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발전되고 규모가 확

장됨에 따라 사용자 행동 인식 기술이 큰 주목을 받
고 있다. 사용자 행동 인식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이 가능한 센서들을 활용해 사람들의 행동에 대
한 정보들을 수집, 해석하고 해당 행동을 인식하는 기
술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상분석 기반 인식 기술과 온
바디 센서 기반의 행동 인식 기술이 존재하는데 카메
라, 가속도 센서, 블루투스 등의 센서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기존 사용자 행동 인식 기술에 사용하는 센서
들이 아닌 사용자의 손동작에 따른 음파 변화를 분석
하여 손동작을 인식하는 새로운 방안을 소개한다. 우
리는 손동작에 따른 소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소리 데이터를 이용한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1. 서론
사용자 행동 인식 기술은 여러 센서들을 활용하여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해석하고 해당 행
동을 인식하는 기술을 뜻한다. 스마트폰에 이어 웨어
러블 디바이스들이 대거 등장하는 현재, 행동 인식 기
술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시
장의 구성 요소 중 핵심 기술로 전망되며 실제로도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행동 인식 기술의 주류로
는 크게 영상분석 기반 인식 기술과 온바디 센서 기
반의 행동 인식 기술이 존재하는데 카메라, 가속도 센
서, 블루투스 등의 센서를 이용한다. 위 센서들은 대
부분 스마트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행동 인

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 사용자의 행동에 따른 가속도 센서 변화 
값을 계속해서 측정 및 분석하여 행동을 인식하거나
[2], 가속도 센서뿐만이 아닌 웨어러블 카메라를 추가
적으로 사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3]. 최근 딥 러닝 기법들이 도입되면서 측정값에 대
한 학습을 진행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방안들도 있
다.[4]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센서들이 아닌 사용자의 행
동에 따른 음파 변화를 분석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새
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존재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는 
점과 다른 센서들과는 다르게 음파 변화를 이용한 행
동 인식 기술은 없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제안하는 
행동 인식 모델에는 특정 손동작을 하는 동시에 스마
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송신자와 
해당 소리를 듣고 있는 수신자가 존재한다. 모델 내의 
수신자는 송신자의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수신한 
소리 신호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기파, 음파와 
같은 파형 및 주파수 분석에는 주로 푸리에 변환이 
사용된다.

푸리에 변환은 시간에 대한 신호에 대해 해당 신호
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수학적 
기법이다. 위에 언급한 모델에서 송신자가 행동을 취
하게 되면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 상대 속도가 발생
하게 되어 도플러 효과로 인해 주파수 변화가 발생한
다.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변화 및 파형의 변화
를 분석하고 손동작 인식을 위해 고속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다. 푸리에 변환의 종류 중 하나인 고속 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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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은 이산적 푸리에 변환을 행하는 알고리즘 중 하
나로서 N개의 데이터열에 대해 O (n log n)의 연산만
을 수행하여 빠른 속도가 특징이다. 

이 연구는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해 여러 상황에 
따른 음파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송신
자의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소리 기반 행동 인식 모델

Figure 2. 손동작 인식 모델

앞서 언급했듯이 제안하는 행동 인식 모델에는 송
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한다. Figure 2과 같이 송신자
와 수신자의 거리는 Figure 1과 같이 1.5m, 천장과 

바닥까지의 거리는 각각 1.5m, 1m 이다. 수신자는 
송신자의 발생 주파수 대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송신자는 손동작을 취함과 동시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발생
시킨다. 수신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녹음하며 발생 주
파수 대역에서 일정 Magnitude 이상을 감지하였을 
때 송신자의 소리가 발생했음을 파악한다. 이후 발생 
주파수 대역에서 더 이상 소리를 감지할 수 없을 때 
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송신자의 손동작을 인식한다. 주어진 모델에서 인식하
는 송신자의 손동작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흔드는 경
우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흔드는 경우는 세부적으로 빠르게 흔드는 
경우(1초에 4회), 느리게 흔드는 경우(1초에 2회)로 구
분하며 흔드는 거리는 30 cm로 설정한다. 추후 표현
의 편의를 위해 흔드는 행위를 속도에 따라 "Fast 
Shake", "Slow Shake",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는 것
을 "No Movement"라 명명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흔들 때는 Figure 2의 Shake와 같이 수신자 기준 전
후로 흔들며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추가로 부착하는 
센서 없이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와 마이크를 이용한다.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비가

