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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년층의 우울감은 매해 3억명의 환자와 80만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이동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패턴으로부터 조기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싱정보 기반의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이 

도입되었으나, 복잡한 센싱정보 시퀀스로부터 표현되는 고수준 행동을 표현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는 시멘틱 네트워크를 정의하였고,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뉴로심볼릭 접근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피실험자 교차검증에서 최신의 딥러닝 모형 대비 최고의 우울감 예측 성능을 달성하였고, 특히 최신의 그래프 

컨볼루션 방법 대비 28.86%의 개선을 보임으로써 시멘틱 네트워크와 뉴로심볼릭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우울감은 이동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패턴으로부터 조

기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울감 예측 분야

에서는 센싱정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패턴을 구조화하고 학

습하는 접근이 유용하다 [1]. 특히 멀티모달 센싱정보를 지식

그래프로 가공 및 학습하여 우울감을 예측한 사례에서는 기존

의 성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그래프 

딥러닝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한편 센싱정보에 근거한 일상생활의 구조화 및 우울감 예측의 

분야에서는 다변수 시계열 모델링 태스크의 측면에서 한단계 

높은 단계의 일상생활 패턴 추출 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사회 설문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로부터 정의되는 추가 지식을 활용하여 노년층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시멘틱 네트워크를 정의한다. 그리고 센싱정보 수준

의 그래프와 정의된 시멘틱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

에 활용하기 위해, 뉴로심볼릭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방법 대비 최고수

준의 우울감 예측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최신의 그래프 컨볼

루션 및 자기집중 메커니즘 신경망 대비 28.86%의 오차 개선

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결합 강도를 조절하며 제안하는 뉴로

심볼릭 결합방법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피실험자의 시멘틱 네

트워크를 비교함으로써 우울감 예측 태스크에서의 고수준 그

래프 추론과 뉴로심볼릭 결합 연산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2. 관련 연구 
표 1에서 피실험자의 우울감을 예측하기 위해 센싱정보를 그

대로 학습하거나, 심볼화하여 고수준 그래프로 표현한 뒤 딥

러닝 기반 그래프 임베딩 방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정리하였다. 

 
그림 1 노년층 우울감 예측을 위한 터치센서와 생체센서 구조 
 

로그-주파수 필터가 적용된 음성학적 센싱정보와 우울감을 맵

핑하기 위해 Support Vector Machine (SVM) 그리고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모형이 도입되어 기계학습 접근의 타당성

이 평가되었고 [3,4], 컨볼루션 연산에 의해 음성학적 특징의 

시간-주파수 공간상에서의 국소적 연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모

델링하는 시도에서 고도화되었다 [5]. 한편 우울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인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센싱정보

를 심볼화하고 멀티모달 그래프 형태로 구조화한 시도에서는 

Graph Convolutional Network (GCN) 방법이 최고의 성능을 달성

하였다 [1,2].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는 센싱정보로 

구성된 저수준 그래프와 고수준 행동의 집합으로 정의된 시멘

틱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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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딥러닝 기반 감정 예측목적 센서 및 지식그래프 모델링  
Representation Source Objective Method 

Raw waveform, 

Text 

Acoustic sensors, 

Questionnaire 
Depression 

detection 

SVM [3] 

Multi-modal LSTM [4]

Raw waveform Acoustic sensors CNN-LSTM [5] 

Knowledge 

graph 

Biosensor symbols 
Personality 

recognition 

Graph convolutional 

network [1] 

Acoustic, text, and 

image symbols 

Depression 

detection 

Graph convolutional 

network with attention [2]

 

그림 2 센싱정보와 시멘틱 네트워크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뉴로심볼릭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과 손실함수 

 

3. 방 법 
3.1. 노년층 일상생활 표현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정의 
시멘틱 네트워크는 일련의 터치센서 로그로부터 해당기간 

발생한 행동을 심볼화하고 연관관계를 함께 이벤트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구조이다. 수식 (1)에서 기간 𝜔  동안 발생하는 

노년층의 행동노드 𝑉와 행동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시멘틱 

연결상태 𝐸를 정의한다. 

