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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

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모바일 폰에 가속도 센서나 GPS 장치 등이 추가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센

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이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사

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구들에서 모바일 폰에서의 행동 인식을 위한 많

은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잘 제시되지는 못 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행동을  추

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가속도 정보를 처리하고,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를 통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검토한다.

1. 서론

  센서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주변 정보들을 정밀하게 수집

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온도, 습도, 조도, 그리고 음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

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센서들이 점차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

고 있으며,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는 연

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1].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정보

를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

인을 돌보는 간호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그 외에도 사람의 위치나 상

황에 따라서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는 일이 가능해진

다. 공항에서 필요한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한 게이트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3], 식사 시간에 알맞은 음식점을 추

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4]. 또 위치 정보들로부터 행동 

경로를 파악하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모바일 기기로부터 인간의 행동을 인식할 경우, 모바일 기기

에서 수집된 정보가 유실되거나 결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노이즈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정확률을 보일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규칙기반 방법이나 논

리적인 추론 보다는 확률적인 모델이나 추론 기법이 사용된다. 

확률은 많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고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척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를 사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확률 모델을 설계한다. 여기서는 가속도 정보를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활동 상태를 인식하고,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활동 상태와 위치 정보, 시간 정보를 통합

한다. 또한 실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2. 관련연구

  

  Riboni 등은 가속도 센서를 내장한 시계와 가속도 센서와 

GPS 장치를 부착한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 인식을 위하여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온톨로지를 이용한 추론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다른 기법들과 비교하였다 

[5]. 

Song 등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노약자의 행동을 인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몸에 부착한 센서에서 수집

된 가속도 정보는 RF 통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PDA 에 전송

되고, 전송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한다. 인식

에 사용된 방법은 SVM을 이용하였다 [6]. 이 연구는 상당히 높

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가속도 정보만을 활용하였다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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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가지고 있었다.

Choudhury 등은 MSP(Mobile Sensing Platform)을 제안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일종의 다중 센서 복합기이며, 그 안에는 3축 

가속도 센서, 기압계, 적외선 센서, 나침반, 습도/온도계, 마이

크로폰 등을 내장하고 있다. 이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를 바탕으로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그 외에도 Yang 등은 가속도 센서와 팔에 부착하는 신체 정

보 수집 센서(자이로 센서,  체온 등)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

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7]. Philipose 등은 물체에 

붙인 RFID 태그와 각 물체와 인간 행동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3].  Laster 등은 

MSB(multi-modal sensor board)라는 기기를 제작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Walinkg, Sitting, Standing, Brushing Teeth 등 

의 행동을 인식하였다. MSB는 3축 가속도 센서, 습도계, 온도

계, 마이크로폰 등, 7개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수집된 정보를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전송 한다 [8].

  이런 대부분의 연구들은 GPS, 가속도, 온도 등의 여러 센서

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들만의 방식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그 

결과로 사용자의 행동을 추론한다. 그러나 각각의 가속도 정보

나 GPS 이동 패턴 등은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에 맞는 특징 추출 방법과 인식 방법을 요구한다. 또한 이 

다른 성질의 정보들을 통합하여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서는 하나의 확률 모델로 이 정보들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행동 인식에 사용하

기 위해서 은닉 마르코프 모델 (HMM : hidden Markov model)

을 사용한다. HMM 은 시계열 분석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확률적으로 모델을 학습하

여 시간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패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결

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질적인 정보들을 통합하기 위한 확률 

모델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한다. 베이지안 네트

워크는 확률적인 모델이지만, 학습하는 방법외에도 사람이 직

접 자신의 지식이나 견해를 넣어서 디자인할 수 있으므로, 학

습하기 어려운 모델이나 이질적인 정보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

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실

제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3.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위한 시스템은 모바일 폰으로부

터 수집한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 시간 정보를 바탕으

로 사용자의 행동을 추론한다. 그림 1은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3.1 모바일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삼성 옴니아2 

스마트폰을 이용하였으며, 휴대용 GPS인 BT-335를 이용하여 

GPS 위치 정보를 함께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

로 휴대폰 사용자의 행동을 추론하기 위해서 수행한 행동을 레

이블링 하였다. 수집된 정보와 레이블링의 내역은 표 1과 같다. 

