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11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I I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Motion Diary 

팀 명 Golden Timer 

문서 제목 결과보고서 

 

 

 

 

 

 

 

Version 2.1 

Date 2014-11-27 

 

 

 

 

팀원 

이승준 (조장) 

이준택 

장보성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JUN-05 

 

캡스톤디자인 I Page 2 of 11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결과보고서 – Motion Diary.doc 

원안작성자 이준택, 장보성 

수정작업자 이승준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전자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

공학부 개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Motion Diary”를 수행하

는 팀 “Golden Timer”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Golden Timer”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

자 
Revision 

추가/수정 항

목 
내    용 

2014-11-21 이준택 1.0 최초 작성 개요 및 개발내용 작성 

2014-11-24 장보성 2.0 내용 추가 자기 평가 및 참고문헌 작성 

2014-11-25 이승준 2.1 내용 수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JUN-05 

 

캡스톤디자인 I Page 3 of 11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개요....................................................................................................................................................................... 4 

1.1 프로젝트 개요 ...................................................................................................................................... 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4 

2 수행 내용 ........................................................................................................................................................... 5 

2.1 목표........................................................................................................................................................... 5 

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 5 

2.3 모션 정확도 향상 ............................................................................................................................... 6 

2.3.1 가속도 데이터 스케일링 ..................................................................................................... 6 

2.3.2 특징 벡터 수정 ....................................................................................................................... 6 

2.3.3 학습 옵션 변경 ....................................................................................................................... 7 

2.3.4 결과물 목록 .............................................................................................................................. 7 

3 공모전 참가 ...................................................................................................................................................... 7 

3.1 참가 공모전 설명 ............................................................................................................................... 7 

3.2 공모전 증빙 .......................................................................................................................................... 9 

4 자기평가 .......................................................................................................................................................... 11 

4.1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 .............................................................................................................. 11 

5 참고 문헌 ........................................................................................................................................................ 1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팀 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xx-JUN-05 

 

캡스톤디자인 I Page 4 of 11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스마트 폰의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걷기/뛰기/서기/수면 등의 행위를 인식하고 지도를 

통하여 이동 상황 등을 화면상에 표시해주어 사용자에게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자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정보사회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짧고 

또한 매일매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조차 못 할 때도 많다. 

옛 고사성어 중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무

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즉, 자신의 시간을 알고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에 저희 ‘Golden Timer ’조는 걷기/서기/뛰기/수면여부 등의 행위인식을 기반으로, 자신

이 어느 위치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동상황을 지도에 표시하며, 또한 메모를 남기며, 자

신의 생활패턴을 다시 확인하여 계획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어플

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정하였다. 

현재 이 걷기/뛰기/서기/수면여부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많은 논문에서도 살

펴볼 수 있었고, 또한 평균보다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의 공

통점은 여러 센서의 조합으로 인하여, 배터리의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예전 피쳐폰과 다르게 여러 스마트 폰 제조사에서는 현재에는 배터리의 충전속도와 용량 

또한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조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충분

한 최적화와 센서 수의 최소화로 배터리소모의 최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

고 한다. 

이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아간다면,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첨단 다이어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UI가 추가된다면 충분한 시장성도 있을 것 이라

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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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2.1 목표 

캡스톤디자인 2 를 진행하면서 우리 조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2 가지이다. 첫 번째, 

캡스톤디자인 1 때 진행했던 Motion Diary 의 모션인식 정확도를 상승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려던 모션은 서기, 걷기, 뛰기로 총 3 가지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기존의 13 가지의 특징을 추출했었다. 우리는 이 

13 가지의 특징을 변형하여 새로운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서 모션인식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SW 공모전에 작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국내 여러 

공모전을 알아보았지만 캡스톤디자인 2 일정과 잘 맞는 공모전으로 정하기 위해 일정을 

맞췄다. 

