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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넘어짐은 노인이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센서를 사용하

여 넘어짐을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스마트 폰

에 내장된 센서를 사용하여 넘어짐을 판단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가속도 센서에서 추출된 가속도벡터의 변화량

을 분석하면 넘어짐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지만,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벡터의 크기의 변

화나 방향으로의 변화로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을 의미하지 않

기 때문이다. 한편, 속도 벡터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접선방향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사용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Fall-related injuries are the most common cause of accidental death for the elderly and the most frequent 
work-related injuries in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growing popularity of smartphones, there has been a number of 
research work related to the use of sensors embedded in the smartphone for fall detection. Falls can be detected easily 
by measuring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acceleration vectors. In general, the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vector 
does not show the object movement, but the velocity vector directly indicates the tangential direction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method for computing the fall direc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locity vector extracted from the accelerometer.

키워드 : 넘어짐 판단, 안드로이드, 가속도 벡터, 속도벡터

Key word : Falling Detection, Android,  Acceleration Vector, Velocity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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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넘어짐은  노인이나 공사현장에서 골절과 같은 큰 부

상의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6
주 이상의 부상의 원인 중 하나가 넘어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재해로 알려져 있다

[1-4]. 넘어짐을 판단하기 위해 가속센서(Acceleration 
Sensor)에서 추출 되는 가속도벡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가속센서는 물체나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가

속도값을 3축(X,Y,Z)방향으로 발생해 주기 때문에 가속

도 벡터의 변화를 분석하여 인간의 행위(넘어짐, 걷기, 
뛰기 등)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1-3, 4-12]. 

 

그림 1.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

Fig. 1 Falling occurs in common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되기 이전에는 신

체 부착형 센서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파악하고 해석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1,7], 스마트폰의 활용

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의 내장센서를 활용한 인간행

위 분석과 행동패턴에 대한 연구와 가속센서와 다른 센

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2,5]. GPS와 가속센서를 결합하여 특정지역 

내에서의 행동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6, 8-12]. 
가속도 벡터는 일반적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넘어짐과 같은 이상행동을 가속도벡

터의 변화의 크기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넘어지

는 방향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물체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속도 벡터와 각 가속도를 사

용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해야 하

는 방법이다. 가속도 벡터의 패턴을 분석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는 경우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반적인 환경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속
도벡터는 일반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속도벡터를 사용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판

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속도벡터는 가속도 벡터를 

한번 적분하게 생성되며, 넘어짐의 방향 판단을 위해 

속도벡터를 XY평면으로 투영한 각도의 움직임을 통해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신체부착형 센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넘어짐을 

판단하는 기존의 연구들은[1,5] 대부분 가속센서에서 

추출된 가속벡터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하였다. 신체 부착형 센서는 사람의 일부분에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추출된 가속도 벡터를 사용하여 행동패턴이나 특정한 

행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10]. 그러나 스마트

폰의 경우 특정한 위치나 방향으로 고정할 수 없기 때

문에 같은 행동의 경우라도 스마트폰의 위치나 방향에 

따라  가속센서 에서 추출 되는 가속도 값이 다르게 추

출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지구좌표계와 일치시키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을 소지한 방향이 다르더

라도 일정한 가속도 벡터를 추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하나의 가속센서를 사용한 넘어짐 방향 판단 기

법을 제시하였다.  여러개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분석과 적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 한 개의 센서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현상을 고

려한 방향 판단 기법을 제시하였다. 가속도 벡터의 변

화를 분석하는 경우 실험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 종속적

인 방법일 수 있지만 속도벡터의 경우 움직이는 방향으

로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분야가 다양하다. 세 번

째는 스마트폰의 소지 방향이 다르더라도 정규화 과정

을 거쳐 가속도벡터의 값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신체부착형 센서와 같이 특정 위치

에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값을 추출 할 수 있

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Ⅱ. 관련연구

가속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

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며 다양

한 시도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신체부착형 센서와 스

마트폰 센서를 이용하여 넘어짐을 판단하는 기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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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한다. 신체부착 형 가속센서와 압력센서를 사용

하여 넘어짐의 방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넘
어짐의 판단은 가속센서의 크기를 이용한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가속센

서의 크기와 Z축의 방향코사인을 사용하여 넘어지는 

방향을 구한 것이 특징이다[6]. 넘어지는 방향을 앞뒤와 

옆 측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몸에 부착다리와 가슴에 두 개의 센서를 부착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두 개의 센서 간의 차이를 이용한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가속센서와 회전하는 향을 구하여 일

반적인 행동과 넘어지는 행동을 구하였다. 넘어짐의 판

단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넘어짐만 판단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1].  
신체부착형 가속센서와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추

출되는 값의 패턴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행동인 걷기 뛰

기를 분석하였고 넘어지는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넘어지는 경우 방향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 

넘어짐으로 분류 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5]. 
스마트폰을 이용한 넘어짐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으

며, 넘어짐 판단은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사용하여 판

단하였고 넘어진 방향은 스마트폰이 넘어진 후에 놓인 

방향으로 추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8].  

