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383-6318(Print) / ISSN 2383-6326(Online)

KIISE Transactions on Computing Practices, Vol. 23, No. 2, pp. 104-109, 2017. 2

https://doi.org/10.5626/KTCP.2017.23.2.104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No. NRF-2015R1A5A7037676), 2016년도 정부(미

래창조과학부, 국방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R0126-16-1072- 

SW스타랩),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10044009-HRI.MESSI, 10060086-RISF), 

국방과학연구소(UD130070ID-BMRR)의 지원을 받았음

․이 논문은 제42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

을 이용한 다  웨어러블 센서 결합 방법  일상 행동 패턴 분석’의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논문 수 : 2016년 4월 25일

(Received 25 April 2016)

논문수정 : 2016년 11월 15일

(Revised 15 November 2016)

심사완료 : 2016년 11월 16일

(Accepted 16 November 2016)

CopyrightⒸ2017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물

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23권 제2호(2017. 2)

†

††

†††

학생회원

비 회 원

종신회원

:

:

: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과

kwon@bi.snu.ac.kr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과

eskim@bi.snu.ac.kr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Seoul National Univ.)

btzhang@bi.snu.ac.kr

(Corresponding author임)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다  웨어러블 센서 결합 방법  

일상 행동 패턴 분석
(Multi-Modal Wearable Sensor Integration for Daily Activity 

Pattern Analysis with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

온 경 운
†
     김 은 솔

††
     장 병 탁

†††

                   (Kyoung-Woon On)     (Eun-Sol Kim)      (Byoung-Tak Zhang)

요 약 본고에서는 다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일상 생활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학습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다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하

여 사람이 다  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용한 새로운 신경망 모델이다. 제안하는 Gated multi-modal 

neural netoworks는 계층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Gate 모듈을 통해 각 센서 데이터를 선택 으로 

결합하여 처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실험을 해 다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일상 생활  한 가지인 스

토랑에서의 행동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실험 결과로서, 제시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 을 때 분류 정확도가 비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모델의 

간 계층에서의 노드의 활성화 패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일상생활 패턴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식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키워드: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 Multi-modal learning, Wearable sensor, 자동 행동 스키마 생성

Abstract We propose a new machine learning algorithm which analyzes daily activity patterns of 

users from multi-modal wearable sensor data. The proposed model learns and extracts activity patterns 

using input from wearable devices in real-time. Inspired by cue integration of human's property, we 

constructed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 which integrate wearable sensor input data selectively 

by using gate modules. For the experiments, sensory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multiple wearable 

devices in restaurant situations. As an experimental result, we first show that the proposed model 

performs well in terms of prediction accuracy. Then, the possibility to construct a knowledge schema 

automatically by analyzing the activation patterns in the middle layer of our proposed model is explained.

Keywords: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 multi-modal learning, wearable sensor, automatic 

schema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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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이벤

트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 패턴을 악

하고 그에 따른 한 서비스를 하기 해 매우 필요

한 기술이다. 이 때 사용자의 몸에 부착하여 행동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웨어러블 장치는 이러한 이

벤트 감지를 한 데이터 추 에 용이하다. 웨어러블 장

치는 몸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방해하

지 않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1]. 

표 으로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는 가속도계 센서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활동(activity)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2]. 뿐만아니라 피부와 을 통하여 가속도 외에 

여러 가지 반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Empatica 

사의 E41) 장비의 경우 사용자의 손목 움직임 외에 피부 

기 도도, 류량 펄스, 피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른 표 인 웨어러블 장치로는 안경형 웨어러블 

장치를 들 수 있다. 안경형 시선 추 기(eye-tracker)의 

경우 추출되는 시선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주의, 흥미

에 한 분석을 할 수 있다[3].

