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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Healthcare service is one of attractive applications in ubiquitous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recognize exercises using a new accelerometer based body-attached platform for supporting u-Healthcare 

service. The platform consists of a device for measuring accelerometer data and a device for receiving the data. The 

former measures a user's motion data using a 3-axis accelerometer. The latter transmits the accelerometer data to a 

computer for recognizing the user's exercise. The algorithm for exercise recognition classifies the type of exercise using 

principle components analysis(PCA) from the accelerometer data transformed by discrete fourier transform(DFT), and 

estimates the repetition count of the recognized exercise using a peak detection algorithm.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from the accuracy of the recognition of exercise type and the error rate of the estimation of repetition 

count. In our experimental result, the algorithm shows the accuracy abou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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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어들면서 질병 방과 삶의 질 

향상을 한 서비스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 

련 서비스는 남녀노소 구나 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에 

한 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유비쿼

터스 컴퓨  환경에서 u-Healthcare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 된다[1][2]. u-Healthcare 서비스는 정보통신과 

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방․진단․치료․사후 

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 미국, 일본, 유럽

에서는 의료정보서비스  건강 리에 한 정보화와 네트

워크를 통한 보건정보화 실 을 해 국가 으로 제도 정비

와 장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4]. 한, 여러 연구기 과 

IT업체들은 국가  지원에 발맞추어 u-Healthcare 서비스를 

해 다양한 의료  건강 리를 한 기술을 연구하고 장

비를 개발하고 있다. Phillips Medical System사는 울 성 

심부 증 환자를 한 건강 리 서비스로 환자의 압과 체

, 당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원격 모니터링 서

비스를 한 랫폼을 개발하 고, IBM사는 이동환경 에

서 사용자의 건강측정을 한 랫폼을 개발하 다[4]. 국내

에서도 국가 으로 의료정보화 추진 정책을 해 진료정보

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5], 연구기 과 IT업체에서도 

생체정보 측정을 한 센서와 의료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통합 인 의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6].

기존의 u-Healthcare 서비스의 기술개발 동향은 질병 

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 리를 해 의료 진단  

치료 차원에서 연구되었고, 노약자나 환자  장애인이 주요 

상자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u-Healthcare 서비스의 주요 

상자를 으로 확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은 연령 의 사람들도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고 건강

리를 한 투자가 늘어나지만, 잘못된 건강 리로 몸을 헤치

는 경우도  증가하므로 올바른 건강 리를 한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국내외로 운동

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리하기 한 제품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셔츠에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한 

장비를 용한 사례가 있고[7][8][9], 유명 IT회사에서 출시

한 게임 제품은 사용자가 스포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한 것

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10][11]. 그러나 아직까지 제품

의 가격  공간의 제약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으로 운동 효과를 내기 한 제품을 보 하기 해 

가의 가격 비 성능이 높은 제품으로 연구개발해야 하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

는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의 장비로 사용자가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건강 리를 한 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건강 리를 한 새로운 

랫폼에 해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운동 인식에 해 논

의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운동 

인식 랫폼의 구성  설계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운

동 인식을 한 알고리즘을 4장에서는 운동 인식의 실험 결

과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제안한 랫폼의 향후 연구 과제

에 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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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 인식 랫폼의 구성  설계

운동 인식 랫폼은 사용자의 운동을 감지하기 한 가속

도 센서 기반의 측정 장치와 가속도 데이터 수신 장치로 구

성된다. 운동 인식 랫폼은 u-Healthcare 서비스를 한 사

용자의 운동 인식을 목 으로 사람의 움직임 정보를 감지하

기 해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랫폼의 구성을 간소화

하고 크기를 소형화 하 다.

2.1 가속도 센서 기반의 측정 장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운동 인식을 해 사람의 움직임

을 단해야 하므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움직임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1은 가속도 센서 기반의 데이터 측

정을 한 측정 장치의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그림 1 가속도 데이터 측정 장치의 다이어그램

Fig. 1 A diagram of the device for measuring accelerometer 

data

가속도 센서는 Freescale사의 MMA7260Q를 이용하 고 

XYZ 3축의 아날로그 데이터 값을 메인 컨트롤러인 CC2430

이 ADC(analog digital converter)포트를 통해 수신한다. 수

신된 데이터는 패킷생성기(packetizer)가 패킷형태로 생성한 

후, RF 송신기(transmitter)로 달한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 

장치에서 송하는 가속도 데이터를 송신 치에 따라 구별 

가능한 형태로 XYZ 3축에 한 데이터를 표 하기 해 그

림 2와 같은 13byte의 데이터 패킷을 정의하 다. 처음 

1byte는 송신 치를 나타내는 마커로 사용하고, 나머지 

12byte는 3축 가속도 데이터를 표 하기 해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에 한 가속도의 범 를 1.5g

에서 6g 사이의 값으로 정하고, 데이터 패킷에는 이를 반

하여 1500부터 6000사이의 값이 장된다.

