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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발디 안테나의 광대역 통신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환경을 만들어 안테나 사이에서 손동작할 때 얻게 되는 수신 신호를
라벨과 묶어 데이터 셋을 만들고, 인공신경망을 설계한 뒤 학습시켜 기존 데이터 셋과 다른 신호가 들어와도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Ⅰ. 서 론
최근 기계학습이 여러 연구분야에 접목되면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던 기술들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1]과 비발디 안테나의 광대역
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의 손동작에 따른 신호 변화를
데이터 셋으로 수집하고, 데이터 셋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 안테나와 달리 비발디
안테나는 이론상 주파수 대역 범위에 제한이 없어 매우
넓은 대역의 주파수를 가지며[2] 사물을 m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광대역 레이더 기술에도 사용되고 있다.
비발디 안테나를 이용한 사람의 동작 인식이 가능해지면,
이를 이용하여 사물 인식이나 사람의 동작 확인이
가능해지면, 화재 시 건물에 갇힌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지고, 테러 발생 시 건물 내 상황 확인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신경망이 비발디
안테나의 신호로 학습이 가능하진 확인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였다.

그림 1 실험 환경
데이터 수집. 주파수는 중심을 3GHz, 범위는 6GHz 로
잡았고, 주파수를 200 개의 구간으로 나눠 201 개의 위상,
세기를 받았다. 가위, 바위, 보에 대해 각각 600 개의
샘플을 얻었고, 인공신경망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사전 처리를 하였다. 이후 1800 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 1400 개의 학습 셋, 400 개의
테스트 셋으로 나누었다.
인공신경망 학습. python 3.7 버전에서 코딩 되었으며,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설계하였다.
인공신경망은 201 개의 위상과 세기를 묶어 총 402 개의
입력값을 받는 입력층(input layer), 50 개의 노드로
구성된 숨겨진 층(hidden layer), 3 개의 출력값을 정하는
출력층(output layer) 총 3 개의 층으로 되어있다. 사용된
신경망은 그림 2 와 같이 완전 접속망(fully connected
network)을 사용하여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Ⅱ. 본론
장비 사양.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Anritsu 의
MS46122A 라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해당
제품의 주파수 대역은 1MHz 에서 40GHz 까지다.
비발디 안테나는 RFspace 의 TSA900 을 사용하였다.
해당 안테나의 주파수 범위는 900MHz 에서 12GHz 이다.

그림 2 인공신경망 구조
학습율(learning rate)는 0.9 이고, 활성함수는
입력층에서 숨겨진 층을 갈때는 ReLu(Rectified Linear
Unit)을 사용하였으며, 숨겨진 층에서 출력층을 갈 때는
소프트맥스(softmax)를 사용하였다. 가중치 초기화에는
Xavier initialization 을 사용하였다. adam optimizer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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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 셋 1400 개의 데이터를 100 번 입력하는 동안
결과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3]

Ⅲ. 결론

그림 3 학습 및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비발디 안테나의 광대역 통신을 이용하여
변화된 신호를 통해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도록
학습시켰다. 그림 3 에서 왼쪽의 값들은 학습 셋을
입력할 때마다의 결과값과 예측값의 차이 및 정확도이며,
오른쪽의 값들은 테스트 셋을 통해 테스트한 결과값이다.
학습 셋을 26 번 입력한 후부터 학습 셋의 결과값과
에측값이 완벽히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테스트 셋에 학습된 신경망을 적용하였을 때도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학습이 잘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가위바위보의 손동작만을
인식하도록 학습시켰지만, 다양한 형태의 손동작 및 더
나아가 사람 전체의 동작을 인식하도록 학습시키기
위해선 지금의 신경망으로는 부족하다. 추후에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통해 인근
신호들을 묶어서 학습시켜 가중치의 양을 줄이고 층을
더 늘여서 여러 형태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Bishop, Christopher M.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Springer, 2006.
[2] Ehud Gazit “ Improved design of the Vivaldi antenna,”
IEE PROCEDDINGS, Vol 135, No. 2, pp. 89-92, April.
1988.
[3] Diederik P. Kingma, Jimmy Ba “Adam: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ICLR, 2015.

1015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IP:115.***.155.164 | Accessed 2021/01/20 11:44(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