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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다중 웨어러블 센서 결합 방법 및 일상 행동 패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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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다중 모달의 웨어러블 센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사용자의
일상 생활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사람이 다중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착안한 모델로서, 계층적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ate 모듈을 통
해 각 센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처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실험을 위해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일상 생활을 한 피험자로부터 5가지 종류, 96시간 분량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제 생활
환경에서 수집한 센서 데이터는 잡음이 많고 연속적이며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모두 다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시하는 모델을 이
용하여 실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분류정확도가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
음을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1. 서 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이벤트
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
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기술이다. 이 때 사용자의 몸에 부착하여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웨어러블 장치는 이러한 이벤트 감
지를 위한 데이터 추적에 용이하다. 웨어러블 장치는 몸
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1] 특히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는 안경형 등 기타 웨어러블 장치에 비해
사용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하면서 착용하기에 거부감이
덜하다. 또한 이러한 시계형 장치만으로도 여러 가지 반
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mpatica 사의
E41) 장비의 경우 사용자의 손목 움직임, 피부 전기 전도
도, 혈류량 펄스, 피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응 센서 데이터는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적
요소로 인해 부정확하고 잡음이 많은 단점이 있다. 이러
한 센서 데이터의 잡음은 다른 종류의 센서 데이터와 결
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2] 그러므로 각
센서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을 보존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4]
본 논문에서는 다중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로서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를 새롭게 제안한다. 해당 모델은 결과를 추론하
는데 필요한 각 센서 데이터의 비중을 결정하는 Gate 모
듈을 두어 상황에 따라 다른 비중을 가지고 각 센서 데
이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한다. 다음 장에서는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
실험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 데이터 및 실험 결과를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

1) Empatica, https://www.empatica.com/

기한다.
2. 모 델: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
본 논문에서는 다중 모달의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Neural network 모델을
제안한다. 해당 모델은 실제 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호 정보를 처리할 때 단순히 여러 신호 정보를 통합하
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처리하는 것
에 착안하여 설계하였다.[2] 따라서 각 단일 센서 정보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Gate 모듈을 두고 뉴럴 네트
워크의 학습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시에 학습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해당 모델은 크게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의
층은 모달 데이터 각각의 추상화된 representation을 나
타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상위의 층은 모달의 각
representation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학습한
다. 모델의 전체 구조도는 [그림 1] 과 같다.
2.1 하위 층
모델의 하위층은 각 센서 데이터의 표현력을 증가시키
기 위한 층으로 무감독 학습 방법을 통해 pretraining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임의의 5가지 센서 데이터 A, B,
C, D, E가 있다고 가정하면 각 센서 A, B, C, D, E에
대해 각각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RBM)으로
학습을 한다.[5, 6] 각각의 RBM이 모두 학습 되면 미가
공 센서 데이터인 A, B, C, D, E 로부터 추상화된 특징
벡터   ,   ,   ,   ,   를 얻을 수 있다.
2.2 상위 층:
하위 층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효율적으로 결합
하는 방법은 그들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전체가 아닌 몇
가지 센서 정보만 선택하여 결합하는 것이다. Sensory
cue integration framework는 실제 사람이 다중 센서 신
호를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신호를 결합하는 것을 모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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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 구조

