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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아두이노와 시리얼통신을 통한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이용해 보다 간단하게 인터넷상의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 검색시스템은 Python을 기반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

을 이용한 패턴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입력받아 문자를 예측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검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선 문자에 대한 사용자의 동작입력을 통해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SVM을 이용하여 학습 

모델과 식별자를 만들고, 만들어진 분류기를 통하여 동작인식을 바탕으로 문자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거쳐 만들어진 문자열을 이용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를 통해 웹 크롤링하여 문자열과 관련 있는 동영

상을 찾아준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동작인식(motion recognition), 

아두이노(arduino), 웹 크롤링(web crawling), SVM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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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창 닌텐도 Wii가 나왔을 때에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사용자가 

실제로 움직이며 그것을 인식해서 게임을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요즘은 이런 게임분야뿐만 아니라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작인식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런 직관적이고 

간단한 동작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주는 것은 

어떨까’하는 의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된다. Gesture Video Crawler는 

기계학습을 통한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바탕으로 문자추측을 통해 

얻어진 문자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

에서 관련있는 동영상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동작인식

동작인식은 사용자가 행동을 통해 직관적으로 인터렉션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이 동작인식을 활용한 동작 인터페이스란 동작을 

인식하여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대체함으로써 

컴퓨터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런 동작인식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음성, 축감, 시점 등)에 

비해서 비교적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보다 자연스

러운 사용자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

1.2 기계학습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인공 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말한다

[1-2]. 빅데이터 처리가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용량의 빅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패키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병렬처리에 기반하여 실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런 기계학습을 이용하면 인간이 처리하기 힘든 연산과 분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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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학습 데이터 생성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과 식별

자를 만들기 위해 아두이노를 통한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동작을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이 학습 데이터는 저장되

어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위한 기계학습에 사용된다[4].

2. 학습 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

생성된 학습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원 

간격의 보간을 해주며 Y축과 X축을 정규화한다. 이렇게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과 식별자를 만들어 저장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 

분류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문자를 예측한다[5].

3. 동작인식 및 웹 크롤링

사용자가 의 동작을 기계학습된 모델과 식별자를 이용하여 문자를 

예측한다[6]. 동작인식을 반복해서 얻어진 문자열의 동영상을 

Youtube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브라우저 새 창으로 띄워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동작인식을 통해 

문자를 예측하는 시스템과 이것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동작인식을 통해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동작이 기계학습을 통해 문자로 인식되

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동작인식 시스템을 동영상 검색에 

응용하였지만 이 뿐만 아니라 동작인식을 통해 집안의 스마트TV나 

스마트냉장고와 같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기술과의 

접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통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IoT 

기술을 활용함으로 보다 많은 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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