구분 [1,5] [8] [6] 제안방법

사용
센서

가속센서/
자이로스코프

가속센서
 가속센서/
압력센서

가속센서

판단
방법

가속도벡터/각 
가속도 크기

가속도 벡터 
표준변차 비율

가속도 
벡터의 방향

속도벡터방
향

정규화 
사용

No No No YES

표 1. 기존 연구 요약

Table. 1 Summary of previous works

기존의 넘어짐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사용하거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1,5]. 넘어진 후 센서의 방향을 판단한 [8]
의 경우 센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환경에서

는 적용하기 곤란한 방법이다. 기존연구의 경우 정규화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서가 움직이는 경우 

일관된 결과를 알아내기 어려우며, 물리적인 현상을 고

려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곤

란하다.

Ⅲ. 속도벡터를 이용한 넘어짐 방향 판단 방법

3.1. 스마트폰 정규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방향은 지구좌표계를 중심

으로 스마트폰이 회전된 방향의 각도를 나타낸다. 지구

좌표계를 중심으로 x축의 회전은 Pitch값이 출력되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180에서 180까지의 값

을 출력 한다[13]. Y축 회전은 Roll값이 출력되며, 회전

각도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할 때 증가한다. z축 회

전은 Azimuth라 하며, 북쪽 방향이 0도 이며 동쪽, 남쪽, 
서쪽이 각각 90,180,270도의 각도 이며, 0에서 359까지 

값을 갖는다.

회전축 증가방향 각도범위

X(Pitch) Z축이 Y축으로 
방향으로 회전

-180 ~ 180

Y(Roll) 시계반대 방향 -90 ~ 90

Z(Azimuth) 북쪽 0, 동쪽 90, 남쪽 
180, 서쪽 270 0 ~ 359

표 2. 안드로이드 회전 각도 범위

Table. 2 Rage of rotation angle in Android 

가속센서에 의해 출력되는 가속도 벡터 값은 스마트

폰이 회전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속도의 값을 나타 내

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 값을 같더라도 스마트폰의 회전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또는 물체의 움직임

을 스마트폰이 회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그림 2. 안드로이드 회전축과 지구좌표계

Fig. 2 Rotation axis in Android and world coordinate 
system

스마트폰이 회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출력된 가속도 

벡터의 값을 방향센서에 의해 출력된 값을 이용하여 스

마트폰의 방향을 지구 좌표계와 일치 시켜주는 과정을 

정규화(Normalization)이라 한다[11]. 정규화 과정은 3
차원 회전변환 행렬을 가속도 값에 적용하여 구하였다. 
식 (1)-(3)은 각축에 대한 회전변환 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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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3과 4는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가속도벡터

이고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의 가속도 벡터이다. 

그림 3. 정규화전 가속벡터 그래프

Fig. 3 Graph of acceleration vector before normalize

그림 4. 정규화후 가속벡터 그래프

Fig. 4 Graph of acceleration vector after normalize

그림3은 넘어지기 전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

서도 Y값이 10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거의 수직으로 서 있기 때

문에 중력가속도가 Y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정규화 이후의 그래프 그림4
는 Z축에 중력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축 은 움

직임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속도벡터 추출

가속도 벡터는 물체가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가속되

었는가를 나타낸다. 가속도 벡터는 물체의 움직임의 방

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운동을 하

는 물체의 경우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게 

된다. 그러나 속도벡터는 물체가 움직이는 접선방향으

로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을 해석

하는 데는 가속도벡터보다 속도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순간속도의 경우 특정 

시간  에서 물체가 향하는 방향과 속도를 나타낸다.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속센서에서 얻어지는 가속도 

벡터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에 대한 가속도 벡터를 발생

한다. 가속도벡터를 적분하면 속도벡터를 얻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연속적인 값이 아니며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속도벡터가 추출 된다. 연속이 아닌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해석학에서 사용하는 적분방법을 

사용하여 속도벡터를 추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서 가속도 벡터의 성분은 0.01

초 간격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각성분의 높이의 평균

과 시간 간격인 0.01를 누적하여 구하였다. 정적분은 다

음과 같이 사각형의 넓이로 근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시간 에서의 속도  =  에를 

구하기 위해서 근사식은  식 (6)을 사용 하였다.