구분 수집 주기 상세 내역

가속도 1/50 X, Y, Z 축 가속도 (-2g~2g)

GPS 정보 1 도, 경도, 속도, 고도

시간 1 날짜  시간

시간 이블 없음 특정 행동에 유리한 시간

행동 이블 행동 변화시
행동 (Shopping, Watching, 

Walking, Moving 등)

장소 이블 없음 방문 장소 심  마킹

표 1. 수집하는 정보

그림 1. 시스템 체 구성도 

3.2 시간 및 위치 분석기 (방문 상태 및 시간적 상황 판단)

 GPS 좌표 정보를 위치 정보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맵이나 야후 맵 등에서 제공하는 맵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오픈 맵 API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는 개인적인 방

문 장소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한 장소라도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술집 종업

원일 경우 밤에 술집에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거나 사회 활동에 관련된 일이겠으나 그 사람에게는 업무

에 관련된 활동을 위한 것이다. 택배원이 택배 배달을 위해서 

학교에 방문하는 것과 학생이 학교에 방문하는 것은 시간과 장

소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개

인의 활동을 주변 정보로부터 정확히 인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적인 레이블링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나 장소 레이

블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소 레이블

링을 위해서 건물이나 장소의 중심점을 찍고 그 장소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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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안에 사용자의 위치가 존재할 경우에 그 장소에 방문한 

것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GPS 신호

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신호가 소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을 방문한 것으

로 인식한다.

그림 2. 이블링한 장소의 방문 단

일반적으로 신호가 소실되는 지점을 잘 잡아내기 위한 인식 반

경은 건물의 크기나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전 연구 [9]의 결과를 활용하여 인식 반경을 0.3초

로 주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간 분석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업이나 성향에 따라서 특정 

행동에 걸맞는 시간대가 존재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평일 낮에

는 수업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도로 공

사처럼 교통량이 없는 야간 근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평일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 분

석에서는 사용자의 직업과 성향을 고려하여 특정 시간대에 무

엇을 주로 하는지를 구분한다. 여기에는 몇몇 통계자료 [10]를 

활용하여 직업이나 나이별로 특정한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을 

참고 할 수 있다. 시간 분석에 사용되는 시간 구분 규칙은 통

계자료와 설계자의 지식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것은 설계

자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3 동작 분석기 (사용자 활동 상황 판단)

  사용자의 활동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속도 정보를 분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의 가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사

용자의 현재 상태를 앉기/서기, 걷기, 뛰기로 구분한다. 기본적

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앉기/서기, 걷기, 뛰기로 구분하면 특정 

장소에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앉기/서

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특정 장소를 방문했는지 혹은 방문

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쇼

핑이나 물건을 살펴보는 행위처럼 걷기와 서기를 반복하는 행

동 패턴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므로 보다 나은 행동 인식 성

능을 보여줄 수 있다.


















   (1)

  걷기, 서기, 뛰기의 경우 사용자의 활동량이 각 행동마다 크

게 바뀌기 때문에 이전 시간과 현재 시간사이의 가속도 변화량

을 특징으로 사용한다. 수식 1이 사용하는 특징 값을 나타낸다.

수식 1로 구한 가속도 변화량으로부터 행동에 따른 가속도 패

턴을 학습하기 위하여 HMM을 이용한다. HMM은 시계열 학습

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음성인식이나 교통사고 인식 등 여

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discrete HMM을 학습시

키기 위하여 가속도 변화량을 0과 5 사이의 값으로 균등하게 

분할한다. 행동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 각각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하나의 HMM을 학습시키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

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3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상태 수는 5로 고정하였다. 

그림 3. HMM 용 방법 

3.4 베이지안 네트워크 통합 추론 모듈

  각각의 동작 분석 정보와 장소 정보, 그리고 시간 정보를 통

합하여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통합 확률 모델을 필요로 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에 확률값과 증거값을 세팅하

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특히 이질적

인 정보들을 통합하고 그 구조에 설계자의 지식을 반영하여 데

이터가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학습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Hierarchical 

Bayesian network) [11]를 사용하여 3 단계 구조로 모델을 구성

한다. 계층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은 각각 인과적으로 관련

된 증거값을 하나의 노드로 묶어서 처리하는 기법으로 단순히 

학습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나 계층이 없이 설계된 모델보다 모

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인과관계 설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에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림 4. 계층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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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옴니아 2 스마트폰과 BT-335 

휴대용 GPS를 이용하여 총 1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1주

일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수집과 동시에 

행동을 레이블링하였다. 