(a) No Movement Waveform (b) Slow Shake Waveform (c) Fast Shake Waveform

(d) Magnitude Response in 
Frequency - No Movement

(e) Magnitude Response in 
Frequency - Slow Shake

(f) Magnitude Response in 
Frequency - Fast Shake

Figure 1. 손동작에 따른 소리 파형 및 주파수 분포.



청 주파수에 속하는 고주파수 대역이다. 손동작 인식 
과정 중 비가청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소음들과 중복되는 주파수
들이 다수 존재하고 실제 사용에 있어 소음을 발생시
킬 것이라 판단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였다. 
고주파수 대역 내에서도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주파수
를 18 kHz로 고정한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소리를 
원활하게 발생시키지 못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내장 
스피커의 한계로 인해 해당 주파수를 선택하였다.

3. 소리 신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험하기에 앞서, 우리는 소리의 생성 및 수집을 위

해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하였고 MATLAB을 
통해 수집한 소리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용한 
기종은 Galaxy Nexus(Android 4.3 Jelly Bean, API 
18, 44.1 kHz), Galaxy S6(Android 7.0 Nougat, 
API 24, 44.1 kHz)로 소리의 발생 및 송신자 역할은  
Galaxy Nexus, 소리의 녹음 및 수신자 역할은 
Galaxy S6로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2절에서 제안한 모델을 토대로 진행
되었다. Sample Rate는 기기 한계 최대치인 48 kHz 
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오디오 샘플링에 있
어 44.1 kHz를 표준으로 선택함과 더불어 그 이상의 
Sample Rate는 불필요하기에 44.1 kHz로 설정하였
다. 수신자는 10 초간 44100 byte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송신자는 5초 동안 소리 데이터(22050 byte)를 발
생시키며 손동작을 취하였다. Figure 1의 (a), (b), 
(c)는 각 손동작에 대한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다. 해
당 파형들의 Amplitude는 -1.0 ~ 1.0의 범위의 값으
로 정규화 되었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라인 드라이
버에서 생산하는 최소 전압과 부합하며 1에 가까워질
수록 최대 전압과 부합한다. "No Movement"에 대한 

소리의 파형은 일정 진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면 
Shake들에 대한 소리의 파형은 흔드는 속도에 따른 
일정 주기를 가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대 
속도에 의해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것
으로 보이며 흔드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주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모양들은 파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음들이 없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유효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일반
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해당 파형들과 같은 모습을 유
지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의 (d), (e), (f)
는 각 손동작에 대한 주파수 분포도를 나타낸다. 해당 
그림들의 Magnitude(dB)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변환되었다.

   × log            (1)  

G(f)는 입력 데이터에 대해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 
반환되는 열벡터이고 Mag(f)는 dB로 변환된 열벡터이
다. 발생 주파수를 18 kHz 로 채택함에 따라 주변 주
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주파수 대역들은 손동작과 
관련이 없다. “No Movement"의 주파수 분포도를 살
펴보면 18 kHz에서 Magnitude가 급격한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hake들의 주파수 
분포도는 17.9 kHz ~ 18.1 kHz 사이에서 일정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주변의 
일반적인 소음들인 대화, 기계음 등이 공존하는 상황
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비가청 주파수 대역은 보통의 
경우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파수 분
포의 차이는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3는 유효한 주파수들의 파형을 확인하기 위
해 17.8 kHz ~ 18.2 kHz 범위의 주파수 분포를 푸리
에 역변환을 통해 나타낸 파형들이다. Figure 1의 파
형들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진 파형을 관찰할 수 

(a) No Movement Waveform (b) Slow Shake Waveform (c) Fast Shake Waveform
Figure 3. 17.8 kHz ~ 18.2 kHz 주파수 범위를 가지는 손동작에 따른 소리 파형.