그림 2 데이터 패킷의 형식

Fig. 2 A format of data packet

패킷생성기로부터 패킷형태로 데이터를 송받은 RF 송

신기는 IEEE 802.15.4LR-WPAN Zigbee 통신을 통해 데이

터 수신 장치로 송한다. 그림 3은 가속도 센서 기반의 측

정 장치의 실물을 보여 다.

그림 3 가속도 센서 기반의 측정 장치

Fig. 3 A device for measuring accelerometer data

2.2 가속도 데이터 수신 장치

가속도 데이터 수신 장치는 손목과 발목에 부착한 두 개

의 측정 장치와 Zigbee로 통신하면서 50ms의 주기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운동 인식을 한 컴퓨터에 데이터를 송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4에서 RF 송신기가 무선 네트워크로 

송된 데이터를 RS232 to USB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송

하고, USB 연결기(connector) 의해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으

로 가속도 데이터가 송된다. 그림 5는 데이터 수신 장치

의 실물을 보여 다.

그림 4 가속도 데이터 수신 장치의 다이어그램

Fig. 4 A diagram of the device for receiving accelerometer 

data

그림 5 가속도 데이터 수신 장치

Fig. 5 A device for receiving accelerometer data

3. 운동 인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운동 인식 알고리즘은 걷기, 달리기, 넘기, 

앉고 일어서기, 팔 벌려 뛰기의 5가지 운동 종류를 인식하

고, 운동의 반복 횟수까지 추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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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종류 인식 알고리즘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운동 종류의 인식 과정은 데이터 

변환을 한 처리 단계, 변환된 데이터로 운동 종류를 학

습하는 단계, 학습된 운동 종류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6은 운동 종류 인식 알고

리즘의 과정을 보여 다.

그림 6 운동 종류 인식을 한 흐름

Fig. 6 A flow for recognizing exercise pattern

처리 단계에서는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을 이용하여 가속도 데이터를 주 수 역

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크기 성분 벡터 를 구한다. 운동의 

종류를 인식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크기 성분 벡터 를 

학습 데이터  인식 데이터로 사용한다. 학습 단계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 PCA)을 이용하

여 기 벡터 (번째 기 벡터)를 구하고, 각 운동별 학습 

데이터 의 번째 주성분 를 수식 (1)과 같이 구한다.

                     
                      (1)

그림 7은 1～3번째 주성분을 이용하여 5가지 운동 데이터

를 3차원 공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속도 데이터의 분포도

Fig. 7 A distribution of accelerometer data by PCA

본 논문에서는 개의 주성분 을 이용하여 각 운

동별 평균을 구해 특징 벡터로 정의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개의 기 벡터를 이용하여 이산 푸리에 변환된 

가속도 데이터를 선형 변환하고, 각 운동별 특징벡터들과 유

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비교하여 최소가 되는 

운동 종류를 인식된 운동으로 별한다.

3.2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 알고리즘

운동의 반복 횟수는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극 을 검출하

여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극  검출을 한 처리 단계로 

3축 가속도 데이터의 제곱 평균(root mean square)값에 가

우시안 마스크(gaussian mask)를 용하여 데이터의 잡음을 

없애고, 극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극소 을 검출한다. 

검출된 극소 은 각 운동별 동작의 특징을 고려하여 반복 

횟수를 구한다. 그림 8은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을 한 과

정을 보여 다. 학습 단계에서 각 운동별 반복 주기에 따른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를 미리 정하고, 처리 단계에서 가

속도 데이터에 운동 종류의 인식 결과에 따른 마스크의 크

기를 다르게 용하여 데이터 평활화(smoothing) 작업을 한

다. 평활화된 데이터에 극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극

소 을 검출하고,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을 해 각 운동별 

특징에 따라 극소 의 개수를 조정한다.

