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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CPU 성능 향상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데이터 저장기술의

발달과 함께 각종 센서들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스마트기기에

내장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행동 연구들은 하체운동 위주의 간단한 동작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응용 역시 보행 횟수나 수면량을 추론

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동 인식 분야는 실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실제 산업이나 군사적으로

응용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행동 인식

분야를 군사적 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소부대 전투 지휘자가 전투원의

전투행동을 인식함으로써 지휘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물리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함으로써 제안된

기법이 차후 실제 군 장비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투행동 분류 모델은 계층적인 구조로써

사격자세 여부, 움직임 여부를 순차적으로 분류한 후 최종 이동기

술을 분류한다.

사격 분류기는 전투원이 조준 사격 간 왼쪽 하박이 일정한 범위의

각도를 유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오리엔테이션 센서 데이터를 주요

요인으로 모형을 학습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움직임 분류기는 전투원이 정지한 상태인 지 아닌 지를 분류한다.

기존 연구와 같이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속도로

이동할 때 정지한 상태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동기술 분류기는 가속도, 오리엔테이션,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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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이용하여 전술적 보행, 약진, 포복 자세에 대해 분류를 한다.

자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현역 군인 18명으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안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0.88%의 낮은 오분류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행동

연구의 오분류율에서 86.63% 더 성능을 개선한 결과이다. 또한

예비전력 및 여군 22명에 대한 추가 실험을 통하여 훈련 정도나

성별, 왼손잡이 여부에 따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안

기법을 예비전력에 적용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휘통제, 상황판단, 전투원 상황인식, 센서 기반, 계층적 구조,

전투행동 분류

학 번 : 2015-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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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미래전의 변화양상에 따라 우리 군은 네트워크 중심작전 환경(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에 적합한 지휘통제능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육·해·공군의 원활한 합동

작전을 위하여 합동전술지휘통제체계(KJCCS,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를 활용하고 있으며[1] 미군이 WIN-T와 JTRS을

개발한 것과 같이 우리 군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하고 있

다[2]. 그러나 이와 같이 대부대급 전투체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되는 반면[3][4] 이를 실제로 구현할 소부대 지휘자들의 전투지휘능력 향

상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상호 통신이 가능하며,

자신의 GPS, 화기의 거리측정기, 나침반 및 영상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무선으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미래 병사의 모습을 제시하고는 있으

나[5] 이를 구현할 세부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군에서

는 미래병사체계의 한 방면으로 생체환경 센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병

사의 개인 신체 상태와 생체환경을 모니터링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6]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심전도 센서나 가스 센서와 같은 센서들은 현

체계에서 적용이 쉽지 않으며 적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병사의 사망과 같은

국한적인 상황판단에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민간 분야에서도 네

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을 위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을

시도하여 “씻고 치장을 하고 밖에 나간다.”와 같은 수준의 일상행동 패

턴만 추출하였기 때문에[7] 군에 유의미한 패턴 분석이라고 볼 수 없으

며 그 결과를 군에서 지휘통제에 적용하기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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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Raytheon 사에서는 적군과 아군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지도에 보여주는 One Forece Track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또한 General Dynam ic 사에서는 가슴과

팔에 장착 가능한 군용 스마트폰 GD300을 개발하였다[8][9].

그리고 New York 시립 대학에서는 미 육군 연구소와 미 국립 과학 재단

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폰 센서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행동을 추론하는 논문

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10]. 이러한 연구 분야들은 스마트기기의 각종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이나 행동을 추론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정보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11]

이나 수면량[12]을 추정하거나 수면, 활동량, 사회성, 학습량, 감정을 추

정하여 종합적으로 학업 성적을 예측하기도 하며[13]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넘어짐을 알아차리기도 한다[14]. 이러한 방법들의 장점

은 사용자가 특별히 기기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상황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상업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수단이나 기초 실험으로써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만

을 추론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전투상황에서

도 적용될 수 있으며 군에서 필요한 전투행동과 관련된 행위를 추론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전투 간 상황판단에 유리한 정보들을 별도

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휘자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현재 우리 군은 소부대 전투 지휘자들은 무전보고를 통한 상황인식 방법

외에는 전투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실정[15]이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통한 전투원의 행동 분류기를 개발하여 전투원이 무전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투원 행동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소부대 전투 지휘자들이

좀 더 올바른 상황판단을 하여 결심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전투에서 사용되는 자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추론함으로서 군에 최적화된 상황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제시되는 기법은 전투 간 전투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군 장비에

적용이 용이하고 높은 행동 정확도를 추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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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투원들의 전투행동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투상황에서는 자신의

전투원의 상태를 알고 전장을 가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소부대 전

투 지휘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무

선통신에 의존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불필

요한 많은 교신들을 발생하며 이는 기도비닉 유지에 치명적이다. 또한

교전과 같은 상황에서 무선통신을 활용한 보고는 전투원이 전투에 집중

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황보고 간에 호기를 놓치고 오히려 위

기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전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선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부대 지휘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활용하여 전투원의 행동을 판단함으

로써 기존의 소부대 지휘통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스마트기기에는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많은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센서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투원이 어떠한

전투행동을 수행하는 지 추론한다. 이를 통하여 소부대 지휘자는 전투

간 전투원들이 별도로 상황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전투원들

의 행동 상태를 식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투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특히 초 단위로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소규모 근접

전투에서 적보다 먼저 판단하고 결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위치보고 접속장치(Position Reporting

Equipment)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기기와 같이 중앙처리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무전기와 연동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며 화면을 통한 정

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들을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

법을 위치보고 접속장치 성능 개선 시 반영한다면 별도의 장비 제작 없

이 기존 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소부대 지휘자들의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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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특히 제안되는 기법에서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오리엔테이션 센서만을 사

용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여러 기기들에 부착되어 쉽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병사체계나 다른 장비들에 적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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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장 상황에서 전

투원의 전투행동을 추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전투원들이 전투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오리엔테이션 센

서를 사용하여 계층적으로 사격, 정지, 전술적 보행, 약진, 포복 다섯 가

지의 행동 상태로 추론한다.