 

𝑆𝑒𝑚𝑎𝑛𝑡𝑖𝑐 𝑁𝑒𝑡𝑤𝑜𝑟𝑘 𝑆𝑁 𝑝, 𝑤 𝑣 , 

where 𝕍: Node Space, V v , … , v ⊂ 𝕍, 

𝔼: Semantic Connection, E e , … , e ⊂ 𝔼, 

Event p v , v , e : v , 𝑣 ∈ 𝑉, 𝑒 ∈ 𝐸, 

w v : Weight function 

(1)

저수준 터치센서 로그의 시퀀스로부터 고수준 행동을 

추출하기 위해 1972년부터 수집된 일반 사회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10가지의 대분류, 24가지 중분류, 그리고 

177가지 소분류의 행동과 심볼화 규칙을 정의하여 표 2에서 

정의한다. 행동노드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MIT 

ConceptNet5 로부터 정의된 단어 간 개념 및 상태의 관계 

표현을 차용하여, 관련, 유사, 전후관계, 그리고 기타 관계의 

4가지 시멘틱 연결상태를 정의하였다. 구축된 시멘틱 

네트워크는 센싱정보의 나열에 비교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사용됨으로써 노년층의 일상생활 구조화에 적합하다. 

표 2 시멘틱 네트워크의 행동노드 정의를 위한 규칙집합 𝜱 
Category Rule Body 𝑩 Deduced Node (Head 𝑯)

Daily 

Vacuum cleaner∨Window Housework(Clean) 

Washer∨Sink Housework(Wash Dishes)

Desk Study 

Essential

Bedroom 
20:00~08:00 Sleep 

08:00~20:00 Nap 

Kitchen∨Microwave∨ 

Refrigerator ∨ 

(Kitchen↔Microwave) ∨ 

(Kitchen↔Refrigerator) ∨ 

(Micorwave↔Refrigerator)

06:00~10:00 Breakfast 

10:00~15:00 Lunch 

15:00~24:00 Dinner 

Water purifier Drink water 

Other 

Personal

Medicine∨(Medicine ↔ water purifier) Personal Health Care 

Toilet∨bathroom Manage Personal Hygiene

Leisure 

Offline∨Front door Go Outing 

Remote Controller∨on-line Watch TV 

Fitness equipment Work out 

 

3.2. 우울감 예측을 위한 그래프 컨볼루션 및 뉴로심볼릭 결합 
노년층의 일상생활 표현인 시멘틱 네트워크 구조는 행동노드 

뿐만 아니라 행동 간 연관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별로 가중치가 공유되는 필터를 학습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변

형한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활용하여 유클리디안 벡터 공간

으로 사상한다.  

수식 (2)에서 저수준 그래프로부터 사상된 우울감 벡터 𝑌   와 

시멘틱 네트워크로부터 사상된 우울감 벡터 𝑌 을 정의하기 위

해 𝑙번째 층 𝑖번째 노드와 인접노드 𝑁 𝑖 의 그래프 컨볼루션 

결과값 𝐻  , 가중치 벡터 𝑊  , 그리고 활성화함수 𝜎를 설명한다.  

 𝐻 𝜎 𝐻 𝑊 𝑏
∈

 (2)

저수준 센싱정보 그래프로부터 우울감벡터 𝑌   을 사상하기 

위한 그래프 컨볼루션 신경망의 손실함수 𝑙 은 실제 우울감벡

터 𝑌와의 유클리디언 거리로 정의한다. 

 𝑙 𝐸 ~ 𝑌 𝑥 𝑌 𝑥  (3)

반면 센싱정보로부터 구조화된 저수준 그래프와 센싱정보로부

터 추가적인 지식을 통해 추론된 고수준 시멘틱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하는 

뉴로심볼릭 그래프 컨볼루션 (NS-GCN) 연산은 𝑌 을 출력하기 

위한 𝑘번째 시멘틱 네트워크 노드정의 규칙 𝐵 ⟹ 𝐻   의 

신뢰도 𝛽 를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수식 (4,5)에서 기존의 그

래프 컨볼루션과 주요 차별성을 갖는 손실함수 𝑙   그리고 𝑙 를 

정의한다. 𝛽 는 지식기반 출력의 글로벌 신뢰도로 정의한다. 