그림 8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 과정

Fig. 8 A process for estimating the repetition count

그림 9는 손목과 발목으로부터 수집한 걷기에 한 가속

도 데이터의 제곱 평균값에 극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극 을 검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9 제곱 평균 값을 이용한 극  검출

Fig. 9 A peak detection using RM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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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므로 손목과 발목의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검출된 극소 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 그러

나 가속도 데이터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잡음에 의해 검출

된 극소 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두 측정 장치

에서 수신된 데이터에서 극 을 검출하여 반복 횟수를 추정

할 때, 극 의 검출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극 의 검출 주기에 한 분산을 구하고, 분산이 작은 주기

를 갖는 극 의 개수를 운동의 반복 횟수로 결정한다. 극

의 검출 주기에 한 분산은 다른 운동 종류로 바뀔 때까지 

계산하고, 운동의 종류가 바 면 운동의 반복 횟수를 결정한

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오른쪽 손목과 발목에 3축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20  후반에서 30  반의 성인 남성 5명으로부터 

얻은 가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동 종류 인식과 반복 횟

수 추정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가속도 데이터는 측정 

장치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송하여 UMPC에 연결되

어 있는 데이터 수신 장치에서 수집을 하 다. 데이터 수신 

장치는 당 20개의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손목과 발

목에 부착된 측정 장치에서 각각 당 10개의 가속도 데이

터가 송된다.

4.1 운동 종류 인식 실험 결과

운동 종류 인식 실험은 가속도 데이터를 도우 크기 5, 

10, 15에 따라 이산 푸리에 변환하고,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

여 운동 종류에 한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표 1은 5가지 

운동 종류에 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를 해 구성한 데

이터의 개수를 나타낸다. 은 이산 푸리에 변환의 데이터 

샘 링을 한 도우 크기이다.

학습 테스트

=5 =10 =15 =5 =10 =15

걷기 3017 1507 1004 864 750 706

달리기 970 484 321 261 229 212

넘기 261 129 85 72 53 44

앉고 일어서기 1109 553 368 280 251 236

팔 벌려 뛰기 821 409 272 212 193 182

합 계 6178 3082 2050 1689 1476 1380

표  1 운동 종류 인식 실험 데이터의 개수

Table 1 The number of data for training and testing

데이터의 차원은 XYZ 3축의 가속도 데이터를 손목과 발

목에서 수집하고, 도우 크기에 따라 이산 푸리에 변환을 

하므로 30, 60, 90(××)이 된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주성분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주성분의 개수에 따라 운동 

종류의 인식률이 달라진다. 표 2는 표 1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주성분 개수를 16으로 한 경우, 도우 크기에 따른 5가

지 운동 종류에 한 인식 결과를 나타낸다.

=5 =10 =15

걷기 92.7% 99.9% 100.0%

달리기 91.2% 98.8% 100.0%

넘기 89.4% 100.0% 100.0%

앉고 일어서기 99.3% 100.0% 100.0%

팔 벌려 뛰기 78.2% 98.5% 100.0%

평 균 90.2% 99.4% 100.0%

표  2 운동 종류 인식 실험 결과

Table 2 The recognition result of exercise pattern

그림 10은 이산 푸리에 변환을 한 도우 크기와 주성

분의 개수에 따른 5가지 운동 종류의 체 인식률을 나타낸

다. 도우 크기 이 5인 경우 주성분 개수를 16이상으로 

설정할 때 인식률이 가장 높고, 이 10인 경우는 주성분 개

수를 9개 이상, 이 15인 경우 주성분 개수를 5이상으로 설

정할 때 인식률이 가장 높다.

그림 10 주성분 개수에 따른 운동 종류 인식률

Fig. 10 Ratio of accuracy by the number of PC

4.2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운동 종류에 따른 반복 횟수를 

추정하여 실제로 운동을 반복한 횟수와 비교하는 실험을 하

다. 한, 운동의 반복 주기에 향을 받는 가우시안 마스

크의 크기는 학습데이터에서 검출된 극소 의 개수와 사용

자의 실제 반복 횟수간의 오차율을 통해 결정하 다. 표 3

은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를 결정하기 해 학습데이터로

부터 실제로 운동을 반복한 횟수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

출된 극소 의 개수에 한 오차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에서 a는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를 나타내고, 오차율 계산

은 수식 (2)와 같다.

