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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의 인지상태를 행동데이터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데이터는 안경형 시선 추적기와 손목형 EDA 측정 장
비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으로, 사람의 시선, 음성, 대화, EDA, 체온 및 손목 움직임을 측정한 값이다. 이
러한 행동데이터는 nonhomogeneous하며 temporal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층적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층에서
는 사람의 sensory cue integration 처리 과정을 반영한 manifold algorithm으로 행동데이터로부터
feature vector를 추출하고, 위층에서는 시간에 따른 feature vector의 변화를 기반으로 인지 상태를 예측
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인지 상태 예측 정확도와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1900년대 초반부터 사람의 행동데이터로부터 사람의
인지상태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뇌 신호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대신 실험이
간단하고 분석이 비교적 간단한 행동 신호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그것인데 [1,2],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행동 신호 수집 과정에 제약조건이 많고
간단한 인지 문제만을 다룰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eye tracker로 사람의 시선 정보(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의 집중도를 분석기 위해서는,
실험시에 피험자가 정해진 자세로 움직이지 않아야만
했다. 또 주어지는 자극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task이어야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행동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피험자의 인지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정밀한 장치만으로 간단한 실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사용자 몸에 부착하여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
인지과학 연구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장치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고, 몸에 착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행동에 제약이 없어 다양한 인지과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지만 각각의 수집 장치로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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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과 사람의 인지 상태 사이의 연결 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차원, 측정 주기,
측정값의 정확도 등)이 서로 다른 이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Behavioral Dataset in Restaurant
본 연구는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의 인지 상태를 예
측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장치로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다. 실험을 위하여 실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였
는데, 피험자가 두 가지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여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1)
사용한 웨어러블 장치는 안경형 시선 추적기(eyetracker)와 손목형 EDA이다.
안경형 시선 추적기에는 전방 카메라와 적외선 램프,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 장치로 수집되는 데이터
는 피험자가 정면으로 보는 곳들을 찍은 비디오 영상과
피험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추정한 시선 좌표, 시선
추적기에 내장된 스피커로 수집한 음성 신호이다. 본 실
험에서 사용한 시선 추적기는 Tobii 사의 Glass Smart
IR이고, 영상 데이터는 30Hz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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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형 EDA는 전극과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손목의 온도, 피부 전도도 및 손목의 움직임을 기록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장치는 Affective사의 Q-Sensor이
고 모든 데이터가 32Hz로 기록된다. 각각의 장치와 기

그림 3. 제안하는 모델의 개요도.

3. 모 델
제안하는 모델은 feature vector를 추출하는 모듈과
feature vector를 사용하여 인지 상태를 예측하는 모듈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모듈이 계층구조를 이루
고 있다 [그림 3].
Feature vector를 뽑는 모듈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행동 데이터를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feature
vector를 추출한다.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visual(시선
추적기로 기록한 영상), auditorial(시선 추적기로 수집한
음성) 그리고 Q-sensor signal로 구분하고 시각 t로부터
3
2
1
, 𝑂𝑡:𝑡+∆𝑡
, 𝑂𝑡:𝑡+∆𝑡
t + ∆t까지의 signal을 𝑂𝑡:𝑡+∆𝑡
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manifol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하나의 feature
vector →를 추출한다. 이 때, 세 가지 종류의 행동 데이

그림 1. 실제 식사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 피험자가 안경형
시선 추적기와 손목형 EDA를 착용한다. 식사를 하는 동안의 행동 데이
터를 이 두 가지 웨어러블 장치로 기록한다.

록되는 데이터, 실제 데이터 예시에 대한 설명을 그림 2
에 정리하였다.

ℎ

터를 동등하게 결합하지 않고, 같은 인지 상태를 내포
하고 있는 데이터들만 골라내어 결합한다. 이는 사람이
여러 sensory cue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선택적으로 정
보를 선택하고, 연관 있는 sensory cue들만 결합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4] 한편, 두 가지 이상
의 행동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manifold
algorithm을 이용한 dimension reduction 방법을 사용하
는데,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같은 space에
embedding 시킴으로서 하나의 vector로 결합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 [그림 4]
세 가지 종류의 행동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
은 5가지가 있다. 1)C1: 세 가지 행동 데이터가 모두 같
은 인지 상태를 내포하고 있어서 세 가지를 함께 결합
하는 경우 2)C2, C3, C4: 두 가지만 결합하고 다른 한
가지는 따로 처리하는 경우 3)C5: 세 가지 데이터를 결
합하지 않고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의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h1 , ℎ2 , ℎ3 ) = 𝑃(𝐶1 )𝑃(ℎ1 , ℎ2 , ℎ3 |𝐶1 )
+ 𝑃(𝐶2 )𝑃(ℎ1 , ℎ2 , ℎ3 |𝐶2 )
+ 𝑃(𝐶3 )𝑃(ℎ1 , ℎ2 , ℎ3 |𝐶3 )
+ 𝑃(𝐶4 )𝑃(ℎ1 , ℎ2 , ℎ3 |𝐶4 )
+ 𝑃(𝐶5 )𝑃(ℎ1 , ℎ2 , ℎ3 |𝐶5 )