계층적 구조에서는 사격 분류기, 움직임 분류기, 이동기술 분류기 순으

로 분류를 한다. 사격 분류기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전투원이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 아닌 지 판단한다. 사격을 할 때

왼손은 소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기울기를 이용하

였으며 이는 이러한 하박의 기울기는 일반적인 행동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였다. 전투원의 행동 중 서서 쏴, 앉아 쏴, 엎드

려 쏴와 같은 행동은 사격으로 분류된다[16].

다음으로 움직임 분류기는 사격을 제외한 자세들에 대하여 움직이는 중

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이 때 사용되는 센서는 가속도 센서이며 행동

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는 다르며 특히 움직임이 격렬할수록 가속도의 크

기와 변화량이 큰 특징들을 착안하였다. 움직임 여부는 하체를 기준으로

이동 중일 때 전투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전술적 보

행, 약진, 포복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지한 경우는 서 있기, 앉아 있

기, 눕기가 이에 해당하며 기기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까지 포함하

였다. 기기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전투원이 사망한 경우나 기기

가 전투원의 신체와 분리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기술 분류기는 사격과 정지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전투

행동들을 최종적으로 분류한다. 앞에서 활용된 가속도 센서와 오리엔티

이션 센서에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각각의

자세를 분류한다. 단순히 정확도만을 높이기보다는 실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있고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세 가지 센서로 선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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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계층적 구조를 활용하여 1단계에서는 사격자세 여부를 2단계

에서는 움직임 여부를 3단계에서는 전술적 보행, 약진, 포복으로 각각 분

류하여 최종적인 전투행동을 판단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배경 이론과 기존 연구들에 대해 정리

를 하며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층적 전투행동 추론 방법

에 대해 서술한다. 제 4장에서는 실험 설계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며 마

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 도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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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제 1 절 배경 이론

2.1.1. 스마트기기 내 주요 센서

스마트기기 내에는 가속도, 자기장, 근접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응용프로그램 인터

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기반으로 스마트기기의 주요

센서들을 정의하였다[17].

구분 센서 측정단위

움직임 센서

가속도 m/s2

중력 가속도 m/s2

선형 가속도 m/s
2

자이로스코프 rad/s

회전벡터 -

위치 센서

자기장 μT

오리엔테이션 degrees

근접도 cm

주위환경 센서

주위 온도 °C

빛 lx

압력 hPa

상대습도 %

[표 1] 스마트기기 내 주요 센서

스마트기기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센서들은 [표 1]과 같으며 본 연구에

서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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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의 경우 기기의 움직임에 대한 가속도를 X, Y, Z축에 따라

측정하며 각 축에 대한 정의는 [그림 1]과 같다. 이 때 중력 가속도 역시

포함되어 측정되며 중력 가속도를 제외한 기기만의 가속도는 선형가속도로

수집된다.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경우에는 기기의 움직임에 대한 각속도

값을 X, Y, Z축에 따라 측정하며 각 축에 대한 정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가속도 센서 좌표계 [그림 2] 자이로스코프 센서 좌표계

오리엔테이션 센서는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장 센서를 사용하여 계산하

며 [그림 3]과 같이 Azimuth, Pictch, Roll 값으로 나타난다. Azimuth는

방위각을 나타내며 북쪽은 0°, 동쪽은 90°, 남쪽은 180°, 서쪽은 270°의

값으로 0°에서 360°의 값의 범위를 가진다. Pitch의 경우 –180°에서 180°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평인 상태에서 화면이 천정을 향하고 있을 때 0°의

값을 가진다. 스마트기기를 거꾸로 든 상태는 90°, 화면 이 바닥을 향하

는 상태에서 수평을 이룰 경우 180°의 값을 가진다. 스마트기기를 화면

이 사용자를 향하게 하고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가 –90°의 값을 가지

며 화면이 바닥을 향하는 상태에서 수평을 이룰 경우 –180°값을 가진

다. Roll은 –90°에서 90°의 범위를 가지며 Azimuth축이 Pitch 축 방향으

로 향하면 양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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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리엔테이션 센서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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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랜덤 포레스트

랜던 포레스트는 배깅(bagging)이나 임의 노드 최적화(randomized

node optimization)와 같은 앙상블 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결정 나무

들을 임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의사 결정 나무의 경우 학습 데이

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 규칙을 결정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추론하기는 용이하지만 과적합 되기 쉽기 때문에 쉽게 일반

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bagging)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성을 추가하여 다른 특성을 갖는 트리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과적합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18]. 배깅(bagging)은 [그림 4]와

같이 데이터 집합에서 임의복원추출을 통해 원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N

개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학습시키며 각각의 의사결정나무들의

결과를 평균 또는 과반수 투표 방식을 이용하여 랜덤 포레스트로 결합시

킨다. 이러한 입력에서의 무작위성과 설명변수에서의 무작위성은 분류

문제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낸다[19], [20].

[그림 4] 랜덤 포레스트의 학습 및 추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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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지지 벡터 기계

지지 벡터 기계는 본래 이진 분류 문제를 위해 V.Vapnik에 의해 제안

되었다. 서로 다른 두 클래스를 나누는 초평면 중 마진(margin)을 최대

화하는 초평면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실험 데이터를 분류한다. 지지 벡

터 기계는 분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곡면에 따라 선형 지지 벡터 기계

와 비선형 지지 벡터 기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비선형 지지 벡터 기계

의 경우에는 커널함수를 이용하여 고차원요인 공간으로 매핑하며 이를

통해 초평면을 결정한다.

