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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센서를 갖춘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된 일상 데이터를 학습하

여 사용자의 행위를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상 행위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서의 전력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실제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패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및 

손목의 웨어러블 장비의 5가지 저전력 센서만을 사용하여, 일상의 다양한 식사 행위를 인식하는 시스템

을 제안한다. 식사 행위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 헬스케어, 일정관리 등에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장소/자세/연령/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센서 패턴을 보여 이를 모두 학습하는 분류

기를 생성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 특징만을 학습 및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이 낮은 약분류기를 

adaptive boosting 방법으로 결합해, 적은 연산으로도 강분류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다양한 식사 행위 인식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성별/직업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자원자들로부터 10가지 일상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최대 10.65%의 개선 및 

94.52%의 정확도를 통해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웨어러블 센서의 발달 및 학습 기반의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센서 데이터를 학습하여 

행위를 인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행위 인식 연구는 

일상에서의 제한된 센서 환경 및 전력 문제, 일상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패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손목의 

웨어러블 기기에 부착된 5가지 저전력 센서만으로(손목 

가속도, 온도, 습도, 조도, 스마트폰 가속도), 매우 

다양한 패턴을 갖는 식사 행위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1은 다양한 식사행위에서 10분동안 측정된 손목 

가속도 값을 나타낸다. 수저를 사용하여 식탁에서 

식사하는 일반적인 경우(normal), 음식을 입에 가져갈 

때 세 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인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child) 그릇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먹어 z축 값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낮게 나오며, 

밖에서 음식물을 들고 먹는 경우(outside)엔 손목이 입 

근처에 있어 x축 운동을 거의 보이지 않고, 포크를 

 
그림 1. 다양한 식사행위에서의 손목 가속도 값 

 

사용해 치킨을 먹는 경우(fork)엔 수저와 달리 y축 값이  

가장 낮고 x축 변화량이 가장 큰 등, 일상적인 식사 행 

위는 매우 다양한 센서 값 패턴을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이 낮으나 적은 연산으로 구축 및 

판별이 가능한 약분류기(weak classifier)를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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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boosting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약분류기 

들은 식사 행위의 개략적인 특징만을 학습해 분류하고, 

다음 약분류기는 이전 단계의 약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데이터들에 가중치를 높게 두어 새로운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다양한 식사 행위 패턴에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식사 행위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연령/성별/직업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지원자들로부터 

10가지 대표적인 일상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약분류기의 결합이 1.07~10.65%의 

성능개선 및 94.52%의 정확도를 보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2. 관련 연구 

가속도계는 전력 소모량이 적고 대부분의 일상 

웨어러블 환경에서 가용하며 높은 정확도를 가져, 행위 

인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1]. Bao 등[2]은 식사를 

포함한 20가지 일상 행위를 5 부위의 가속도계를 

사용해 인식했는데, 스트레칭 (41.42%), 엘리베이터 

타기 (43.58%), 에스컬레이터 타기 (70.58%) 등의 

복잡한 행위에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또한 식사 행위 

등의 경우, 실제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고려하지 못해 범용성이 낮다. Cheng 등[3]은 

목 등에 부착된 전극을 사용해 음식의 종류, 바라보는 

방향 등을 세분화하여 식사 행위를 인식하였다. Cheng 

등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사 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하였고 평균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목, 

가슴, 종아리의 전극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불편하다. Oscar 등[1]은 행위 인식 방법이 

상용화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편의성(obtrusiveness), 전력 소모량 등을 제안하였다. 

손목과 스마트폰의 가속도계 및 가속도계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일상 행위[4]를 위해 손목의 온도, 

습도, 조도의 환경 센서를 사용한다. Kim and Cho 

[5]는 모바일 및 웨어러블 장비의 센서를 사용해 식사 

행위를 인식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를 구축하여 높은 정확도 (94.57%)를 보였다. 

하지만 모델 구축 및 인식이 도메인 지식에 의존하여 

학습이 어렵고, 4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식사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시스템 구조도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준다. Data collection module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장비로부터 9가지 연속 변수를 입력 받아 

전처리를 거쳐 저장된다. Weak classifier module에서 

 

그림 2. 제안하는 방법의 시스템 구조도 

 

사용할 약분류기를 결정하면, Strong classifier 

module에서 정해진 약분류기 생성 개수 N만큼 학습 및 

분류를 수행하며 약분류기를 생성한다. 최종 분류의 

경우, 약분류기의 집합으로 구성된 강분류기에 의해 

식사 여부가 결정된다. 