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관련 없는 신호나 잡음이 많은 신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Gate 모듈을 통해 전체 다
중 센서 데이터 중 필요한 몇가지 센서 데이터만 결합한
다. 하위 층으로부터 추출된 각 센서 특징 벡터는 각
Gate에 연결되어 만약 해당 센서 특징 벡터가 결합되기
로 결정되었다면 Gate unit은 1에 가까운 값을 지니게
된다. 그 후 선택된 센서 특징 벡터는 선형 결합되어 각
weight에 따라 가중합된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Gate에 관련된 파라미터로서 Gate의 활
성을 결정하는 weight ( )과 그에 해당하는 bias ( )이
다. 두 번째는 선택된 센서를 결합하는 weight (  )과
그에 해당하는 bias ( )이다. 이러한 구조도는 [그림 1]
에 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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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목적함수 ln  는 식 (3)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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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법칙을 이용하여 각 파라미터   ,  ,  ,  에
대한 미분값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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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각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
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2.3 학 습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각 센서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
는 Gate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합되는데, 이 때 Gate의
값은 모든 센서의 특징 벡터  (  ,   ,   ,   ,   )에
의해 결정된다. 각 Gate의 값이 결정되면 소수의 센서
특징 벡터   이 선택되고 그에 상응하는 weight   에
의해 결합된다.
학습은 실제 label 값과 추론된 결과값 간의
cross-entropy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모델
에 의해 추론된 결과값을 라 하고 실제 label 값(target
value)를 라 하면 k번째 결과 노드의 n번째 데이터에서
의 값은   이고 이는 식 (1)으로 정의된다. 이 식에서
  은 센서 m의 특징 벡터에 대한 Gate이고   은 센서
m에서  로 연결된 weight vector이고  은 그 때의
bia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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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3.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가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 E4를
착용하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수집한 반응 센서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사용자의 활동(activity) 내역을 기록, 클래스 레이블로
활용하였다. 반응형 데이터는 총 5개로 각 가속도계 센
서 x, y, z 밑 혈류량 펄스. 피부 전기 전도도가 사용되
었다. 그리하여 총 6개의 label (Watching TV, Studying,
Eating, Walking, Subway, Sleeping)에 대해서 703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
3.2 데이터 전처리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5초 크기
의 이동윈도우를 적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다. 각
센서 데이터 별 전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다.
•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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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행동 상태를 감지하는데 주요한 데이터이다.[7]
이러한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는 주파수 도메인의 특징
벡터가 좋은 표현력을 가지므로,[8] 본 논문에서는 윈도
우 크기만큼씩 fourier transform을 할 수 있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특징 벡터는 129차원의 STFT의 정규화된 주파수
별 계수 벡터이다.
• 혈류량 펄스 센서: 혈류량 펄스의 변화는 사람의 인
지적 활동을 잘 반영한다.[9] 또한 심박동수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심박 변동 신호 측정에도 용이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윈도우 내 평균, 최
대값, 최솟값,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또한 펄스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가속도계와 마찬가지로 STFT를 사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였다.
• 피부 전기 전도도 센서: 피부 전기 전도도의 주요 정
보는 감정적 영향으로 인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10]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피부 전기
전도도 값을 정규화 한 후 일차 미분값을 계산, 양의 값
을 가지는 데이터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이동 윈도우 내
에 양의 값의 개수 및 평균 표준편차, 중간값을 특징 벡
터로 사용하였다.
4. 실험결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관찰
하기 위해 단층의 Hidden layer를 가지고 있는 MLP와 성
능 비교를 하였다. 제안하는 모델과 MLP는 같은 Neural
Network 이면서 같은 layer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성능을 실험하기에 적절하다. 각 분류 정확도는 [표 2]와
같다.
먼저, 해당 데이터의 경우 제한된 환경에서 수집한 데
이터가 아닌 일상 생활 내에서 제약조건 없이 수집한 데
이터이므로 기존 벤치마크 데이터나 제약 환경 내에서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비해 훨씬 자유도가 높고
잡음이 많다. 따라서 절대 성능이 비교적 낮은 것은 자
[표 1] 수집된 센서 데이터 명세 및 전처리 방식

Equipment
Watch-type Wearable Device (E4)

Data
format

type

feature

Electrodermal
activity

the number of positive
first derivative, mean,
standard deviation, median
of normalized EDA

3-axis
Accelero
meter

magnitude of normalized
coefficient of STFT

Blood
volume
pulse

{mean, max, min, std} of
amplitude, magnitude of
normalized coefficient of
STFT

[표 2] 실험 결과

Multi-Layer Perceptron
정확도
(%)

37.2 %

Neural Network
44.5 %

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모델은 특정 시
간의 데이터에 대해 선택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센서 데
이터를 결합하므로 비교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
내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다중 신호 처리 방식에서 착안
하여 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다중 센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Gated multi-modal
neural newtork를 제안하였다. 해당 모델은 Gate 모듈을
통해 각 센서 데이터의 특징 벡터를 선택적으로 결합하
고 해당 Gate 모듈은 Back propagation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평가를 위해 실생활에서 수집
한 웨어러블 센서로 MLP와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당 모델은 현재 단층 RBM을 통해 pretraining을 실
시하였는데 이는 Deep neural network로서의 구조적 변
화를 가능케한다. 즉 단층 RBM이 아닌 Deep boltzmann
machine 혹은 Deep belief network를 이용하여 더 추상
화된 특징 벡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러한 방식은 [3]에서도 잘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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