 

 

 

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하여 애

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특히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행위 인식을 하였고 GraphView를 

통해 통계적인 지표를 보여주었다. Google Map v2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하루 간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위 인식을 하기 위하여 Lib SVM이라는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 1] Scaling Model을 사용하였고 서기, 걷

기, 뛰기 3가지 클래스로 분류기를 구성하였다. 분류기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특징벡터는 

평균, 평균편차, 표준편차, RMS, 합  총 5가지 통계적 특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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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행위를 인식하는 SVM 분류기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먼저 안드로이드 디바

이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한 x, y, z 3축의 데이터를 벡

터화하여 벡터거리로서 전처리를 한다. 또한 불균형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평

균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2번째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전처리 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통계적인 특징 5가지(평균, 평균편차, 표준편차, RMS, 합)을 추출한 뒤 SVM 분류기를 

이용하여 행위를 서기, 걷기, 뛰기로 판단한다. SVM 분류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분류기 

생성 모듈을 따로 개발하였다. 여러 학습 데이터를 모은 학습파일을 Scaling, SVM 커널 

함수를 통해 SVM 분류기를 구축한다. 

 

2.3 모션 정확도 향상 

2.3.1  가속도 데이터 스케일링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 1] Scaling Model을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스케일링 방

법이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링 방법인 [-1, 1]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디바이스로

부터 가속도 데이터를 입력 받은 이후로 각각의 x, y, z 축의 데이터를 [-1, 1]로 정규화 

시켰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가속도 데이터들의 최소, 최대 값을 -1, 1로 설정을 하고, 이 

비율을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를 -1과 1 사이로 정규화시켰다. 정규화를 통해서 모션 데

이터를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2.3.2  특징 벡터 수정 

기존에 13가지의 특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인 

특징 5가지가 걷기에 대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는 연구적 결과를 얻었다. 따

라서 기존의 13가지 특징에서 통계적 특징이 제외한 8가지의 특징으로 특징벡터를 잡기

로 하였다. 특징 수가 줄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팀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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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조언에 의하면 특징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징 수가 적더라도 정확한 특징이 중

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로 결

정하였다. 최종 특징은 특징 5가지(평균, 평균편차, 표준편차, RMS, 합)이며 통계적인 방

식을 채택하였다.  

 

2.3.3  학습 옵션 변경 

 SVM 학습 시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다. 최적의 옵션을 찾기에는 수많은 

실험이 필요했다. 이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인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능한 실험에 의해서 학습 옵션을 수정해 나

갔다. 우선 가장 중요한 gamma값을 조정하였다. 기존에 디폴트 값이 0.5인 것을 고려해 

0.05씩 단위로 하였을 때, 0.35로 학습하였을 때 가장 좋은 인식률을 보였다. 따라서 학

습기를 구현할 시에 0.35로 gamma값을 맞추었다. 그리고 실제 분류기를 작동할 시에는 

0.5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0.5 값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멀티클래스의 특성 상 

nu, C 옵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Nu, C 옵션 값은 우선 디폴트 값인 1, 1 로 설정하였

다. Nu, C의 값을 변경할 수도 있었지만 gamma 값을 0.35로 하였을 시에 가장 좋은 결

과를 보였기 때문에 Nu, C 값을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Gamma, nu, C의 값이 각각 독

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2.3.4  결과물 목록 

종류 내용 

Application SVM 학습 데이터 수집기 및 분류기 생성기 

Application Motion Diary 서비스 Application 

문서 계획서 

문서 1차 중간보고서 

문서 2차 중간보고서 

문서 결과보고서 

 

3 공모전 참가 

3.1 참가 공모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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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참가한 공모전은 디지털 창의 학생 공모전이다. 대회의 규모가 꽤 크게 때문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참가하였다. 참가대상은 디지털분야 전공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우리 팀원들 모두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소속이므로 참가가 적절하였다. 공모분야

에는 SW프로그래밍, 웹사이트 제작, 임베디드시스템,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등이 있었는

데 우리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으로 지원하였다. 공모전 일정은 작품 접수는 2014.11.03 ~ 

2014.11.28이고, 심사기간은 2014.12.08 ~ 2015.01.02이다. 수상작 발표는 2015.01.06으로 

예정되어있다. 

 

3.2 공모전 증빙 

 

작품 접수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메일 접수 혹은 웹하드 업로드이다. 우리 팀은 

주최측에서 운영하는 웹하드에 참가신청서와, 작품설명서, 포스터를 업로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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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디지털창의학생공모전 참가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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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 

기존의 캡스톤디자인1에서 진행했던 Motion Diary는 모션인식 정확도가 80%정도였다. 

모션인식 정확도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용자의 모션을 정확하

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1차적인 목표였고, 정확한 판단이 보장되어야 Diary

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캡스톤디자인2에서 이 모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 Scaling Model, 특징 선정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85 ~ 90%의 

모션인식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Motion Diary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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