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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사건인지 기반 일상 활동 측

(Event Cognition-based Daily Activity Prediction 

Using Wearable Sensors)

이 충 연
†
     곽 동

††
     이 범 진

†
     장 병 탁

†††

       (Chung-Yeon Lee)   (Dong Hyun Kwak)      (Beom-Jin Lee)    (Byoung-Tak Zhang)

요 약 실제 환경에서 사람의 일상 인 활동을 학습하는 기술은 스마트 비서나 자율지능 로 과 같은 

인지 지능 시스템 개발을 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일상을 측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센서 데이터의 

패턴과 일상 활동 사이의 직 인 상 계를 탐색하는 것에 집 하 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인간 활동은 

하나의 이블로 표 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건 집합이고 한 서술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는 일상을 구성하는 사건 요소들을 우선 인식하고, 이후 일상 활동을 학습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개인의 일상에서 웨어러블 장치와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일인칭 시 의 멀티 센서 데

이터로부터 치 좌표, 장면 상, 그리고 신체  움직임에 기인한 사건 요소들을 각각 인식한 뒤, 이 정

보들이 특정 활동 내역에 따라 조합되는 규칙을 학습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측한다. 두 

명의 실험 참가자가 각각 2주간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센서 데이

터로부터 추출된 특징을 일차 으로 사용하여 분류하는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향상된 성능을 보 다.

키워드: 웨어러블센서, 일상활동 측, 사건인지, 이종데이터학습, 사건행동맵핑테이블

Abstract Learning from human behaviors in the real world is essential for human-aware intelli-

gent systems such as smart assistants and autonomous robots. Most of research focuses on corre-

lations between sensory patterns and a label for each activity. However, human activity is a combi-

nation of several event contexts and is a narrative story in and of itself. We propose a novel approach 

of human activity prediction based on event cognition. Egocentric multi-sensor data are collected from 

an individual’s daily life by using a wearable device and smartphone. Event contexts about location, 

scene and activities are then recognized, and finally the users’’ daily activities are predicted from a 

decision rule based on the event contexts.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evaluated on a wearable 

sensor data collected from the real world over 2 weeks by 2 peopl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improved recognition accuracies when using the proposed method comparing to results directly using 

sensory features.

Keywords: wearable sensors, daily activity prediction, event cognition, heterogeneous data learning, 

event-activity mapp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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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제 환경에서 사람의 일상 인 활동을 자동으로 인지

하고 측하는 기술은 스마트 비서(smart assistant), 홈 

로 (home robot), 스마트 헬스 어(smart healthcare) 

등 최근 각 받고 있는 스마트 머신 응용 분야에서 개인 

서비스를 하기 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최근에는 

GoPro나 Narrative Clip과 같은 웨어러블 카메라나 MS 

Band, Fitbit과 같은 스마트워치(smart watch) 등이 출시

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인간 활동 데이터 습득이 가능

해지면서 이러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획득되는 일인칭 시 의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객 으로 반 하는 명

시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 실제로 

헬스 어나 피트니스(fitness) 분야에서는 자발 인 사용

자 데이터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억 증

강[2], 식이조  평가[3], 자폐증 환자 보조[4], 여행 도우

미[5], 신체활동 인지[6] 등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가 수

집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사람의 행동을 로

이 스스로 찰하여 인지 모델의 개념 메모리를 정의

해가도록 하는 인지 로 (cognitive robotics) 연구에서

도 웨어러블 장치가 핵심 으로 사용되고 있다[7].

본고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들을 이용하여 웨어

러블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구성하

는 사건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상을 측

하는 방법에 해 기술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두 명의 

실험 참가자가 각각 14일 동안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수집한 멀티센서 데이터로부터 10-19개의 

장소, 24-32개의 장면, 6-7개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사용

자가 하는 이벤트를 인지하고, 최종 으로 35-65개의 

일상 활동을 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일상 활동 패턴을 분석

하고 인지하는 방법은 이 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

야이다. Biagioni와 Krumm[8]은 30명의 피험자가 46일

간 수집한 GPS 센서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특징 인 이

동 패턴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고, Sun 등[9]은 

잠재 디리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다  치센서와 음향 데이터로부터 일상 활동

을 측할 수 있음을 보 다. Eagle과 Pentland[10]는 개

인의 반복 인 일과를 구성하는 패턴을 추출하여 고유행

동(eigenbehaviors)이라고 명시하 고, 이들의 가 치합

을 이용하여 사람의 일상을 79%의 확률로 측한 결과를 

제시하 다. Clarkson[11]은 자신의 실제 일상에서 웨어

러블 장치를 이용하여 100일간 수집한 센서 데이터들의 

패턴들을 탐색하고 일과를 측하 다.