한 사용자 1인칭 시 의 비디오 정보와 오디오 정

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 활동에 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는 사람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나아가 사람을 닮은 인공지

능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는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요소로 인해 부정확하고 잡음이 많은 단 이 있

다. 이러한 센서 데이터의 잡음은 다른 종류의 센서 데이

터와 결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4]. 그러

므로 각 센서 데이터의 고유한 특징을 보존하면서 서로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것이 요하다[5,6].

한 일상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해 인공지능 분야

에서는 1960년 부터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Script나 Frame은 문자로 쓰여진 지식을 정형화하

기 하여 지식을 기술하기 한 기본 단 를 정의하고, 

그 기본 단  사이의 계를 정의함으로써(Conceptual 

dependency theor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11-13]. 하지만 미리 지식을 기술하기 한 기본 단 를 

정의할 경우 유연성이 떨어져 새로운 지식을 장하고

자 할 때 명시 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본고에서는 다  센서 데이터를 효율 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계학습 모델로서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를 새롭게 제안한다. 해당 모델은 결과를 추론

하는데 필요한 각 센서 데이터의 비 을 결정하는 Gate 

모듈을 두어 상황에 따라 다른 비 을 가지고 각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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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효율 으로 결합한다. 한 해당 모델을 통해 

정보의 기본 단 인 스키마의 형태나 구조를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살펴본다. 다음 장에서는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에 해서 설명하

고 그 후 실험을 해 수집한 데이터  발생한 이벤트 

분류 결과, 자동 스키마 생성 가능성을 소개한다. 마지막

으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이야기한다.

2. 련연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상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분야이다. GPS를 

이용해 개인의 특징 인 행동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 

치 센서  음향 센서로부터 일상 행동을 측하는 방

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7-10]. 한 다  모

달 센서 데이터를 결합하기 한 신경망 기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6]에서는 각 모달리티의 추상

화된 표 을 학습하고 보다 상 층에서 결합하는 방식

을 이용하여, 수 의 정보를 그 로 결합하는 것에 비

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방향의 연구를 결합하고 발

시켜 각 모달리티 정보를 상황에 따라 다른 비 을 가

지고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일상 행동을 추

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 추론된 일상 행동을 이용

하여 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루었던 Script 등 지식 

수 의 표 과의 연결성을 제시한다.

3. 모 델: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

본고에서는 다  모달의 센서 데이터를 효율 으로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Neural network 모델

을 제안한다. 해당 모델은 실제 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

는 신호 정보를 처리할 때 단순히 여러 신호 정보를 통

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선택 으로 결합하여 처리하

는 것에 착안하여 설계하 다[4]. 따라서 각 단일 센서 

정보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한 Gate 모듈을 두고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임워크 안에서 동시에 학습 

할 수 있도록 하 다.

해당 모델은 크게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 의 

층은 모달 데이터 각각의 추상화된 표 (represen-

tation)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상 의 층은 

모달의 각 표 을 효율 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학습

한다. 모델의 체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3.1 하  층

모델의 하 층은 각 센서 데이터의 표 력을 증가시

키기 한 층으로 무감독 학습 방법을 통해 선학습

(pre-training)을 수행한다. 구체 으로 임의의 5가지 센

서 데이터 A, B, C, D, E가 있다고 가정하면 각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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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에 해 각각 Restricted Boltzmann 

Machine(RBM)으로 학습을 한다[14,15]. 각각의 RBM

이 모두 학습 되면 미가공 센서 데이터인 A, B, C, D, 

E로부터 추상화된 특징 벡터  , , ,  , 를 얻을 

수 있다.

