빠름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줄넘기 시작과 중간은 기준 

값 세 개, 극소 극대 값 한 개씩 가진다. 하지만 끝은 기

준 값이 네 개, 극소 극대 값은 각각 두 개를 가진다. 이

는 줄넘기를 마칠 때 손이 정면이 아닌 지면을 향하면

서 추가적인 이동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3.4. 네트워크 생성 및 설정

네트워크 유형은 BP(Backpropagation)를 각 계층의 

적용한 전달함수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다. 추출한 

특징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며, 목표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중 무작위로 하나를 선별한다. 입력 데이

터는 50개, 은닉층은 10개, 출력층은 1개이며 최종적으

로 한 개의 값이 출력된다. 입력한 데이터에 중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 비율은 70%, 실험 데이터는 15%, 확인

을 위한 데이터는 15% 비율로 설정한다. 

끝으로 가중치와 바이어스 상태를 갱신할 방법으로 

Levenberg-Marquardt기법을 사용한다. 반복된 실험을 

통한 최적의 값으로 은닉층의 개수를 10개로 하였으며, 

Levenberg-Marquardt기법은 매트랩 툴박스에서 가장 

빠른 역전파 알고리듬(backpropagation algorithm)이며 

다른 알고리듬과 비교하여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

문에 선택하였다. 그림 6은 네트워크 구조이다.

Fig. 6 structure of network

3.5. 네트워크 학습

생성된 네트워크는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인식률을 

확인한다. 세 개의 영역인 처음, 중간, 끝의 순서로 인식

률을 확인하고 인식률이 모두 0.95 이상이면 정확한 인

식으로 판단하여 줄넘기 횟수를 측정한다. 인식률이 원

하는 목표치와 부합하지 않다면 설정을 변경하여 반복 

학습하는 방법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

다.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overfitting 현상은 입력 데

이터 값을 Regularization하여 최소화 하였다. 그림 7은 

입력 데이터와 목표 데이터와 얼만 큼 일치하는지를 보

여주며 일치율 R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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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cognition rate of valid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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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줄넘기 

10-14회 줄넘기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50명의 데이터는 신경망의 학습에 

사용되었고, 남은 50명의 데이터로 인식률을 측정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0.95 즉 95% 이상의 인식률만을 횟

수로 인식하여 측정하였다. 표 2는 줄넘기 운동을 세 가

지의 경우로 분할하였을 때의 각각의 인식률을 보여준

다. 시작과 끝 부분을 측정한 인식률은 거의 비슷하며, 

중간 값이 가장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시작과 끝 지점

은 인식률이 낮으면 1개의 줄넘기 횟수 오차가 발생한

다. 하지만 중간 지점은 인식률이 낮으면 1개 이상의 오

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과 끝은 한 번 측정

하고 끝나지만 중간 지점은 줄넘기를 실시하는 횟수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인식률이 높아도 

더 많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Table. 2 Recognition rate by section

recognition rate(%)

starting point middle point end point

96.35 98.77 96.92

표 3에서 실제 줄넘기를 한 개수와 정확히 측정 된 개

수를 보여준다. 실제 개수와 측정 개수의 차이는 15개

이며 측정오류의 종류는 세 개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는 줄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생긴 오

류 값을 보여준다. 처음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후 중간, 

끝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 다음 는 줄넘기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뜻한다.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적은 오류가 확인되었다. 줄넘기를 하는 

중에는 일정한 움직임이 계속하여 반복되므로 높은 정

확도가 나온다. 는 줄넘기 마지막으로 돌리

고 정지할 때까지를 측정한 오류 값이다. 줄넘기를 종

료할 때 순간적으로 힘이 줄어들어 가속도와 각속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따라서 값에 잡음이 많이 발생

하고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은 인식 오류를 범

하게 된다. 

Table. 3 Number of measured movements

real 
number

measured 
number

measured number of errors

Type1error Type2error Type3error

532 517 4 2 9

식 (1)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구하면 97.18%임을 알 

수 있다.

  


×                     (1)

식 (1)에서 는 ,  그리

고 의 합을 뜻하고 은 줄넘기를 실시한 총 

횟수를 뜻한다. 는 정확도를 뜻하고 단위는 %

를 사용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복운동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작, 중간, 끝 세 구간으로 분할하고, 신경망

을 접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상보필터를 적용하여 센서의 불안정

한 데이터를 보정하고 파형을 처음, 중간, 끝 세 개의 영

역으로 구분한다. 각 영역의 특징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신경망을 학습시켜 망을 생성

한다. 생성된 망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반복운동 

횟수를 측정하였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처음, 중간, 끝의 경우의 모두 

인식률이 96%를 넘어서나 개수 측정에서 있어서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구간은 4개, 두 번째는 2개 3

번째는 9개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인식률의 평균

값이므로 평균에 못 미치는 인식률일 때 발생한 오류

들이며, 데이터 수집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 신경망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향후 데

이터의 양에 따른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의 양과 정확

도가 비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

며, 상보필터 대신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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