이처럼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하여 일상을 측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센서로부터 획득한 신호 데이터의 패턴

과 일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일과 사이의 상 계를 찾

는 것에 집 하 다. 하지만 일상에서의 인간 활동은 하

나의 이블로 표 하기 어려운 다수의 이벤트 집합이고 

한 서술 가능한(narrative) 일종의 이야기(story)이다. 

따라서 사람의 일상 활동을 학습하고 측하기 해서는 

각각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  악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건 요소들을 우선 인식하고, 이

후 일상 활동을 학습  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방법은 GPS 데이터로부터 특정 이벤트가 발생

하는 장소를, 상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활동 배경이 

되는 장면을, 그리고 가속도와 각속도(gyro) 센서 데이

터로부터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각각 인식하고, 이 정보

들이 특정 활동 내역에 따라 조합되는 규칙으로 구성된 

사건-행동 맵핑 테이블(Event-activity mapping table, 

EAMT)을 학습하여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측한다.

3. 연구 내용  방법

3.1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수집

두 명의 실험 참가자가 각각 안경형 웨어러블 장치인 

Google Glass를 착용하고 14일 동안 일상에서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12]. 수집된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총 54만장의 이미지, 46만개의 GPS 좌표, 그리고 약 

1400만개의 3축 가속도/자이로/지자기 센서 데이터로 구

성된다. 그림 1은 수집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의 이다.

센서 데이터 수집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실험 

참가자는 스마트폰 로깅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 활동 내역을 임의로 기록하며, 이때 치기반서비

스(location-based service) API를 통해 제시되는 참가

자의  치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 게 기록된 데이

터는 실시간으로 서버에 송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장

되며, 이후 세 명의 다른 교정자를 통해 일반화되었다. 

최종 으로 10-19개 클래스의 장소(빌딩 단 의 거시  

장소), 24-32개의 장면(시각  정보들로 표 되는 방 단

의 장소), 그리고 걷기, 앉기 등 6-7개의 신체 움직임

과 35-65개의 일상 활동 내역이 각각 1  단 로 센서

데이터에 할당되었다.

표 1 수집 데이터 개수

Table 1 The number of instances

SUBJECT IMAGE GPS IMU *VIDEO

Subject 1 205,819 237,703 4,922,019 95.11 hours

Subject 2 334,238 224,011 9,253,525 59.12 hours

Total 540,057 461,714 14,175,544 154.23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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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건 인지  일상 활동 측 시스템 개요

Fig. 2 Overview of the proposed system for event cognition and daily activity prediction

그림 1 수집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 시

Fig. 1 Examples of wearable sensor data

3.2 사건 요소 인지 방법

수집된 센서 데이터로부터 그림 2와 같이 일상 활동

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구성 요소를 인지하여 추출한다.

3.2.1 장소 인지

장소 인지를 한 좌표 데이터는 인식 가능 범 에 

따라 GPS, 외선, 음  센서 등을 통해 구할 수 있

으며, 로 의 경우 SLAM 기법을 통해 구축된 지도 정

보와 주행거리계(odometer)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 으로 GPS 데이터를 사용하고, 음 지

역에서 락된 좌표는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통해 보

정한다. 보정된 좌표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지도상에 

나타낼 수 있다. 측정된 좌표로부터 장소를 인지하기 

해 해당 치에서 사용자가 로깅한 LBS 정보를 이용하

여 논리  치 이블을 맵핑한다. 최종 으로 도와 

경도, 그리고 19개 클래스의 치 이블로 구성된 장소 

데이터를 결정트리(decision tree)로 학습하여 분류한다.