오차율실제반복횟수
실제반복횟수검출된반복횟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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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5 a=7 a=9 a=11

걷

기

실제 777 777 777 777 777

검출 1756 1093 846 764 747

오차율 126.0 40.7 8.9 1.7 3.9

달

리

기

실제 381 381 381 381 381

검출 470 378 371 354 314

오차율 23.4 0.8 2.6 7.1 17.6

넘

기

실제 128 128 128 128 128

검출 131 114 99 71 51

오차율 2.3 10.9 22.7 44.5 60.2

앉고

일어

서기

실제 133 133 133 133 133

검출 448 291 240 184 131

오차율 236.8 118.8 80.5 38.3 1.5

팔

벌려

뛰기

실제 246 246 246 246 246

검출 495 363 238 207 175

오차율 101.2 47.6 3.3 15.9 28.9

표 3 마스크의 크기를 결정하기 한 반복 횟수의 검출 

결과

Table 3 The detected result of repetition count for 

determining the mask size

그림 11은 5가지 운동에 따른 반복 주기의 변화를 나타낸

다. 넘기나 달리기처럼 격렬한 운동은 반복 주기가 짧고, 

걷기나 앉고 일어서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반복 주기가 

길다.

그림 11 운동 종류에 따른 반복 주기의 변화

Fig. 11 Difference of repetition period by exercise pattern

표 3의 마스크의 크기에 따른 반복 횟수의 검출 오차율과 

그림 11의 운동 종류에 따른 반복 주기의 변화를 분석하면, 

운동의 반복 주기가 짧을수록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가 작

고, 운동의 반복 주기가 커질수록 마스크의 크기가 커야 반

복 횟수 추정에 한 오차를 일 수 있다. 한, 표 3의 결

과에서 결정한 운동 종류별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에 따라 

실제로 운동의 반복 횟수를 정확히 검출하는지 테스트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표 4는 미리 결정한 가우시안 

마스크의 크기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의 반복 횟

수를 검출한 오차율을 나타낸다.

운동

종류
넘기 달리기

팔 벌려 

뛰기
걷기

앉고 

일어서기

마스크

크기
3 5 7 9 11

실제 46 123 81 264 50

검출 47 121 79 260 50

오차율 2.2 1.6 2.5 1.5 0.0

표  4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반복 횟수의 검출 결과

Table 4 The detection result of repetition count using test 

data

4.3 실험 결과에 한 고찰

실제 사용자가 랫폼을 착용하고 운동을 할 경우, 사용

자의 운동 종류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하고, 높은 정확도로 

운동 종류를 인식하며 반복 횟수를 추정해야 한다. 본 논문

의 실험 결과, 운동 종류는 도우 크기를 10으로 설정한 경

우 1 의 인식 시간×동안 99% 이상의 높은 인

식률을 보이고, 각각의 운동 종류에 따른 가우시안 마스크 

크기를 다르게 설정한 경우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 오차율

은 1.6%로 나타난다. 표 5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

동 종류 인식과 반복 횟수 검출에 한 실험 결과를 통해 

랫폼에 용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

서 고려한 5가지 운동의 운동 종류 인식부터 반복 횟수 검

출결과까지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약 98%로 나타난다. 따라

서, 제안된 랫폼에 용된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동작하

면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운동 종류

인식률 (a)

반복 횟수의

검출 정확도 (b)

정확도

(c=a×b)

걷기 99.9% 98.5% 98.4%

달리기 98.8% 98.4% 97.2%

넘기 100.0% 97.8% 97.8%

앉고 일어서기 100.0% 100.0% 100.0%

팔 벌려 뛰기 98.5% 97.5% 96.1%

평 균 99.4% 98.4% 97.9%

표  5 운동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

Table 5 The accuracy of algorithm for exercise recognition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종

류를 인식하고 운동의 반복 횟수를 측정하는 신체 부착형 

랫폼에 해 논의하 다. 제안된 랫폼은 작고 가벼운 

형태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쉽고, 운동 종류 인식과 운동의 

반복 횟수 추정에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한, 제안된 랫

폼은 운동의 반복 횟수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활동 사량 

측정을 할 수 있고, 개인 건강 리를 한 u-Healthcare 서

비스에 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신체특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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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합한 운동 리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운동별로 소비되는 활동 사량을 리하는 랫폼으로 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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