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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플러 레이더 센서로 취득한 움직임 데이터와 카메라로 취득한 동영상 움직임 데이터를 딥러닝 알고리듬에 적용한 낙상
인식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도플러 레이더 센서 데이터는 사생활 보호등에 유리한 반면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고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 움직임 정보는 사생활 보호등에 취약한 반면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정확도가 현저히 향상되었다.
이 두 가지 움직임 정보 취득 방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Ⅰ. 서 론

낙상 자동 인식 알고리듬분야에 비접촉식센서를 사용하는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어왔다[1]. 비 접촉식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영상을이

용하는 방법과 도플러레이더 센서[2]와 같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고령인구 증가는 이와 같은 연구[3]를

더욱더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활발히연구되는분야인 인공지능알고리듬을사용

하여 낙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도플러 레이더 센서는 사생

활 보호나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많이연구되고있으나 낙상

동작을정확히 인식하는정확도가영상에비해 떨어지고영상을이용하는

방법은최근 머신러닝기술의발달로좋은 알고리듬이많이연구되었으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낙상동

작에 대해 두 가지 센서로 취득한 동작을 비교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한다.

Ⅱ. 영상을 이용한 낙상 인식 시스템

최근 수많은 머신 러닝 알고리듬들이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구글에서는 ML Kit이라는 오픈소스를 공개하여 텍스트 인식, 얼굴인식,

포즈 인식, 바코드 인식등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ML Kit의 포트 인식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낙상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림1. ML Kit의 Pose detection을 위한 33개의 특징점들[4]

인간의 포즈를 인식하기 위해 신체의 특징점을 총 33개로 구분하였다. 0

번 특징점이 코를 나타내고 1,2,3번 특징점은 왼쪽 눈의 위치를 나타낸다.

23번은 왼쪽 힙의 위치, 24번은 오른쪽 힙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나타내어 포즈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2. ML Kit의 Z축 좌표와 InFrameLikelihood

또한 2차원 영상을 입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깊이에 해당하는 Z축 좌표

를 예상하여 출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동작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영상에서 표시되지않거나 불확실한정도는 InFrameLikelihood라는 파라

미터로 출력된다.

Ⅲ. 도플러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낙상 인식 시스템

도플러레이더센서는영상과같이대표적비접촉식센서이다. 낙상은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면 더 향상된 인식률이 기대되며 이를 위한 지속적

인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낙상 인식시스템에 사용한 도플러 레이더 센

서는 60GHz~64GHz 대역을 가지는 TI사의 IWR1443 Evaluation Module

를 사용하였다.[5]



그림3. 도플러 레이더 센서 기반 딥러닝 낙상인식 시스템

그림3 과 같이 도플러레이더 센서를 사용한 후 고전적인 머신 러닝 방법

이 아닌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다. 추출된 원시데이터에 전처리 과정을 거

친 데이터를 바로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낙상 데이터의

특징인 시계열 데이터 특성을 적용하여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적용하여 낙상을 인식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낙상 자동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접촉식 센

서인 도플러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도플러 레이더 센서를 사용한 낙상 인식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듬중 RNN이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카메라 센서를 사용한 낙상 인식 시스템은 ML Kit이라는 오

픈 소스 형태의 툴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센서를 낙상인식 시

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두 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RNN방식

의 머신러닝방식은향후 LSTM등을 적용하여좀더 정확도 높은 인식률

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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