3.2. 센서 환경 및 전처리 

  웨어러블 장비로 InvenSense 사의 MPU-9250 모션 

센서, Bosch 사의 BME280 환경 센서, Avago 

technology 사의 APDS-9900 조명 센서를 융합한 센서 

허브를 구축하였다. 제안하는 센서 허브는 완충 시 6시

간의 연속적인 입력을 지원한다. 

입력변수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 약분류기의 경우 연

속적인 입력변수의 이산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온도계, 

습도계, 조도계의 수집주기(1Hz)가 가속도계(20Hz)와 

달라, 가속도계에 맞춰 데이터를 확장하고 행위 인식 주

기를 결정하였다. 

3.3. 학습 및 분류 알고리즘 

주어진 데이터 집합 {(x, ), … , ( , )}에 대해 2차원 

분류 문제  ∈ {0,1}는 식 1과 같은 약분류기 ()의 

선형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Adaptive 

boosting 알고리즘은 식 2와 같이 주어진 약분류기의 

선형결합에 약분류기 () 및 선형결합의 가중치 를 

반복해서 구하는 과정이다 [6].  

  () = () + ⋯+ ()           (1) () = () + ()                     (2) E = ∑ () , ℎ 	 = ()   (3)  =   ∑ ()∑ ()                             (4) 

 

식 3의 가중화된 총 오류 E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

화된 오류 ()를 학습하여 ()가 결정되고, 

이를 ()에 대입하여 에 대해 미분하면 식 4와 같

이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에 대한 분류는 구축된 

강분류기 () 값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4.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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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 명세 

  표 1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s (ADLs) 에 기반해 

선정한 10가지 행위 및 8가지 피험자의 직업 목록을 

보여준다. 총 379,013개 (948분) 데이터 중 식사 

행위는 47.27%를 차지해 class간의 불균형을 

방지하였고, 성별/연령/직업의 비율을 고려해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총 데이터 중 70% (265,31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하고, 나머지 데이터로 평가하였다.  

4.2. 정확도 평가 

정확도 평가를 위해 2개 노드로 구성된 decision 

stump, k2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Bayesian network 및 

logistic regression과 multilayer perceptron을 약분 

류기로 사용하고 boosting 전후의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3). Iteration은 10회 수행하였고, 가중치의 

threshold는 100으로 설정하였다. Decision stump의 

경우 센서 별로 약분류기를 구성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센서의 특징을 반영하여 하나의 특징만을 사용한 

약분류기에 비해 가장 높은 향상을 보였다(10.65%). 

Bayesian network는 먼저 환경 센서 값을 사용해 

공간적 특징을 분류하고, 오류 케이스를 가속도 값을 

사용해 분류함으로써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Multilayer perceptron의 경우, 가장 많은 학습시간이 

필요해 boosting 전 성능이 가장 좋았으나, 정답 

케이스에 인접한 오류 케이스의 값이 신경망 가중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boosting의 개선 정도가 낮았다. 

그림 4는 가장 높은 정확도 향상을 보이는 decision 

stump의 iteration별 정확도를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손목 움직임 정보들에 대한 약분류기들이 먼저 

구축되었고, 스마트폰 움직임 및 환경 정보들이 이후 

사용되었다. 스마트폰의 한 축(y)만 사용한 경우 

정확도가 오히려 낮아지기도 하였으나, 약분류기 추가 

및 boosting 과정에서 정확도가 상승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일상 웨어러블 저전력 센서로 경량 

약분류기들을 결합해 실제 다양한 식사 행위를 

인식하였다. 실제 25명의 지원자로부터 370,013개의 데 

이터를 수집하여 4가지 약분류기를 사용해 최대  10.65 

표 1. 수집된 행위 및 직업 목록 

 

 

 

 

 

 

 

 

 

 

 

 

%의 성능 향상 및 94.52%의 정확도를 보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향후 개선에 대한 내부 

분석 및 보다 다양한 분류기들과의 정확도, 연산량 등을 

비교해야 한다. 

 

 

그림 3. 약분류기 및 boosting된 모델의 정확도 비교 
 

 

그림 4. Decision stump의 iteration별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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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x Activity Job 

1 Washing Undergraduate 

2 Walking Graduate 

3 Housework Student 

4 Eating (dinnerware) Houseworker 

5 Eating (etc) Businessman 

6 Conversation Office worker 

7 Driving No job 

8 Sedentary work Etc. 

9 Subway  

  10 Playing the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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