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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Experimental Results Backgrounds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스마트머신의 등장으로

사람처럼 환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자율지능 에이전트 SW연구 및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

 변화하는 실세계 환경에서 끊임없이 지각, 행동, 학습하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론하는 기술은 자율지능 에이전트의 핵심 요소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사용자 행동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실제

사용자의 라이프 트래킹 데이터 분석이 필요

 최근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 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센서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자연스럽게 기록하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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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트래킹 데이터로부터 영상과 음향 데이터를 분리하고, 음향

데이터로부터 2개의 주파수 특성과 하나의 프레임 로그 에너지

특성으로 구성된 총 13차의 MFCC 계수를 추출

 1000개 클래스의 ImageNet Database (ILSVRC)1를 학습한 딥

컨볼루션 신경망과 CUDA GPGPU 병렬처리 컴퓨팅이 가능한

MatConvNet Toolbox2를 이용하여 영상들로부터 확률적 특징

벡터를 추출

 2명의 실험 참가자가 각각 14일 동안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약 150시간 분량의 일인칭 비디오 데이터를 수집

 Activity Logging App을 개발하여 실험 참가자의 활동 내역을 수집

 제안한 방법으로 추출한 영상과 음향의 특징 벡터를 서로 연결하고

K-nearest neighbors classifier를 이용하여 5-fold 교차검증으로

사용자 활동내역을 분류한 결과 82.85%의 인식률을 보임.

사용자활동내역별데이터수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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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활동내역분류결과

Concluding Remarks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일상에서 일인칭 기준 시점의

라이프 트래킹 데이터를 수집

 스마트폰에 설치된 Activity Logging App을 이용하여 실험

참가자의 활동 내역과 위치 정보를 함께 수집

 딥 컨볼루션 신경망(CNN)3과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추출한 영상과 음향의 특징 벡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활동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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