N-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이진 분류 문제들로 생각하고 각각의 결과

를 종합하여 분류를 할 수 있다. 특정 클래스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집합으로 간주하여 1:N-1의 이진 분류와 같이 접근하거나 각각의 클래

스별 1:1로 분류를 한 다음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있다[21]. 또한 의사결

정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decision directed acyclic graph)를 이용할

수도 있다[22]. 한 번에 모든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규모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1:1 방법과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가 더 실용적이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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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대상 민감도

행동 인식 문제에서 학습 데이터집합과 실험 데이터집합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는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0]. 학습 데이터

집합과 실험 데이터집합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섞어서 교차타당화 할

경우 데이터들은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를 이

루게 되며 이러한 경우 학습 데이터집합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을 분리하

여 구성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다. 또한 여러 대상보다 단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24]. 이처럼 학습 데이터집합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실험 대상을 단일로 할 것인 지, 다중으로 할 것인

지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집합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을 섞

어서 사용 할 것인 지 별도로 구성할 것인 지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단

일 대상이라도 같은 시간대에 하나의 행동을 한 뒤 일정 시간단위로 학

습 데이터집합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을 구분 지을 수도 있으며 시간을 달

리하여 학습 데이터집합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을 별도로 수집을 할 수가

있다. 이는 같은 신체조건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매번 정확히 똑같은 자

세를 하지 않는 점[25]을 생각하여 데이터집합을 구성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여러 대상일지라도 각각의 대상을 기준으로 학습 데이

터와 테스트 데이터 수집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연속된 행

동을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도 있다. 다중의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각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대상의 실험보다

는 정확도를 높이기 어렵다. 특히 다중의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되 학

습 데이터집합의 대상과 테스트 데이터집합의 대상을 달리 할 경우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24]. 이는 수집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 후 신체치수

와 자세가 전혀 다른 대상으로 실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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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연구

센서를 이용한 상황인지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이러한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스마트기기에는 움직임과 관련된 가속도, 중력, 자이로스코프,

선형 가속도, 방향, 회전 벡터 센서와 기기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장, 압

력, 조도, 소리, 근접성 센서 등 많은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한 사용자의 상황 인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를 활용한 분야로 사용자가 실내에 있는 지 실외에 있는 지

호를 판단하기도 하며[26], [27] 자전거, 버스, 자동차와 같은 사용자의

현재 이동수단을 알아내기도 한다[28], [29]. 소리, 움직임, 빛 등 센서 데

이터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없이도 수면 시간을 추론하기도 하며[30],

[31], [32] 가속도와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동

행 상태를 인식 하거나 대화 여부를 식별하기도 한다[33]. 또한 가속도나

소리의 차이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가 놓인 표면의 재질을 추론하기도

한다[34].

사용자의 직접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연구로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 센서로 보행 횟수를 검출하여 활동량을 계산하거나[35] 가속도

센서의 변화를 감지하여 돌발 상황을 경보하기도 한다[36]. 단순히 걷거

나 뛰는 것과 같은 저수준의 일상적인 행동을 구분하기도 하며[37], [38],

[39], [40] 소리, 빛, 온도, 가속도 센서와 같은 센서들을 좀 더 활용하여

수면, 휴식, 모임, 실내·외 걷기, 뛰기와 같은 고수준의 활동들을 구분하

기도 한다[13].

기존의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다양한 행동 분류보다는 눕다,

앉다, 서다, 계단 오르내리기, 걷다, 뛰다와 같이 하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제한적인 행동 위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

용자가 스마트기기를 휴대한 위치에 따라 센서값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위치에 대해서 독립적인 인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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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40].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가 위치한 곳 자체를 추론하려는 연구들도 진행되기도 하였으나[27],

[34] 그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기존의 많은 행동 인식 연구들이 보행 횟

수를 측정하거나 수면량을 측정하는 것 이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생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위치에 스마트기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의 실험과 같이 스마트기기의 위치를 정하는 가정 자체가 실

제 생활에 적용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에 의해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경우는 기존 연구들을 응용하는데 큰 제한이 되었던 스마트

기기의 위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인식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수십 가지의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으나 전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수가 제한적이며 그러한

행동들 또한 사전에 훈련된 동작들이기 때문에 더 정확도가 높은 행동

인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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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기법

제 1 절 전투행동 분류를 위한 계층적 구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가속도, 오리엔테이션,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적으로 최종적으로 전투행동을 추론한다. 계층적 구조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격 분류기, 움직임 분류기, 이동기술

분류기 3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동기술
분류기

정지
상태

전술적
보행 약진 포복

움직임
분류기

사격사격
분류기

학습 데이터 수집

[그림 5] 행동 분류를 위한 계층적 구조



- 16 -

사격 여부를 가장 먼저 분류하는 이유는 전투에서 적의 유무가 가장 핵

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취하는 지향 사격자세와는 달리

조준 사격은 적을 발견할 경우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조준 사격자세를

추론함으로써 적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조준 사격

자세를 취하며 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두 자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

우 사격자세 여부가 더 우선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자세를 분

류함으로써 우선 분류기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사격자세의 경우 일상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세이며 특히

훈련된 전투원의 경우 거의 유사한 사격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

징을 이용하면 높은 정확도로 사격자세 여부를 분류해 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움직임 분류기는 정지한 상태와 움직임이 있는 상태를 분류한

다. 정지 상태와 이동 중인 상태는 가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계층적으로 Active / Inactive로 구분한

후 세부 자세를 분류하였다[40][41]. 그러나 이와 같이 가속도만 이용하

는 경우에는 등속도로 이동 시 정지한 상태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였

다. 또한 기존 연구[40]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행동을 먼저 구분하고 나머

지 분류되지 않는 행동들을 모두 정지 상태로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정지 상태도 하나의 상태로 라벨링하여 행동을 추론하였다. 이는 정

지한 상태라도 팔을 움직이는 경우 가속도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가속도가 없는 경우만 정지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위치

기반의 계층적 구조를 이용하는 연구도 있으나[42] 이러한 방법은 사전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며 전투

상황에서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성능을 높

일 수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동인식 연구에서 사용한 센서의 선택은 피실험자의 행동에

따라 높은 영향력을 갖는 센서가 다르기 때문에[43]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조합하여 전투행동을 가장 잘 분류하는 센서들을 탐색

해 보았다. 분류기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은 [표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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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본 통계값을 사용하였다. 다만 전투는 실내/외, 낮/밤 구분 없이 발

생하기 때문에 조도 센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전투 간에는 전장소

음으로 인해 오디오 센서를 이용한 전투행동 식별이 제한된다고 판단하

여 이를 제외하였다.

