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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웨어러블 장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자의 일상 생활에서 일인칭 시점의 멀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
고,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장소, 장면, 행동의 사건 요소를 인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예측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센서로부터 획득한 신호 데이터의 패턴과 일상 활동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
계를 탐색한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각각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GPS 데이터로부
터 이벤트가 발생하는 장소를,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활동 배경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가속도와 자이로 센
서 데이터로부터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각각 인식하고, 이 정보들이 조합되는 규칙을 학습하여 일상 활동
을 예측한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수집한 멀티센서 데이터로부터 19개의 장소, 32개의 장
면, 7개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35개의 일상 활동을 84.91%의 정확도로 예측한 결과를 보임으
로써 센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보다 심볼릭한 사건 요소 정보의 조합 규칙을 학습한 것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실제 환경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을 자동으로 인지
하고 예측하는 기술은 스마트 비서(assistant), 홈 로봇
(home robot), 스마트 헬스케어(healthcare)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 머신 응용 분야에서 개인 서비스를 하
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최근에는 GoPro나 
Narrative Clip과 같은 웨어러블 카메라나 MS Band, 
Fitbit과 같은 스마트워치(Smart watch) 등이 출시되어 새
로운 형태의 인간 활동 데이터 습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획득되는 일인칭 시점의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객관적으로 반영하
는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실제로 최근 헬스케어나 피트니스(fitness) 분야에서 사용
자 데이터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억 증
강, 식이조절 평가, 자폐증 환자 보조, 여행 도우미, 신체
활동 인지 등에서 사용자 데이터 확보를 위해,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여 인지 모델의 
개념 메모리를 정의하도록 하는 인지 로봇 연구에서도 
웨어러블 장치가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일상 활동 패턴을 분

석하고 인지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다. 
Biagioni와 Krumm [3]은 30명의 피험자가 46일간 수집한 
GPS 센서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특징적인 이동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Sun 등 [4]은 L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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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다중 위치센서와 음
향 데이터로부터 일상 활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Eagle과 Pentland [5]는 개인의 반복적인 일과를 구성하
는 패턴을 추출하여 Eigenbehaviors라고 명시하였고, 이
들의 가중치합을 이용하여 사람의 일상을 79%의 확률로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Clarkson [6]은 자신의 실제 
일상에서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하여 100일간 수집한 센
서 데이터들의 패턴들을 탐색하고 일과를 예측하였다.
이처럼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일상을 예측하는 대

다수의 연구들은 센서로부터 획득한 신호 데이터의 패턴
과 일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일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
는 것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인간 활동은 하
나의 제목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수의 이벤트 집합이고 
서술 가능한(narrative) 일종의 이야기(story)이다. 따라서 
사람의 일상 활동을 학습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을 이용하여 웨어

러블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건 요소들을 인지하고, 일상
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GPS 데이터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하는 장소를, 이미지 데
이터로부터 활동 배경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각각 
인식하고, 이 정보들이 조합되는 규칙을 학습하여 일상 
활동을 예측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가 14일 동안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수집한 멀티센서 데이터로부터 19개의 장소, 32개의 장
면, 7개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35개의 일상 
활동을 84.91%의 정확도로 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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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집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예시

2. 연구 내용

2.1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수집

실험 참가자가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14일 동안 
일상에서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다[7]. 수집된 데이터는 
약 32만장의 이미지, 약 12만개의 GPS 좌표, 그리고 약 
93만개의 3축 가속도/자이로/지자기 센서 데이터로 구성
된다. 그림 1은 수집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의 예이다. 
이렇게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각각 19개 클래스의 장소
(빌딩 단위의 거시적 장소), 32개의 장면(시각적 정보들로 
표현되는 방 단위의 장소), 그리고 걷기, 앉기 등 7개의 
신체 움직임을 반영한다. 데이터 수집시 실험 참가자의 
활동 내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로깅 프로그램
과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API를 
연동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 참가자가 일차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리닝하여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을 자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사건 요소 인지 방법

수집된 센서 데이터로부터 그림 3과 같이 일상 활동에
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구성 요소를 인지하여 추출한다.

장소 인지: 장소 인지를 위한 좌표 데이터는 인식 가능 
범위에 따라 GPS, 적외선,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로봇의 경우 SLAM 기법을 통해 구축된 지도 
정보와 주행거리계(Odometer)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GPS 데이터를 사용하고, 음영지
역에서 누락된 좌표는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보
정한다. 보정된 좌표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지도상에 
나타낼 수 있다. 측정된 좌표로부터 장소를 인지하기 위
해 해당 위치에서 사용자가 로깅한 LBS 정보를 이용하여 
논리적 위치 레이블을 맵핑한다. 최종적으로 위도와 경
도, 그리고 19개 클래스의 위치 레이블로 구성된 장소 
데이터를 결정트리(Decision tree)로 학습하여 분류한다.

