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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용화되면서 사용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특화된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워치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하여 사용자의 음주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Elliptic Filter를 이용하여 전처리

된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동시에 측정된 체온과 
심장박동수의 특징벡터를 더하여 보통, 음주중, 취중, 수면중의 4가지 상태를 분류한다. 스마트워치 센서

로 수집한 약 7시간 분량의 멀티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98.38%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1. 서   론 1 
  차세대 스마트 기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가 향후 스마트폰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학계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1세대 제품으로 불리며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스마트워치(Smartwatch)는 이미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면서 피트니스,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군사 및 
산업 기능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직까지 단순히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할 
뿐, 사용자에게 그 자체로 특화된 기능과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포지셔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획득 가능한 
센서 데이터들로부터 사용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추출해내지 못하였고, 이를 활용한 킬러앱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기기들의 응용 서비스는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심장박동 수, 체온 등 센서로부터 1차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는 수준에 그친다. 만약 이러한 
1차 정보들을 가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2차 
정보들을 추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면 
스마트워치, 그리고 나아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의 장신구에서 벗어나 스마트머신으로서의 
혁신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R0126-15-1072-SW스타랩, 

10044009-HRI.MESSI)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아직 상용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용적인 2차 정보 추출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Wile et al. [1]은 가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에 걸렸을 때의 손 떨림과 일반적인 
손 떨림을 구분하여 파킨슨병의 여부를 유추하였고, 
Morganti et al. [2]은 손목의 힘줄에 가해지는 힘을 
스마트워치로 측정하여 손동작을 인식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스마트워치의 센서로부터 추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음주 상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음주 상태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인디애나주 
경찰청은 음주 이후 사람의 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 필체만으로 음주여부를 유추한 결과를 
발표하였다[3]. 음주 상태 여부를 스마트워치의 센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면 건강 관리나 범죄 예방 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 후 실수로 인한 온라인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의 사생활 노출 피해 등 
최근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Elliptic Filter를 이용하여 
전처리된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동시에 측정된 체온과 
심장박동수의 특징벡터를 더하여 보통, 음주중, 취중, 
수면중의 4가지 상태를 여러 가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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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데이터의  구성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중 가장 많은 수의 센서를 장착

한 것으로 알려진 Microsoft사의 MS-Band 1 에는 심박수, 
가속도, GPS등을 포함한 11개의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어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험 
참가자가 총 330분 동안 MS-Band를 착용하고 일상 생
활, 음주, 숙면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각 센서의 Sampling rate에 
따라 154,708개의 가속도(8 Hz), 19,212개의 심박수(1 Hz), 
635개의 체온(1/30 Hz)이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실험 참
가자가 기록한 상태 정보는 클래스 레이블로 활용되는

데, 총 4개의 클래스 레이블은 보통(Normal), 음주중

(Drinking), 취중(Drunken), 수면중(Sleeping)으로 구성된다. 
 
2.2 데이터  전처리  과정  
  가속도에 대한 데이터는 Segmentation을 필요로 하여 
실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한 Segment가 16개의 데이터

를 포함하게 분류하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Segment
들끼리 50%로 오버랩하게 만들었다. 가속도의 데이터와 
Segmentation한 결과가 표 1에 기록되어 있다. 심박수와 
체온은 Sampling rate이 충분치가 않아 Segmentation을 하

고 섬세한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는 것

이 효율적이지 않아 Raw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 
 
2.3 특징  백터  추출  및  분류  
  그림 3은 특징 벡터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가속도의 
특징 벡터 추출은 Allen et al. [4]의 논문을 참고 하였다. 
측정된 가속도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신체의 움직임

에 의한 가속도로 이루어져 있어 이 가속도를 Elliptic 
low-pass filter (8th order)를 이용하여 중력에 의한 가속도

를 추출해 내고 원래의 가속도에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

를 빼서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가 추출된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세 축의 좌표가 3개의 특징 벡터가 되고 마찬

가지로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의 세 축의 좌표가 

                                            
1
 http://www.microsoft.com/microsoft-band/ 

3개의 다른 특징 벡터가 된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신

체의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특

징 벡터를 구한다. 중력 가속도를 활용하여 한 Segment
에 대한 Delta Coefficients (DC)를 수식 (1)을 사용하여 계

산한다. 
 

 
(1) 

 
계산한 DC값들의 평균값이 새로운 3개의 특징 벡터가 
된다. 다음으로 신체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로 Shifted 
Delta Coefficients (SDC)를 수식 (2)를 사용하여 구하고 
Signal Magnitude Area (SMA)를 수식 (3)을 사용하여 구한

다.  

 
(2) 

 
 

(3) 

SDC값도 DC값과 마찬가지로 한 Segment에 있는 16개의 
좌표들에 대해 각각 15개의 SDC값들 나오기 때문에 그 
값들의 평균값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였다. SMA는 수식

(3)에서와 같이 한 Segment에 대해 하나의 SMA값이 나

오기 때문에 수식에서 나오는 값 그대로를 특징 벡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1 . 데이터의 구성 

표  1 . 가속도 데이터의 구성 

 
 

 
그림  2 . 가속도 데이터의 Segmenta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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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와 체온의 데이터는 Raw 데이터를 그대로 특징 
벡터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특징 벡터의 구성 요소는 가

속도에 의한 25개, 심박수 데이터, 체온 데이터, 클래스 
레이블을 합한 28개가 된다. 330분 동안 얻은 데이터를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한 특징 벡터를 분류하면 그림 4
과 같다. 분류 방법으로는 Support Vector Machine (SVM), 
Multi-Layered Perceptron (MLP), Random Forest (RF), 그리

고 K-Nearest Neighbors (KNN)가 실험에 사용되었고 10-
fold 교차검증으로 분류하였다. 
 
3. 실험  결과  
  가속도(Acceleration)에 의해 추출된 특징 벡터들로만 
분류를 하였을 때 RF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86.93%의 정확도를 보였다. 심박수(Heart rate) 데이터만

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RF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75.55%의 정확도를 보였다. 체온(Temperature) 데이터만

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RF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70.08%의 정확도를 보였다. 세 종류의 특징 벡터를 일렬

로 연결하여 분류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RF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98.38%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5
는 제안한 방법으로 분류했을 때의 Confusion matrix이다. 
수치가 말해 주듯이 제안한 방법으로 분류한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신뢰할 수있는 예측 방법이라 
판단된다.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스마트워치의 다중 센서들로 부터 얻은 가

속도 데이터를 Elliptic Filter, DC, SDC, SMA를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여기에 심박수와 체온 데이터를 
합하여 특징 벡터를 완성하였다. 이 특징 벡터를 분류한 
결과 사용자의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정확도가 98.38%
라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인다. 
  제안한 방법은 음주를 하기 전과 후를 포함한 330분

이라는 시간동안 한정된 행동인 일상생활, 음주, 숙면만

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신체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폭 넓은 실험

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안하여 제한된 환경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방

법에 대한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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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특징벡터 추출 과정 

 
그림  4. 특징벡터 분류 결과(

*
최대값) 

 

 
그림  5 . 사용자 활동내역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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