요인 이름 설명

Min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최소값

Max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최대값

Avg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평균

Std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표준편차

Q1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1사분위 수

Med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중앙값

Q3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3사분위 수

Average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벡터

크기의 평균

Standard Deviation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 벡터

크기의 표준편차

[표 2] 행동 분류기의 입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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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센서 조합에 따른 분류 결과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전투행동 분류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6]

와 같다. 실험을 통해 가속도가 행동 분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많은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났던 결과이다. 추가적으

로 가속도 센서만을 활용하는 것보다 가속도 센서에 다른 센서를 조합한

경우 분류 성능이 더 개선됨을 알 수가 있다. 전투행동 분류에 있어서

가속도 센서에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조합할 경우 2.07%로 가장 낮은 오

분류율을 보였으며 가속도 센서에 오리엔테이션, 자이로스코프를 조합한

경우 역시 2.14%의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 탐색 결과와 전투행동의 특징을 바탕으로 계층적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된 센서 조합은 [표 3]과 같다.

단계 사용한 센서

1단계 오리엔테이션

2단계 오리엔테이션, 가속도 센서

3단계 오리엔테이션,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표 3] 단계별 사용한 센서

본 연구에서 센서 데이터는 50Hz 단위로 연속적으로 수집되며 1초를

기본 타임 윈도우 단위로 요인을 생성한다. 전투행동 분류를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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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요인은 [표 2]에서 생성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Relif-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행동분류에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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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격 분류기

전투원은 사격 간 격발하지 않는 손으로 V자를 만들어 그 위에 총을

올려다 둔다[44]. 즉, 오른손잡이 전투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사격

간 [그림 7]과 같이 왼손은 소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왼쪽 하박은 지면과 일정 범위의 각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는

전투 간 사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세이며 일상생활에서

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7] 미 교범에 명시된 사격자세[44]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다면 스마트기기의 오리엔테이션만 이용하더라도

사격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다. 사격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는 격발

직전까지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같

은 다른 센서들의 변화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로 오분류하기

쉽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

하고 매우 높은 정확도로 사격자세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8]는 오리엔

테이션을 이용하여 전투원의 사격자세 여부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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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리엔테이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사격자세 여부 분류 과정

분류기 학습을 위하여 50Hz 단위로 오리엔테이션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한 타임 윈도우 단위인 1초로 나누어 기본 요인을

생성한다. 생성된 요인 중 핵심이 되는 요인을 Relief-F를 이용하여 상

위 16개의 요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인은 아래의 [표 4]과 같다.

선정된 요인

1단계

(16개)

· 오리엔테이션

- Pitch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ori_p, std_ori_p

- Roll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 Azimuth : min, max

- std_ori_average, aver_ori_average

[표 4] 사격 분류기의 입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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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적 / 동적 움직임 분류기

N-클래스 행동 분류 문제에서 움직임 여부에 대하여 규칙 기반으로 나

눈 후 세부 행동을 분류할 경우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24]. 그러나 움

직임없이 서 있더라도 센서들의 값은 미세한 변화를 가지며 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칙 기반으로 움직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분

류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또한 같은 동작이라 할지라도 속도에 차이가

있으면 수집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달라진다[45]. 이러한 차이는 센서의

성능이나 민감도에 따라 더 크게 발생한다. 계층적 구조에서는 이전 단

계에서 오분류 할 경우 다음 단계에서는 제대로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오분류율이 누적된다. 이 때문에 상위 단계에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움직임 분류기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다. 또

한 가속도 센서만 이용할 경우 등속도 이동 시 정지 상태로 오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허리나 골반 부위에 센서를 부착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왼손 하박에 센서를 부착하였기 때문에 가볍게 손을 움직

이는 경우도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학습하였다. [그림 9]은 이러한 방법

으로 수집된 가속도 센서 데이터와 오리엔테이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

여 전투원의 움직임 여부를 추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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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종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움직임 여부 분류 과정

분류기 학습을 위하여 50Hz 단위로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한 타임 윈도우 단위인 1초로 나누어 기본 요인을 생성한

다. 생성된 요인 중 핵심이 되는 요인을 Relief-F를 이용하여 상위 27개

의 요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인은 아래의 [표 5]과 같다.

선정된 요인

2단계

(27개)

· 가속도

- X축 : min, max, quantile1, quantile3, std_acc_x

- Y축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acc_y, std_acc_y

- Z축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acc_z, std_acc_z

- std_acc_average

· 오리엔테이션

- Pitch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 std_ori_average, aver_ori_average

[표 5] 움직임 분류기의 입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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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동기술 분류기

1단계나 2단계에서의 이진 분류와는 달리 N-클래스 분류에서는 다양한

행동들의 특징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센서를 사용한다. 행동

인지 연구에서 가속도 센서는 핵심적인 센서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자이

로스코프와 오리엔테이션은 몸의 자세의 변화나 넘어짐과 같은 상태 변

화를 인지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23] 이동기술 분류를 위하여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사용한다. 특히 1,2단계에서 사용되

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와 가속도 센서에 자이로스코프 센서 하나만 추가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많은 센서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지자계 센서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세 가지 센서가 부

착된 모듈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0]은 이러한 센서를

이용하여 전투원의 이동기술을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0] 3종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이동기술 분류 과정

사격과 정지 상태를 제외한 전투행동들은 적의 위협에 따라 행동량의

큰 차이를 보인다. 전술적 보행의 경우 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

문에 큰 행동의 변화가 없지만 약진이나 포복의 경우에는 적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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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행동의 변화가 많다. 약진의 경우는

짧은 거리를 신속히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서들의 크기와 변동

량이 크다. 포복의 경우에는 지면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 반복적인 행

동으로 의도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각 행동들을 구분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자기장, 오리엔테이션,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높은 정확도로 행동을 분류할 수가 있

다. 1,2단계와 마찬가지로 분류기 학습을 위하여 50Hz 단위로 가속도 데

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한 타임 윈도우 단위인 1초로 나

누어 기본 요인을 생성한다. 생성된 요인 중 핵심이 되는 요인을

Relief-F를 이용하여 상위 43개의 요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인은 아래

의 [표 6]과 같다.