그림 2. 두 가지 웨어러블 장치와 그 장치로 기록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예시.

그리고 각각의 항에 대한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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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다. [4]

로 이벤트를 예측하였다.
간단한 실험 결과로서 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예
측한 정확도와 모든 센서 정보를 vectorize 하여 만든
feature vector를 이용하여 classification (naïve Bayes
사용) 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표 2]
절대적인 정확도 수치는 낮지만, noise가 굉장히 심한
실제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Naïve Bayes 알고리즘과 비교해 볼 때에
도 1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자 인지 상태 (이벤트)

그림 4. 여러 센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feature vector를 추출하
는 모듈의 개요도.

P(h1 , h2 , h3 |𝐶1 ) = ∫ 𝑃(ℎ1 , ℎ2 , ℎ3 |𝑠)𝑝(𝑠)𝑑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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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𝑃(ℎ1 |𝑠)𝑃(ℎ2 |𝑠)𝑃(ℎ3 |𝑠)𝑃(𝑠)𝑑𝑠

Naïve Bayes
45.6%

P(h1 , ℎ2 , ℎ3 |𝐶2 ) = ∫ 𝑃(ℎ! , ℎ2 , ℎ3 |𝑠1 , 𝑠2 )𝑑𝑠1 𝑑𝑠2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 ∫ 𝑃(ℎ1 , ℎ2 |𝑠1 )𝑑𝑠! × ∫ 𝑃(ℎ3 |𝑠2 )𝑑𝑠2
P(h1 , ℎ2 , ℎ3 |𝐶5 ) = ∫ 𝑃(ℎ1 , ℎ2 , ℎ3 |𝑠! , 𝑠2 , 𝑠3 )𝑑𝑠1 𝑑𝑠2 , 𝑑𝑠3

본 연구는 homogeneous 하고 temporal 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초기 분석
결과를 보였다. 초기 분석 결과에 더하여, 모델 자체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과 noise를 효과적으
로 제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manifold algorithm을 적용
해 보는 것을 향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특히, 본 모델
은 사람의 sensory cue integration 과정을 모사한 것으
로서, 클래스와 데이터에 따라 사용하는 정보와 그 가중
치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특징은 제안하는 모
델의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 𝑃(ℎ1 |𝑠1 )𝑑𝑠1 × ∫ 𝑃(ℎ2 |𝑠2 )𝑑𝑠2
× ∫ 𝑃(ℎ3 |𝑠3 )𝑑𝑠3
이 때 s가 주어졌을 때 h의 분포를 모두 multivariate
Gaussian으로 모델링하면, P(h1 , ℎ2 , ℎ3 |𝐶𝑖 ) 에 대한 확률
분포 또한 multivariate Gaussian이 된다. 또한
P(h1 , ℎ2 , ℎ3 |𝐶𝑖 ) 분포의 평균과 covariance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closed-form solution을 구할 수 있다.[4] (지
면 제한으로 인해 C1의 경우에 대해서만 전개한다.)
1
1
μP(h1 ,ℎ2,ℎ3 |𝐶1 ) =
𝜇
𝜇
+
Σ𝑃(ℎ1|𝑠) 𝑃(ℎ1 |𝑠)
Σ𝑃(ℎ2|𝑠) 𝑃(ℎ2 |𝑠)
1
1
𝜇𝑃(ℎ3 |𝑠) +
𝜇
+
Σ𝑃(𝑠) 𝑃(𝑠)
Σ𝑃(ℎ3 |𝑠)
1
1
1
1
1
=
+
+
+
ΣP(h1,ℎ2 ,ℎ3|𝐶1)
ΣP(h1|𝐶1 ) ΣP(ℎ2|𝐶1) ΣP(ℎ3|𝐶1) Σ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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