3.2 상  층

하  층으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효율 으로 결

합하는 방법은 그들간의 상 계에 따라 체가 아닌 

몇가지 센서 정보만 선택하여 결합하는 것이다. Sensory 

cue integration framework는 실제 사람이 다  센서 

신호를 인지하고 선택 으로 신호를 결합하는 것을 모

사한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 복잡도를 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련 없는 신호나 잡음이 많은 신호의 향

을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모

델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용하여 Gate 모듈을 통해 

체 다  센서 데이터  필요한 몇가지 센서 데이터만 

결합한다. 하  층으로부터 추출된 각 센서 특징 벡터는 

각 Gate에 연결되어 만약 해당 센서 특징 벡터가 결합

되기로 결정되었다면 Gate unit은 1에 가까운 값을 지

니게 된다. 그 후 선택된 센서 특징 벡터는 선형 결합되

어 각 가 치에 따라 가 합된다.

학습해야 할 라미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 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Gate에 련된 라미터로서 Gate의 

활성을 결정하는 가 치( )과 그에 해당하는 bias( )

이다. 두 번째는 선택된 센서를 결합하는 가 치(
 )과 

그에 해당하는 bias(
 )이다. 이러한 구조도는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

3.3 학 습

에서 설명하 듯이 각 센서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

터는 Gate에 의해 선택 으로 결합되는데, 이 때 Gate

의 값은 모든 센서의 특징 벡터   ( , , ,  ,  )

에 의해 결정된다. 각 Gate의 값이 결정되면 소수의 센

서 특징 벡터 이 선택되고 그에 상응하는 가 치 


 에 의해 결합된다.

학습은 실제 이블 값과 추론된 결과값 간의 cross- 

entropy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모델에 의

해 추론된 결과값을 라 하고 실제 이블 값(target 

value)를 라 하면 k번째 결과 노드의 n번째 데이터에

서의 값은 이고 이는 식 (1)으로 정의된다. 이 식에

서 은 센서 m의 특징 벡터에 한 Gate이고 
 은 

센서 m에서 로 연결된 가 치 벡터이고 
 은 그 때

의 bias 이다.

          
  

  






 
 

   (1)

                     (2)

이 때, 목 함수 ln  는 식 (3)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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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각 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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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4.1 데이터 수집

본고에서는 시계형 웨어러블 장치 E4와 안경형 시선 

추 기(eye-tracker)를 착용하고, 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수집된 행동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한 같

은 시간 에 사용자의 스토랑 내의 활동 내역(activity)

를 기록, 클래스 이블로 사용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다섯 종류의 데이터로 E4로부터 3-축 가속도계 센서, 

류량, 피부 기 도도가 사용되었고, 시선 추 기로부

터는 1인칭 시  비디오와 오디오가 사용되었다. 그리하

여 총 10개의 이블 (Greeting, Spot guidance, Natural 

conversation, Manu selection, Order, Food service, 

Meal, Staff call, Request to staff, Payments)에 해서 

7개의 데이터 셋을 수집하 다. 각 데이터 셋은 약 4000

여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4.2 데이터 처리

스트림 데이터를 다루기 해 본고에서는 1  크기의 

이동 도우를 용하여 특징 벡터를 추출하 다. 각 센

서 데이터 별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활동

이나 행동 상태를 감지하는데 주요한 데이터이다[16]. 

이러한 가속도계 센서 데이터는 주 수 도메인의 특징 

벡터가 좋은 표 력을 가지므로[17], 본고에서는 도

우 크기만큼씩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할 

수 있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사용

하 다. 최종 으로 추출된 특징 벡터는 129차원의 

STFT의 정규화된 주 수별 계수 벡터이다.

• 류량 센서: 류량 변화는 사람의 인지  활동을 잘 

반 한다[18]. 한 심박동수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심

박 변동 신호 측정에도 용이한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

징을 잘 반 하기 하여 도우 내 평균, 최 값, 최솟

값, 표 편차를 계산하고 한 류량의 변화를 감지하

기 해 가속도계와 마찬가지로 STFT를 사용하여 특

징 벡터를 추출하 다.

•부 기 도도 센서: 피부 기 도도의 주요 정보는 

감정  향으로 인한 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

되어 있다[19].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피부 기 도도 

값을 정규화 한 후 일차 미분값을 계산, 양의 값을 가지

는 데이터를 취하 다. 그리하여 이동 도우 내에 양

의 값의 개수  평균 표 편차, 간값을 특징 벡터로 

사용하 다.