선정된 요인

3단계

(43개)

· 가속도

- X축 : min, max, quantile3, std_acc_x

- Y축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acc_y, std_acc_y,

- Z축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acc_z, std_acc_z,

- aver_acc_average, std_acc_average

· 오리엔테이션

- Pitch : min, max, quantile1, quantile2, quantile3,

avg_ori_p, std_ori_p

- Roll : avg_ori_r, std_ori_r

- Azimuth : std_ori_a

- std_ori_average

· 자이로스코프

- X축 : min, max

- Y축 : min, avg_gyro_y, std_gyro_y

- Z축 : min, max, quantile1, avg_gyro_z,

std_gyro_z

- avg_gyro_average, std_gyro_average,

[표 6] 이동기술 분류기의 입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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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및 결과

제 1 절 실험 데이터

4.1.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투원의 전투행동을 추론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인 CADC(Combatant Activity Data

Collector)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1] CADC의 메인 화면 [그림 12] 수집 완료 후 화면

CADC의 기본 구성요소는 [그림 11]과 같으며 전투원의 식별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전투행동을 선택하는 부분, 데이터를 수집할 시

간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시간을 입력하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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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 시작되며 준비 간 발생하는 불필요한 동작에 대한 전처리의 일환

으로 3∼4초의 대기시간 이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입력된 수집시간

이 경과하면 데이터 수집은 알림음과 함께 자동으로 완료되며 [그림 12]

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된

다. 데이터가 잘못 수집된 구간은 제외하고 실험의 목적에 맞게 수집된

구간만을 설정하여 저장이 가능하며 실험 전체가 잘못 되었을 경우 수집

된 데이터를 삭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노이즈 데이터가 학

습 단계나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CADC를 통하여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는 가속도, 선형 가속도, 중력 가

속도, 자이로스코프, 자기장, 빛, 근접성, 오리엔테이션이며 이 중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오리엔테이션 데이터만 이용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어 전투행동 분류에 대한 학습 및 테스트에 사용된다.

[그림 13] CADC 착용 모습

CADC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ADC가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그림 13]과 같이 전투원의 왼쪽 안쪽 하박에 부착한다. 많

은 기존 연구에서는 골반이나[24] 허리[46], 바지 주머니[37]와 같이 하체

에 부착하여 다리와 연관된 행동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골반

과 같은 하체에 부착할 경우 손만 사용하는 자세를 식별하는데 제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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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24] 사격과 같은 동작을 추론하기가 어렵다. 가슴에 설치한 경우

[47], [48] 또한 포복 간 방해가 되거나 망가지는 상황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위치가 아닌 왼쪽 하박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다.

기기 부착이 완료가 되면 전투원의 아이디와 전투행동을 설정하고 데이

터 수집 시간을 입력한 후 K-2 총기 휴대 하 전투행동을 실시한다. 이

후 전투원은 입력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알리는 알림음이 발생한 후 전

투행동을 중단한다. 이 때 데이터 저장구간 설정을 통하여 노이즈 데이

터 구간을 제거한 후 데이터를 기기 내에 저장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전투행동에 대하여 실험을 반복하며 한 전투원에 대한 데이터 수

집이 완료되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실험 간에는 스마트기기에 내장된 모든 센서들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

였으며 이 중 실제 전투에 적용이 용이한 움직임 센서들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간 전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13가지 행동들에 대

해 대하여 [표 7]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 세부 행동

사격 서서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정지 서다, 앉다, 눕다, 움직임 없음

전술적 보행 전술적 보행

약진 약진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후퇴 포복

[표 7] 전투행동 분류 기준

사격자세는 최근 변경된 교리를 적용하여 쪼그려 쏴를 제외한 서서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세 가지 자세를 사격자세로 분류하였다[16]. 정지자

세는 전투원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작들인 서다, 앉다, 눕다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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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정지자세를 구분하였으며 특히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바닥, 돌, 의

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앉아 있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특히 전투 간 전

투원이 사망하거나 기기가 전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움직임이 없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전투원의 신체와 분

리하여 기기를 바닥이나 책상과 같은 장소에 놓아둔 후 데이터를 수집하

였으며 이 또한 정지상태로 학습하였다. 전술적 보행은 왼손으로 총열덮

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으며 총구 방향은 좌측 하단을 지향

하는 자세이다. 이때 전투원은 즉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소총을 상체에

밀착시킨다[49]. 약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뛰는 자세와 달리 자세를 낮추

고 총구를 전방으로 하여 신속히 전진한다. 약진 시에는 일직선상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경우와 적의 조준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우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포복의 경우 교리에 명시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포복, 후퇴포복 네 가지 자세 모두 포함하였

다[49]. 포복은 지형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자세가 다르지만 기본적으

로 적의 관측이나 사격의 위험이 있거나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류는 실시하지 않았다.

데이터 정규화는 학습 시 사용되는 전투원 18명에 대하여 각각의 센서

데이터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산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Min-max normalization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수집주기는 50Hz이며 총 40명(현역 장병 18명, 예비전력 22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611.5MB의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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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데이터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군 복무 중인 장병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

였다. 피실험자들은 만 19세∼25세의 건강한 성인 남자로써 [그림 14],

[그림 15]와 같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피실험자의 신장 분포

[그림 15] 피실험자의 체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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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투원의 전투행동을 추론하기

위해 전투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속도, 오리엔테이션, 자이로스코

프 세 가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6]는 전투행동에 따라 변

화되는 전투원A의 오리엔테이션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이다. 하박의 움

직임이 없는 사격자세의 경우 센서값의 변동량이 거의 없으며 일정한 범

위 내에 오리엔테이션 값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팔의 각도

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pitch값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으며 다른 전투