 




  

≈




  

 

     (5)

여기서   는 를 의미한다.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속도벡터가 X,Y

평면상에서 어떻게 변화 하는지 속도벡터의 방향을 추

적하였다. 속도벡터의 X,Y성분이 이루는 각을 arctan함
수 식(6)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t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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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가속도벡터를 사용하여 구한 속도벡터가 

X,Y 평면에서 이루는 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넘어

지는 방향에 따라 속도벡터가 이루는 각이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속도벡터의 회전각

Fig. 5 Angle of velocity vector

그림 6에서 9는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

벡터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넘어지는 순간

의 속도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림 6. 앞으로 넘어짐의 속도벡터의 회전각

Fig. 6 Angle of velocity vector of fall front

그림 7. 뒤로 넘어짐의 속도벡터의 회전각

Fig. 7 Angle of velocity vector of fall back

그림 8. 오른쪽 넘어짐의 속도벡터의 회전각

Fig. 8 Angle of velocity vector of fall right

그림 9. 왼쪽 넘어짐의 속도벡터의 회전각

Fig. 9 Angle of velocity vector of fall left

그림 10은 속도벡터를 사용하여 넘어진 방향을 판단

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가속벡터로부터 속도벡터를 구

하고  X,Y평면상에서 속도벡터가 이루는 각을 추적하

여 일정범위에 따라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한 것이다.

그림 10. 넘어짐 방향 판단 순서도

Fig. 10 Follow chart of decision of falling direction

Ⅳ. 실험 및 평가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갤럭시 S3에 내장된 가속센서

를 사용하였으며, 안드로이드 버전 4.4.2를 사용하였다.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Eclipse) 기반으로 구글에서 제공

하는 안드로이드 개발 툴 킷을 사용하였다. 넘어짐은 1
초 내외의 빠른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속센서의 추

출 주기를 100ms로 하여 가속센서의 값을 추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명의 실험자가 전후좌우방향으로 넘

어지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후로 넘어지는 경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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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였을 경우는 100%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측방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후방으로 

잘 못 예측하는 경우가 한번 발생하여 87.5%의 정확성

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실험성고율은 93.75%이다.

   

그림 11. 넘어짐 방향 실험사진

Fig. 11 Pictures of falling direction test

앞뒤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넘어지는 방향이 상이하

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측면으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사람의 따라 넘어지는 특성이 있고, 넘어지면

서 몸을 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약간의 정확도

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속

도 벡터를 가지고 정확한 넘어지는 방향을 예측 가능하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구분 Front Back Side
Front 4 0 0
Back 0 4 0
Side 0 1 7

표 3. 실험 결과 분석표

Table. 3 Confusion Matrix of test results

구 분 [1] [8] [6] 제안기법

분석
방법

2개의 
가속도벡,
가속도벡터 

변화량

스마트폰의 
방향

가속도벡터
의 Z성분 

방향

속도벡터
의 방향

성공률 91.4% 94% 83.33% 93.75

표 4. 실험결과 비교표

Table. 4 Table of Comparison

본 논문에서는 전후방 측방 판단을 위해서 넘어지는 

순간의 30개의 샘플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 ~ 53범위에 들어가는 값으로 판

단하고, 후방의 경우에는 100 ~ 180범위에 들어가는 값

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측방으로 판단을 하였

다. 제안기법과 기존 연구의 실험 및 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지만 표3과 4와 같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2개의 가속도벡터를 사용하여 

넘어짐과 넘어지는 방향을 판단한 [1]의 경우 평균 

91.4%의 판단 성공률을 보였으며, 넘어진 후의 스마트

폰의 방향으로 판단한 [8]의 경우 94% 인식 성공률로 

제안기법보다 약간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가속도 벡터

의 Z성분의 방향으로 판단한 [6]의 경우  83.33%의 성

공률을 보였다. 

Ⅴ. 결  론

가속센서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

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된 연구 분야이다. 특히 넘어

짐의 경우 노인이나 산업현장에서 부상의 중요한 원인

으로 분류 되고 있다. 가속센서에서 추출되는 가속도 

벡터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행동과 넘어짐을 어렵지 않

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짐의 방향을 판단은 가

속도 벡터만을 사용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속도 벡터는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의 접선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넘어지는 방향을 속도

벡터의 방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넘어짐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방법으로 속도벡터를 사용하는 방

법은 제시된 적이 없는 방법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넘어짐 방향을 속도벡

터의 방향을 이용함으로써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하였

지만 완벽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환

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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