있으며 다른 소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모
양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손동작 인식 및 알고리즘 제안

이번 절에서 우리는 앞서 제시한 소리 기반 행동 
인식 모델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의 수집 결과를 바
탕으로 손동작 인식을 위한 분석 및 방안을 제시하며, 
해당 방안을 토대로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을 소개한
다. 

4.1 손동작 인식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손동작에 따라 일

정 주기로 진폭의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Figure 1, 
Figure 3의 파형들은 높은 Sample Rate 및 Noise로 
인해 신호 값이 흔들리므로 진폭의 변화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진폭 변화의 흐름을 쉽게 파악
하기 위하여 17.8 kHz ~ 18.2 kHz에 대한 신호 파형
에 대해 Moving Average Filter를 사용하여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Moving Average Filter를 사용하기 위해 
신호 Amplitude의 절댓값만을 이용하였고 사용한 
Moving Average Filter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
진다.

 

                   (2)  

Figure 4의 그림들은 식 (2)의 n을 2000으로 설정하
였을 때의 파형이다. (a), (b), (c)를 살펴보면 원래의 
파형보다 뚜렷하게 진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흔
드는 횟수에 따라 진폭 변화의 횟수가 달라지므로 
Filtering된 신호의 Amplitude 평균을 기준으로 진폭
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는 (d), (e), (f)에서 각 손동작
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해당 차이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4.2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
2절에서 언급했듯이 수신자는 송신자가 발생시킬 주

파수 대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수신자
는 소리를 녹음하면서 1초 단위로 임시 버퍼에 저장을 
하는 동시에 FFT를 통해 발생 주파수 대역을 확인한
다. 유의미한 소리의 발생을 검사하기 위해 발생 주파
수 대역 내 10 dB 미만의 Magnitude는 무시하고 녹
음을 계속 진행한다. 10 dB 이상의 Magnitude를 감지
하게 되면 임시 버퍼와 함께 연속적으로 소리를 저장
한다. 소리의 발생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가
지고 있던 신호 데이터와의 연산을 위해 녹음한 신호

(a) Original and Normalized - 
No Movement

(b) Original and Normalized - 
Slow Shake

(c) Original and Normalized - 
Fast Shake

(d) Normalized and Average (e) Normalized and Average (f) Normalized and Average
Figure 4. Moving Average Filter를 통해 정규화된 파형



에 대한 Resampling을 진행한다. 이후 Moving 
Average Filter를 통해 정규화를 진행한 후 정규화된 
신호들의 Amplitude 평균을 기준으로 진폭의 변화 횟
수를 측정한다. 소리의 발생 시간을 5초라고 했을 때, 
"No Movement"에 대한 기준 변화 횟수는 5회 미만, 
"Slow Shake"는 20 ~ 40회, "Fast Shake"는 40 ~ 80
회로 산정하였다. 해당 기준은 여러 번의 실험 및 분석
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80회 이상의 경우는 1초에 최소 
8회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해
당 손동작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동작으로 인
식하지 않는다.        

5. 결론 및 토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소리 신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동작 인식 및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였다. 송신자
의 흔드는 속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스마트 디
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닌텐도 Wil과 같은 
행동 인식 게임들에 대해 일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기계들에 대해 On-Off와 같은 간단한 명령에 대
한 트리거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
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
동작 이외에 다른 손동작 및 많은 상황에서의 실험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결되어야 할 
실험들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비가청 주파수 대역의 
소음이 발생할 때, 거리에 따라 Magnitude에 대해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수신자가 움직일 때 등이 있다. 
또한 이런 실험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구현을 통해 스
마트 디바이스 환경에서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추
후에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 있어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 Future Work    
5절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손동작과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험들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
정된 상황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상
황에서도 소리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선적으
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 주파수를 하나가 아닌 
여러 주파수를 활용한다거나 특정 파형을 가진 소리
를 이용하여 해당 소리 데이터들에 대한 변화도 실험
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행동 인식 기술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이 보인다. 손동
작에 따른 소리 데이터의 변화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계 학습을 이용한다면 앞서 말한 여러 실험 환경 

및 소리 데이터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손동작을 인식
할 수 있을 꺼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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