행동들과 확연히 다른 값을 보인다. roll의 경우 세부적인 사격자세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자세에 비해 변동성이 없으며 azimuth의 경

우 역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서

있는 경우에도 손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정한 범위의 오리엔테이션 값

을 보이나 사격할 때와는 달리 pitch 값이 양의 값이며 roll값 역시 더

큰 값을 가진다. 전술적 보행에서는 걷는 행위로 인해 roll과 pitch값에

작은 편차가 생기며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azimuth값이 크게 바뀌는 모

습을 볼 수가 있다. 약진이나 포복과 같이 팔의 움직임이 많고 많은 방

향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측정된 값들의 크기가 크고 변화량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6] 전투원 A의 전투행동별 오리엔테이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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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값 뿐만 아니라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값 역시 전투행동

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17]는 전투행동에 따라

변화되는 전투원A의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이다. 움직임이 없는

사격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의 경우 가속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데 비해

움직임이 있는 전술적 보행이나 약진, 포복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속도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17] 전투원 A의 전투행동별 가속도 값

[그림 18]과 같이 자이로스코프 데이터의 경우에도 가속도 데이터와 마

찬가지로 움직임이 없는 사격자세나 가만히 있는 경우 x, y, z값 모두 0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전술적 보행의 경우 –1∼1 rad/s의 범위를 보

이며 약진의 경우 전술적 보행보다 더 큰 폭을 가진다. 포복의 경우 자

이로스코프 값이 매우 크며 변동량 역시 매우 큰 폭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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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투원 A의 전투행동별 자이로스코프 값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1초 단위의 타임 윈도우 단위로 인스턴스로 변환

된다. 50Hz 단위로 센서가 수집되기 때문에 50개의 로우 데이터가 하나

의 인스턴스로 변환된다. 피실험자별 수집된 인스턴스의 수는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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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사격 정지 전술적보행 약진 포복 합계

1 321 322 107 103 106 959

2 322 319 108 130 106 985

3 320 322 107 102 102 953

4 319 319 107 104 101 950

5 322 320 110 106 107 965

6 320 318 107 108 106 959

7 321 320 108 106 104 959

8 319 321 107 106 105 958

9 318 320 108 104 106 956

10 320 319 108 105 104 956

11 320 321 108 104 106 959

12 319 321 108 105 107 960

13 319 317 108 107 105 956

14 320 319 108 100 104 951

15 320 320 108 105 106 959

16 320 319 0 98 105 842

17 322 321 108 105 105 961

18 322 320 108 103 102 955

[표 8] 피실험자(전투원)에 대한 전투행동별 인스턴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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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환경

실험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 및 JAVA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라이

브러리인 Weka를 사용하였다[50].

랜덤 포레스트 모형의 경우 numIterations은 206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파라미터는 기본값으로 설정하였다. SVM의 경우 Weka의 SMO

클래스를 사용하였으며 커널은 Polynomial exponent는 1.0으로 설정하였

다. 인공신경망은 Weka의 MultilayerPerceptron 클래스를 사용하였으며

hiddenLayers는 a, learningRate은 0.3, momentum은 0.2로 설정하였다.

요인 선정 시에는 Weka의 ReliefFAttributeEval 클래스를 사용하였으며

검색 방법은 Ranker로 설정하였으며 설정 옵션은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치수가 다양한 실제 전투원들의 행동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k-fold 교차타당화를 사용하

지 않고 Leave-one-subject-out 교차타당화를 적용하였다. 자세나 행동

은 같은 피실험자가 반복해서 행동을 하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

지만 신체치수가 다른 피실험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k-fold 교차타당

화를 할 경우 학습 데이터에 나타난 피실험자가 테스트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실험 결과를 높힐 수는 있지만 현실 적용

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스트로 사용될 피실험자

한 명을 제외한 다른 피실험자들로 학습을 실시하고 학습에 반영되지 않

은 한 명의 피실험자로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모든 피실

험자에 대해 반복하여 산출된 정확도의 평균을 성능의 결과값으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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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가 지표

Leave-one-subject-out 교차타당화로 도출된 혼동 행렬을 이용하여 오

분류율(Error rate)을 계산하고 이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며 이는 [표 9]와

같다.

예측 클래스

P N

실제

클래스

P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N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표 9] 혼동 행렬

행동 P의 정확도 =


전체 정확도 =    
 

오분류율 = 1 -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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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으로 전투행동을 분류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분류

기를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제안기법에서 단계별로 전투행동 추

론에 최적화된 분류기를 찾기 위해 다양한 분류기를 조합해 본 결과 아

래 [그림 19]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19] 각 단계별 학습기법 조합에 따른 분류 결과

전반적으로 1단계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한 경우 오분류율이 낮으며

2, 3단계에서는 인공신경망이나 지지 벡터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오분

류율이 낮았다. 제안된 계층적 구조에서 가장 낮은 오분류율을 보이는

랜덤 포레스트-지지 벡터 기계-지지 벡터 기계 제안 기법으로 0.88%라는

가장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혼동 행렬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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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값

사격 정지
전술적

보행
약진 포복

실제값

사격 5722 42 0 0 0

정지 6 5710 12 2 28

전술적

보행
0 2 1825 0 6

약진 7 0 1 1893 6

포복 0 26 0 12 1848

[표 10] 제안 기법에 대한 혼동 행렬

제안 기법에서 사격한 자세를 정지한 상태로 오분류한 경우는 제대로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정지한 상태를

다른 자세로 오분류한 경우는 정지 간 팔을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임

으로써 오분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적 보행과 약진의 경

우에는 오분류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포복의 경

우에는 정지한 경우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포복 중 움

직이지 않고 잠깐 대기하는 순간을 정지한 상태로 분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안기법의 상대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 연구 및 일반적인 기계 학

습 기법들을 이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37]에서는 가

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였으며 사용한 요인은 [표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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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이름 설명

Average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평균

Standard Deviation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표준편차

Average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 벡터 크기의 평균

Average Absolute

Difference

{x,y,z}

일정기간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절대편차

Time Between

Peaks

{x,y,z}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각 축별{x,y,z} 연속된 두 peak 간의 시간 차

Binned

Distribution

일정시간 동안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각 축별{x,y,z} 10개의 bin으로 나누었을 때

각 bin에 속하는 비율

[표 11]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인공

신경망, 지지 벡터 기계,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때 사용한 요인은 [표 2]의 통계값으로 요인을 생성하여 제안한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실험 비교 결과는 다음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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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각 기계학습 기법에 따른 분류 결과

기존 연구 요인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인을 사용할 경우 전

체적으로 오분류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같은 인공신경

망의 경우 기존 연구 요인 대신 제안한 요인을 쓰는 것만으로도 오분류

율을 5.29% 더 감소시켰다. 제안한 계층적 기법을 사용할 경우 가장 낮

은 오분류율을 보였으며 기존 연구의 오분류율 대비 약 86.63% 오분류

율을 감소시켰다.