그림 2. 장면 특징 벡터 추출을 위한 CNN 구조

장면 인지: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사
람이 일상에서 활동하는 시각적 배경 정보를 가진다. 이 
정보는 그 사람이 다루는 물체,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등 다양한 맥락을 유추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사
용자의 활동 배경이 되는 방 단위의 장면(scene)을 인지
하여 활용한다. 각 이미지를 표현하는 확률적 특징 벡터
를 추출하기 위해 ImageNet DB (ILSVRC)를 학습시킨 딥 
컨볼루션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을 이용한다. 이때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
기 위해 CUDA GPGPU 병렬 처리 컴퓨팅이 가능한 
MatConvNet을 사용한다 [8]. 그림 2는 CNN의 구조를 나
타내며,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CNN의 6번째 레이어의 
4096차원 값을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하여 64차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장면 인지를 위한 특징 벡터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특징 벡터와 32개의 장면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를 SVM으로 학습하여 분류한다.

행동인지: 보행, 정지, 착석 등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하기 
위해 먼저 가속도/자이로/지자기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
터로부터 Delta coefficient (DC), Shifted DC, 그리고 
Signal magnitude area (SMA)를 계산하고, 이를 Random 
Forest로 학습하여 총 7개의 신체 행동을 분류한다.
DC는 주로 음성신호처리에서 시각적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던 방법으로 특정 구간에서의 신호를 시간에 대
하여 미분한다. 이때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식 1처럼 근
방의 몇 개의 점만 가지고 근사적으로 계산한다. 

(1)

SDC는 DC를 한 방향으로 전이시킨 값이다. 즉, 현재 프
레임을 기준으로 앞, 뒤(과거와 미래) 프레임을 샘플링한 
뒤 DC를 구해 현재 프레임의 특징벡터에 붙인다. SDC는 
현재 특징 벡터 근처의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내며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2)

SMA는 식 3과 같이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추출한 세 
종류의 가속도 값을 가지고 한 윈도우 내에서 절대값의 
합의 평균을 나타낸다. x [n]과 y [n], z [n]은 각 축의 n번째 
값을 나타내고 N은 SMA가 계산되는 윈도우 구간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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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건 인지 및 일상 활동 예측 프로세스 흐름도

2.3 일상 활동 예측 방법
위에서 구한 사건 요소들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9개의 장소(Location), 32개의 장면(Scene), 7개의 행동
(Action)을 나타내는 심볼릭 정보들로 구성된다. 일상 활
동에 대한 사건 요소들의 조합 규칙을 학습한 의사결정 
테이블(Decision table)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예측한다. 이때 현재 정보와 이전 상태에서의 정
보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즉, 하나의 규칙을 구성하는 사
건 요소들은 이전 장소, 현재 장소, 이전 장면, 현재 장
면, 이전 행동, 현재 행동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3. 실험 결과

실험을 위해 수집된 전체 데이터 중 휴일을 제외한 나
머지 10일 동안의 데이터를 8일의 학습 데이터와 2일의 
검정 데이터로 나누었다. 이때 각 날짜에 포함된 사건 
요소들의 조합이 편향되지 않도록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날짜의 데이터를 찾아 검정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먼저 각 사건 요소를 분류한 결과, 그림 4의 (a)와 같

이 장소 인식은 90.75%, 장면 인식은 73.89%, 그리고 행
동 인식은 92.25%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해 일상 활동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4의 (b)와 같다. 
세 가지 사건 요소들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84.91%
이며, 비교를 위해 GPS, 이미지,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각각 이보다 낮은 81.9%, 
81.21%, 59.05%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4. 사건 인지 및 일상 활동 예측 결과

4. 논의 및 결론

본고에서는 웨어러블 장치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의 일상 생활에서 일인칭 시점의 멀티 센서 데이터를 수
집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장소, 장면, 행동의 사건 

요소를 인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예
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센
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보다 심볼릭
(symbolic)한 사건 요소 정보의 조합 규칙을 학습한 것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본 실험에서는 한 사람의 일상 활동만을 예
측하였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한 추
가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일
상 활동 학습 패턴이 전이되어 예측 가능한지에 대한 여
부도 주요한 실험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
종 활동 예측을 위해 의사결정 테이블이 아닌 인공신경
망 기법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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