4.1 장소 레이블링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6군데의 장소를 레이블링 하

였다. 그림 5와 6은 레이블링의 예를 보여주며, 레이블링된 방

문 장소와 관련 행동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집과 학교 앞 

버스정류장의 경우, 등교와 귀가에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학교

의 경우, 출입구가 2개 있으며, 각각 주로 등교와 귀가에 사용

되는 곳이 나뉘어 있으므로 각각을 모두 레이블링 하였다.

그림 5. 등교 행동을 한 이블링 장소 (학교, 정류장) 

그림 6.  귀가 행동을 한 이블링 장소 (집)

장소 련 행동

집 등교, 귀가

공학원 입구 등교

공학원 출구 귀가

학교앞 버스 정류장 등교, 귀가

상암 CGV 화 람

상 쇼핑

표 2. 이블링 장소  련 행동

 4.2 가속도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활동량 인식

  3.3 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HMM을 이용하여 앉기/서기, 걷기, 

뛰기를 구분한다. 수집되는 가속도 정보의 수집 주파수는 50Hz 

이며, 각각의 가속도 변화량을 양자화하여 100개의 가속도 정

보를 가지고 HMM을 학습시킨다. 그림 7은 수집된 가속도 데이

터의 예이다. 그림 7에서 (A) 는 걷기, (B) 는 뛰기, (C)는 앉기/

서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도 있으나, 걷는 도로의 요철이나 굴곡에 따라서 

가속도 변화량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며, 걷는 중에도 느리게 

걸을 경우 변화량이 적은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뛰는 중에는 

뛰다가 지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뛰기 시

작할 때 가속도의 변화량의 패턴은 급격히 변화한다.

그림 7. 수집된 가속도 데이터의  

  

앉기/서기 걷기 뛰기

앉기/서기 0.979 0.080 0.000

걷기 0.020 0.900 0.120

뛰기 0.000 0.020 0.880

표 3. 동작 정보 인식 결과 : 혼동 행렬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은 1주일간 가속도 정보만 수집하여 이용

하였으며, 테스트 셋으로는 1주일간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를 함께 수집한 집합을 이용하였다. 표 3은 학습시킨 HMM

을 테스트한 결과이다. 앉기/서기, 걷기, 뛰기 동작에 대해서 각

각 97.9 %, 90.0 %, 87.5% 의 정확률을 보여, 일반적으로 잘 구

분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4.3 사용자 행동 인식 결과

사용자 행동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 그리고 활동량 정보를 

토대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확률 모델을 통해서 추론된다. 모델

링된 행동은 쇼핑, 영화 관람, 등교, 귀가의 4가지 였으나 실제 

데이터에서 추론된 행동은 등교, 귀가, 영화 관람의 3가지였다. 

 그림 8과 9는 제안하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림 8은 어느 평일 하루 동안 등교 및 귀가 확률의 변화를 보여

준다. 파란색 선은 등교 확률이며, 붉은 선이 귀가 확률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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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말의 귀가후 화 람 확률 변화 

내고 있다. 오전 중에 등교할 때 등교 확률이 증가하고, 이후 

밤에 귀가할 때 귀가 확률이 크게 증가는 것을 볼 수 있다.

0

0 .1

0 .2

0 .3

0 .4

0 .5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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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

0 .9

1

그림 8. 어느 평일의 등교  귀가 행동의 확률 변화

반면 그림 9는 토요일에 귀가 후, 영화관람을 했을 경우의 확

률 변동이다. 붉은 색 선은 귀가 확률이며, 파란색 선은 등교 

확률, 그리고 녹색 선이 영화관람 확률이다. 영화 관람을 시작

하는 지점에서 확률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화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녹색 선이 크게 상승하므로 영화

가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에서 수집되는 가속도 정보와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제안하는 방

법의 가능성을 보였다. 사용자의 활동량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었지만, 그 이유는 앉아 있거나 서있는 상황

에서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고 휴대폰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며, 뛰고 있다고 레이블링 된 경우에도 중간 잠시 멈춰서

거나 지나다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걷거나 

하는 경우가 몇몇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로는 우선 모바일 폰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늘려서 

테스트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실험 결과는 상당히 적

은 양의 데이터만 사용했으므로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또한 HMM의 입력값을 양자화할 때 종종 불균등하게 

데이터 구간을 양자화할 경우 성능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속도 정보의 불균등 양자화를 통해서 실내

에서 걷는 것과 실외에서 걷는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치 정보와 가속도 정보를 활용

하여 버스와 지하철 같은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상황 역시 구

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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