•1인칭 시  비디오: 비디오 데이터의 표 (representa-

tion)을 얻기 해 비디오 데이터로부터 당 1 임

의 이미지를 추출하 다. 그 후, 계산 복잡도를 이기 

해 이미지를 ×  픽셀 크기로 축소하 다.

표 1 수집된 센서 데이터 명세

Table 1 Specification of collected sensory data

•1인칭 오디오: 오디오 신호로부터 상황 정보를 얻기 해, 

음성 화 데이터를 추출하 다. 그 후 Bag-of-words 

(BoW) 모델을 사용하여 개별 발화에 한 피쳐를 추

출하 다. 하나의 발화에 한 BoW 벡터는 4924 차원

으로 구성하 다.

5. 실험결과

먼 , 주어진 데이터에 해서 행동 분류 문제에 해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의 성능을 찰하

기 해 단층의 은닉 층을 가지고 있는 MLP와 SVM과 

성능 비교를 하 다. Gated multi-modal neural net-

works와 MLP는 같은 Neural Network 이면서 같은 층 

수를 갖고 있고, SVM의 경우 일반 인 분류 문제에 

해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비교 실험을 하기에 하

다. 각 분류 정확도는 그림 2와 같다. 해당 데이터의 경

우 제한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닌 일상 생활 내

에서 제약조건 없이 수집한 데이터이므로 기존 벤치마크 

데이터나 제약 환경 내에서 실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에 비해 훨씬 자유도가 높고 잡음이 많다. 한 클래스 

이블 당 인스턴스 개수의 불균형도 다른 데이터 셋에 

비해 상 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ed multi- 

modal neural networks는 특정 시간의 데이터에 해 

선택 으로 정보량이 많은 센서 데이터를 결합하므로 

SVM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SVM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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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류성능 결과

Fig. 2 Classification results

이터 불균형 문제에 해 잘 학습하지 못하는 반면,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는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MLP와는 비슷한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는데 Gated multi-modal neural 

networks의 경우 추론 시에 입력 데이터  일부만 사

용하므로 상 으로 계산 복잡도가 상당히 낮음에도 불

구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3 추출된 스키마 시

Fig. 3 Examples of the extracted schema

두 번째로 자동 스키마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모델의 추론 시 에서 gate 노드의 활성화 패턴을 분석

하 다. 그림 3은 정해진 시간 범  안의 각 gate 노드

의 활성화 패턴을 correlation matrix로 정리하고 이를 

스키마로서 활용한 를 보여 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

듯이 각 행동 패턴에 해 gate 노드의 상 행렬(corre-

lation pattern)이 특정 성향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스키마와 달리 직 인 해석은 어렵지만 

gate 노드의 발화 상 계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스키

마 련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6. 논의  결론

본고에서는 사람의 다  신호 처리 방식에서 착안하여 

웨어러블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다  센서 데이터를 선택

으로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Gated multi-modal 

neural newtork를 제안하 다. 해당 모델은 Gate 모듈

을 통해 각 센서 데이터의 특징 벡터를 선택 으로 결합

하고 해당 Gate 모듈은 Back propagation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모델의 평가를 해 실생활에서 수

집한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로 SVM, MLP와 분류 성능을 

비교하 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 Gated multi- 

modal neural networks의 간 계층 노드의 활성화 패

턴으로부터 자동 스키마 생성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해당 모델은 재 단층 RBM을 통해 선학습을 실시하

는데 이는 Deep neural network로서의 구조  변화를 

가능 한다. 즉 단층 RBM이 아닌 Deep boltzmann 

machine 혹은 Deep belief network를 이용하여 더 추상

화된 특징 벡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

한 방식은 [5]에서도 잘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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