인공신경망에 제안 요인을 사용한 경우 제안 기법에 비해 정지한 상태

를 사격자세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안 기법의 경우 정지한 상

태를 사격자세로 오분류한 경우가 6번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공신경

망의 경우 134번 발생하여 제안 기법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지지 벡

터 기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지한 상태를 사격자세로 오분류한 경

우가 다른 오분류보다 월등히 많았다. 랜덤 포레스트에 제안 요인을 사

용한 경우에는 실제 정지한 상태와 걷는 상태를 다른 상태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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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를 사격상태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 복무중인 장병 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군 미필

자와 같은 예비전력도 전투에 참가하기 때문에 제안된 기법을 좀 더 범

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전력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예비전력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들 22명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참가한 피실험자는 [그림 21]와 같이 구분된다.

[그림 21] 추가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복무유형

추가 실험에서 학습 데이터는 군 장병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예비전력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Leave-one-subject-out의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예비전력 실험 시에는 K-2와 동일한 제원의 모의

총기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신체정보는 아

래의 [그림 22], [그림 23]와 같다.



- 42 -

[그림 22] 추가 실험에 대한 피실험자의 신장 분포

[그림 23] 추가 실험에 대한 피실험자의 체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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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복무유형별 예비전력의 분류 결과

앞에서 제시한 기법을 예비전력 및 여군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24]과

같다. 복무유형별로 오분류율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병역기간 중

실제 훈련을 받은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한 예비군과 위탁장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인원의 경우 훈련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시한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현역 장병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2.4%,

3.24%라는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기 때문에 예비역 그룹에 대한 별도의

학습과정이 없더라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데이터 학습 단계에

서 예비전력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오분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군의 경우 테스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

으나 팔 길이 등 신체부위별 치수 차이에 의하여 사격자세가 남군들과는

달라 오분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가정으로 실험에

참가한 여군이 비전투원인 간호장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훈련량이 부

족하여 좀 더 높은 오분류율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훈련을 받지 않거나 한 달 미만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인원의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특히 사격자세를 정지한 상

태로 오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격자세가 숙달된 현역병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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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같은 사격자세를 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리엔테

이션 센서값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왼손잡이의 경우

왼손잡이용 학습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여 적용을 한다면 제안한 기법

과 동일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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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시나리오를 통한 연구 의의 분석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64%가 산악이며 굴곡이 빈번한 지형에서는

200∼300미터 앞의 상황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소부대의 경우라도 할지

라도 지휘자가 직접 최초 상황을 확인하기 보다는 정찰병의 육안에 의해

전방상황이 확인되며 무전으로 지휘자에게 상황보고가 된다. 이 과정에

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며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위

험이 있다. 또한 적과 접촉하지 않더라도 정찰병이 이상 없이 임무수행

을 하고 있는 확인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지를 묻는 등 불필요한 교신

도 빈번히 발생한다. 본 장에서 현재 지휘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제

한사항을 제안한 전투원 상황인식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상황판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5.1.1 정찰 간 상황판단

정찰병은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기기를 착용한 후 정찰을 실시하며 소부

대 지휘자는 PRE와 같이 통신과 디스플레이가 되는 장비를 통하여 정찰

병들의 현재 행동을 자동으로 보고를 받는다. 이때 정찰병들은 센서를

부착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전투에 전

혀 방해됨 없이 정찰임무에 집중할 수가 있다. 또한 정찰병이 휴대한 기

기 내에서 행동 분류에 관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자

와의 통신량은 결과값 하나로 통신 트래픽 양이 매우 작다는 장점이 있

다. 특히 현재 사용하는 PRE의 GPS 기능까지 이용한다면 지휘자는 무

전통신 없이도 구체적인 정보들을 획득하고 전장을 가시화 할 수가 있

다. 예를 들면 전술적 보행 중이던 정찰병이 갑자기 사격자세를 취하는

경우 적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포복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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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경우 장애물지대에 봉착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총성과 함께

A지역으로 이동하는 정찰병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 지역에서 적의 공격

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찰병은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 지휘자는 무전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전투원의 행동

변화를 통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다른 경로로 우회

하거나 A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군에 대해 경고 전파를 할 수가 있다.

5.1.2 아군이 적을 먼저 발견한 상황

아군이 적을 먼저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은․엄폐를 실시하여 즉시

사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 상황을 판단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

제공격에 유리한 지형으로 이동하여 상황보고를 할 것이다. 이 때 무전

을 통하여 지휘자에게 상황보고를 할 수도 있으나 적과 근접한 경우에는

무전 간 아군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며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무전

을 통한 보고가 제한 될 수 있다. 이동 중 적과 조우할 경우에는 전투원

의 자세가 전술적 보행에서 급작스럽게 약진 또는 포복으로 전환 된 후

사격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상황판

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또한 사전에 완수신호를 응용하여

조준 → 정지 → 포복 → 조준의 행동변화는 적 지휘소 발견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신호체계를 약정한다면 가시거리 밖에서도 기도비닉을 유지 하에

서 좀 더 정확한 상황을 보고할 수가 있다.