3.2.2 장면 인지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사람이 일상

에서 활동하는 시각  배경 정보를 가진다. 이 정보는 그 

사람이 다루는 물체,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등 다양한 

맥락을 유추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사용자의 활

동 배경이 되는 방 단 의 장면(scene)을 인지하여 활용

한다. 각 이미지를 표 하는 확률  특징 벡터를 추출하

기 해 ImageNet DB(ILSVRC)를 학습시킨 딥 컨볼루

션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을 이용한다 [13]. 이때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

기 해 CUDA GPGPU 병렬 처리 컴퓨 이 가능한 

MatConvNet을 사용한다[14]. 그림 3은 CNN의 구조를 

나타내며, 본고에서는 최종 으로 CNN의 6번째 이어

의 4096차원 값을 주성분분석(PCA)을 이용하여 64차원

으로 축소하고, 이를 장면 인지를 한 특징 벡터로 사용

한다. 최종 으로 추출된 특징 벡터와 32개의 장면 이

블로 구성된 데이터를 SVM으로 학습하여 분류한다.

3.2.3 행동 인지

보행, 정지, 착석 등 사람의 움직임을 인지하기 해 

먼  가속도/자이로/지자기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로

부터 Delta coefficient(DC), Shifted DC, 그리고 Signal 

magnitude area(SMA)를 계산하고, 이를 Random Forest

로 학습하여 총 7개의 신체 행동을 분류한다.

DC는 주로 음성신호처리에서 시각  정보를 표 하

기 해 쓰이던 방법으로 특정 구간에서의 신호를 시간에 

하여 미분한다. 이때 계산의 효율성을 해 식 (1)처

럼 근방의 몇 개의 만 가지고 근사 으로 계산한다.

              
  

  
  

 (1)

SDC는 DC를 한 방향으로 이시킨 값이다. 즉, 재 

임을 기 으로 앞, 뒤(과거와 미래) 임을 샘

링한 뒤 DC를 구해 재 임의 특징벡터에 붙인다. 

SDC는 재 특징 벡터 근처의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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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면 특징 벡터 추출을 한 CNN 구조

Fig. 3 CNN structure for the scene feature vector extraction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 으로 나타내며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2)

SMA는 식 (3)과 같이 3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추출한 

세 종류의 가속도 값을 가지고 한 도우 내에서 

값의 합의 평균을 나타낸다. x[n]과 y[n], z[n]은 각 축

의 n번째 값을 나타내고 N은 SMA가 계산되는 도우 

구간이다.

      SMA 


×  

  



    (3)

3.3 일상 활동 측 방법

에서 구한 사건 요소들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장소(location), 장면(scene), 행동(action)을 나타

내는 심볼릭 정보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일상 활동에 

한 사건 요소들의 조합 규칙을 학습한 의사결정 테이블

인 EAMT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측한다. 이때 재 정보와 이  상태에서의 정보를 결합

하여 사용한다. 즉, 하나의 규칙을 구성하는 사건 요소

들은 이  장소, 재 장소, 이  장면, 재 장면, 이  

행동, 재 행동의 결합으로 표 된다.

4. 실험 결과

실험을 해 수집된 체 데이터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 동안의 데이터를 8일의 학습 데이터와 2일

의 검정 데이터로 나 었다. 이때 각 날짜에 포함된 사

건 요소들의 조합이 편향되지 않도록 유사한 분포를 가

지는 날짜의 데이터를 찾아 검정 데이터로 사용하 다.

먼  각 사건 요소를 분류한 결과, 그림 4의 윗 열과 같

이 장소 인식은 실험 참가자에 따라 90.75%와 92.72%, 

장면 인식은 73.89%와 89.12%, 그리고 행동 인식은 

92.25%와 85.48%의 정확도를 보 다. 그리고 EAMT를

그림 4 사건 인지  일상 활동 측 정확도

Fig. 4 Accuracies of events and activity recognition

이용해 일상 활동을 분류한 결과는 그림 4의 아래 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사건 요소들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는 각각 84.91%와 69.44%이며, 비교를 해 GPS, 

이미지,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직  이용하여 일상 활동

을 측한 결과 EAMT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 다.

5. 논의  결론

본고에서는 웨어러블 장치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의 일상 생활에서 일인칭 시 의 멀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장소, 장면, 행동의 사

건 요소를 인지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측하는 임워크를 제시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센서 데이터를 직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보다 심볼릭

(symbolic)한 사건 요소 정보의 조합 규칙을 학습한 것

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본 실험에서는 두 사람의 일상 활동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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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 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한 서로 다른 사람의 유사한 일상 

활동 학습 패턴이 이되어 측 가능한지에 한 여부

도 주요한 실험 이슈가 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최종 

활동 측을 해 의사결정 테이블이 아닌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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