 

𝑙 𝑌 , 𝑌 𝐸 ~ 𝑑 𝑌 𝑥 , 𝑌 𝑥

1
𝐾

1
|𝛷 |

𝛽 𝑑 𝑌 𝑥 , 𝑌 𝑥
∈⇒

 
(4)

 𝑙 𝑙 𝛽 𝑙 𝑙 𝛽 ∗ 𝐸 ~ 𝑑 𝑌 𝑥 , 𝑌 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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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울감 벡터를 구성하는 15항목의 설문조사 
Questionnaire Sample 

Mobility 

• No problem (0) 

• Some problems (1) 

• Extreme problems (2) 

Self 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Health Scale [0,100] 

Questionnaire 1-9 

• Not at all (0) 

• Several of days (1) 

• Nearly every day (2) 

• More than half the days (3) 

표 4 방법 별 우울감 예측오차 10겹 교차검증 
Metrics MAE MSE 

Base Model 

SVM [3] 0.1171 0.2665 

LSTM [4] 0.1013 0.2489 

CNN-LSTM [5] 0.0911 0.2466 

Comparative Studies 

GCN [1] 0.0806 0.2040 

Attention-GCN base network [2] 0.0795 0.1948 

Proposed 

NS-GCN (𝛽 =1.00) 0.0728 0.1899 

NS-GCN (𝛃𝐆 Optimized) 0.0721 0.1896 

 

4. 실험 및 결론 
4.1. 노년층 센서데이터 수집 
제안하는 방법의 검증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집된 69명의 노년층 지원자의 센서기록을 수집하였다. 표 3

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15항목의 설문조사를 정리하였고, 건강 

수치는 정규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범주형으로 전처리하였다. 

4.2. 노년층 우울감 예측성능 
표 4에서 기계학습을 포함하여 최신 딥러닝 기반 그래프 임베

딩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피실험자 별 10겹 교차검증하였고, 

평균 절대오차(MAE) 그리고 평균 제곱오차(MSE) 수치로 정량

화하였다. 기본 방법인 SVM, 순환신경망 그리고 CNN-LSTM

에서 0.24수준의 예측오차가 발생함에 비해 그래프 구조를 사

용하는 GCN 그리고 자가집중-GCN 방법에서 0.19수준으로 유

의미한 오차 개선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확인하였고, 0.18수준의 최고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그림 3에서 시멘틱 네트워크의 반영강도를 글로벌 신뢰도 𝛽

와 사용한 규칙의 개수 𝑘에 대한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규

칙의 수가 많을 때 0.70 신뢰도 수준에서 최고성능이 도출되

었으나, 반대로 최적화되지 않은 신뢰도에서 성능하락이 발견

된다. 그림 4에서는 극심한 우울감이 발견되는 피실험자의 시

멘틱 네트워크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다. 행동의 다

양성과 외부활동이 감소됨에 따라 우울감이 증가된 것을 확인

함으로써 시멘틱 네트워크 기반 노년층 일상생활 모델링의 타

당성을 정성적으로 보인다. 

 
그림 3 규칙 신뢰도 별 우울감 예측오차 

 
그림 4 GSS 기반 노년층 시멘틱 네트워크 시각화 

 

4.2.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노년층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기 위해 추가적

인 규칙을 사용하여 시멘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서수준 

그리고 의미수준 그래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뉴

로심볼릭 컨볼루션 연산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 그래프 임

베딩 방법과 비교하여 최고성능을 달성하였고, 다양한 조건에

서의 비교를 통해 방법의 타당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시멘틱 네트워크는 복잡한 분류의 표현에서 강점이 있으나 피

실험자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탐색에 지수적인 계산복잡도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향후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규칙의 

신뢰도 𝛽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학습에 근거한 결

합방법을 추가도입하는 것이 고려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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