5.1.3 적군이 아군을 먼저 발견하고 사격을 가하는 상황

적군이 아군에게 선제 사격을 가할 경우 총성만으로도 전투가 발생했음

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많은 전장소음이 발생하

며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총성의 방향을 추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리

만으로 정확한 교전위치를 알아내기 어렵다. 특히 적의 사격에 의해 전

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투원이 난청지역에 위치하여 무전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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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사망하여 무전 교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제안한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술

적 보행 중이던 전투원이 총성과 함께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졌으며 무전

응답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 해당 전투원이 위치한 지역에 적이 있으며

전투원이 전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다.

5.1.4 순찰 중인 전투원이 적에게 사망한 상황

경계를 위해 순찰 중 적의 피습을 받은 경우에 적이 대검 등의 무성무

기나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류를 사용한다면 피습 간 소음이 발생되지 않

기 때문에 적이 침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으며 순찰자가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가 있다. 즉, 적은 침투하여 활동 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반대로 아군은 그만큼 경계 공백이 생기고 대응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센서를 통하여 전투원의 상태를 알 수 있

는 경우에는 초병의 상태가 전술적 보행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로 변경되

며 순찰자가 보고없이 특정지역에서 계속 정지되어 있다면 이는 순찰자

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찰자와 교신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이 지역에 대기 중인 즉각 조치반을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조

치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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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투원의 전투행

동을 분류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훈련의 지침이 되는 각개전투

교범을 바탕으로 13가지 전투행동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소부대 지휘자의

상황판단 및 지휘통제에 용이하도록 다섯 가지의 상태로 분류하였다. 사

용된 센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실제 상용화되어 도입이

용이한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사용하였다. 특히 실

제 전투원의 행동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제 군 복무중인 장

병 18명과 단독군장을 그대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였다.

또한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원 22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훈련정도와 성별, 왼손잡이 여부에 따른 제안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하체운동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와

는 달리 전투상황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격, 포복과

같은 자세를 포함하였다. 또한 전투행동의 특징을 파악하여 사격 여부,

움직임 여부, 이동기술 분류 3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이를 분류함으로써

0.88%라는 낮은 오분류율로 전투행동을 분류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러

한 제안기법은 전투원의 전투행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기 내에서 자

동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착안하였기 때문에 직

접적인 무전보고에 의존하는 기존의 지휘통제체계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기기 내에서 전투행동 분류

가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 전송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여

현 통신시스템 상에서도 전투 간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Leave-one-subject-out 교차타당화를 이용하

여 좀 더 실질적이고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였음에도 높은 성능을 보였

다. 실제 군 장비적용에 있어서는 마일리지 장비에 자신의 영점을 입력

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실제 기기를 사용하는 전투원의 전투행동을 이

용하여 학습 및 검증을 진행할 경우에는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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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군대에서는 입대 후 일괄적으로 전투원의 데

이터들을 수집하고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좀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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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원의 행동을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하

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점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에 향후 연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실탄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 실제 전장에서는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탄에 의해 발생

하는 총기반동과 소음을 이용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전상황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스마트기기와 웨어러블 센서를 함께 운용하는 방법[51]과 같

이 두 곳 이상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현재 잘못 분류

되는 상황들을 충분히 더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

어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좀 더 정밀한 행동 분류가 가

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기본 전투원인 소총수의 전투행동만을 정의하고 학

습하였지만 군대에서는 다양한 직책들과 행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투원의 직책과 사용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행동의 정의가 필요하

다. 예를 들면 기계화 보병 전투원의 경우 장갑차 탑승과 하차 등의 행

동들이 추가될 수가 있으며 전차 조종수의 경우 조종이나 권총을 이용한

전투행동이 새롭게 정의되고 학습되어야 될 것이다. 이처럼 좀 더 세부

적으로 행동이나 상황을 정의하여 학습한다면 더 많은 정확한 상황이 가

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기법을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PRE와 같은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테스트를 해 본다면 현재 전력화된 장비 활용 시 발생

하는 제한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안기법은 별도의 기

기를 제작하여 전투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차후 PRE와 같은 장비를 개

선 시 센서만 추가하고 제안기법을 적용한다면 별도의 장비 제작 없이도

충분히 제시한 기법을 활용하여 소부대 지휘자들의 상황판단 및 지휘통

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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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Combat Activity

Using Smart Device Sensors

Hakeun Jin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improvement of CPU performance and the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technology make big data analytics possible in real

time.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ing of data storage

technology and getting lower prices of the various sensors, the

studies which have built sensors in smart-phones and try to

recognize users’ actions are carried out actively. However, previous

behavioral studies only concentrated on simple movements based on

the lower body and also the applications for this are limitedly applied,

for example by estimating the number of gait or the period of

sleeping. Behavior recognition is able to be applied to a variety of

practical applications but there are few studies that directly apply it

to actual industries or military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behavior recognition field to the military field and proposed a

methodology that helps small groups of commanders’ decisions by

recognizing combatant’s activities. Especially, by using on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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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ensor data, the proposed method is easier for use in the

military later.

In this study, we classify the combat activity as a hierarchical

structure. First, we classify the shooting position or not. Next, we

decide whether or not to move. And finally we classify the movement

technique.

The classification for fire is learned by the model using the

orientation sensor data and classifying it. Because we maintain a

certain range of angles of the forearm during the aiming and firing.

The movement classifier tells us whether the combatant is

stationary or not. In the case of using only the acceleration sensor as

in the previous studies, it is possible to misclassify when a

combatant moves at a constant speed. With the addition of the

orientation sensor, we can compensate the limitation caused by using

only the acceleration sensor.

The movement technique classifier uses the acceleration, orientation,

and gyroscopic sensor data to classify categories for tactical gait,

rush and crawling.

Through the self-produced application, we have collected

experimental data from 18 active soldiers including the 22 reserves

and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The error rate

of 0.88% was obtain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ology. This is an

improvement of 86.63% compared to the previous behavioral studies.

W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training, gender, and left-handedness

on performance.

keywords : Command and control, assessment of situation,

combatant context recognition, sensor-based, 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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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classification of comba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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