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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센서를 부착하여 지능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도 있으나 여전히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데는 현실적
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행동 이론의 요소를 바
탕으로 설계된 컨텍스트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확률 모델을 설계한다.

1. 서론

하는 스케줄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GPS 위
치정보의 경우 실내에서는 제공될 수 없고 GPS 신호가 잡히기

최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연구가 많 어려운 지역에서는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스케줄 정보
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많은

나 자신의 행동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히 행동이 시

일을 모바일 기기내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

작하고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입력

고, GPS, SMS, 통화내역, MP3 청취 내역 등 많은 정보가 그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스케줄과는 전혀 다른

내부에 저장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센서와 개인 정

행동을 할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반대로 비교적 정확도가 높

보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도 활발히

은 데이터, 즉 SMS 나 전화 통화 내역 혹은 사진 촬영 내역의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의 상태를 예측해서 전화벨을 울릴지 말

경우에는 정확도는 높지만 이 데이터들을 어떤 특정 행동과 연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구[1]에서부터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소

관 짓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대부분의 데이터가 수치화되

비되는 칼로리를 계산한다거나 공항이나 박물관 등 특정 환경

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실행시 기록한 스케줄 정보나 전화 통화 내역 같은 정보는 산술 연산
키는 연구[2]들이 진행되고 그 중 일부는 상용화도 진행되고 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데이터의 특
성을 고려하여 확률적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실제로 스마트폰을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와 사용자가 레이블링한 행동 정보를 이

거나 분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행동 이론의 요소를 바탕으

용하여 행동 인식 성능을 검증할 것이다.

로 설계된 컨텍스트 계층구조 [3]를 이용하여 확률 모델을 설
계한다. 이 계층 구조를 이용하면 모델을 설계하기 쉽고 컨텍 2. 관련연구
스트의 종류가 증가하더라도 모델의 확장도 용이하다.
2.1 AmbieSense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Context tags 라고 이름 붙인 RFID 태그를 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바일 기기에

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이 상황으로부터 사용자가 다음에 할

저장되는 데이터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람의 행동에 연관된 정

행동을 예상한다[2]. 그리고 그 행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PDA

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자세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

를 통해서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사용자

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추가적인 센서 장비를 몸에 부착해야

의 상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행동 이론을 이용

만 한다. 둘째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하여 컨텍스트를 분류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 필

정보, GPS장치에서 수집되는 위치 정보나 사용자가 직접 입력

요한 컨텍스트를 케이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리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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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Context tag로부터 현재 사용자와 관련된 장소와

자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물체 정보를 얻고 그 데이터와 일치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서

센서들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센서만 이용했을 경

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우에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각

케이스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 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연관이 있
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충분한 케이스가 모델링되면 는지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로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케이스를 데이터베

이런 센서 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추가적인 배터리가 소비되며
,

이스에 추가하면 쉽게 확장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이

사용자가 신체의 특정 부위 (어깨, 허리, 팔) 에 부착해야 한다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수집된 컨텍스트와 행동 사이의 모델링

는 단점이 있다.

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제안하는 방법
2.2

Fast,

Detailed

Inference

of

Diverse

Daily

Human

Activities
RFID 태그를 물체에 부착하고 손에 RFID 태그 센서를 부착

앞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고 행동을 예상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한 장갑을 착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다.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RFID 태그, 혹은 광 센서, 자이로
[4]. 가속도 센서 등 동작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와는 달리 실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행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는 존재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들로부터 행동을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어떤 물체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그러나 RFID 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대부분의 물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며 이용하는 물체의 순서와 종류를 기반

체에 RFID 태그가 부착될 필요가 있으며 그 조건이 만족되더

. 이
으로 사람이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지를 인식한다

라도 어떤 물체가 어떤 행동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RFID 센서는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하다.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센서를 이용하려 할 때에도 정

있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에 기반해서 물체와 연관된 사

확한 수집을 위해서는 많은 센서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사용자

람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물체와 행

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소비하는 문제가

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모델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있다. 센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가 어떤
실질적으로 물체를 이용한 행동 인식의 정확도는 행동과 물체 행동과 연관이 있는지 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
.
사이의 연관성을 얼마나 잘 모델링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
서는 물체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웹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
여 처리하고 있으나 웹에 존재하는 정보들은 때로는 부정확한
것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식하는 행동의 도메인을 좁혀
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한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행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실제
로 생활에 연관된 행동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다. 이 행동들에 관련된 물체 들을 모델링하고 각각의 행동과
연관된 물체를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다. 그리고 특정 행동이 현재 사용자에게 가능한지 혹은 불가
능한지를 간호사에게 보고 해준다.
그림 1. 시스템 전체 구성도

2.3 A Practical Approach to Recognizing Physical Activities
이 연구는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 멀티 센서 보드를
이용한다 [5]. 멀티 센서보드는 여러 종류의 센서, 광 센서, 가
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마이크로폰 등을 함께 이용한다. 이러
한 센서 보드는 사용자를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사용자의 행동이나 동작에 관련된 정
보들을 많이 제공한다. 가속도 센서나 자이로 센서는 사람의
행동이나 자세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폰이나
광 센서는 주위 환경의 소음이나 빛에 관련된 환경 정보를 준
다. 또한 기압 센서 등은 현재 사용자가 위치한 고도나 엘리베
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센서들을
이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사용자가 전혀 개입할 필요 없이 사용

본 연구에서는 RFID 태그 센서나 가속도, 자이로, 온도계 등
의 센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인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정보들과 컨
텍스트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확률 모델을 설계하고
, 설계된 확
률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지 평가한다
. 그림 1은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3.1 모바일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총 7가지 종류의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의 연관성
을 고려한다. 행동인식을 위한 모델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장
소, 행동, 음악, 사진 촬영 내역, SMS 내역, 전화 통화 내역,
충전내역 이다. 이 가운데 행동은 사용자의 레이블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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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단 레이블링된 행동은 정확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 물론

표 2. GSS를 이용한 행동 분류

사용자가 입력한 행동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

구분

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그 불확실성은 감수하도록 한다. 표 1
은 이 데이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세 내역을 보여준다.
표 1. 수집하는 정보
구분
행동

수집 모듈
레이블링

통화 내역

휴대 전화

GPS
MP3
사진
장소

정보
정보
정보
정보

GPS 장치
휴대 전화
휴대 전화
레이블링

SMS 정보

휴대 전화

상세 내역
시간, 행동, 감정, 상태
시간, 수신/발신/부재,

전화번

호, 전화 상대방 정보
위도, 경도, 속도, 고도
시간, 곡명, 상태
촬영 대상, 상태
시간, 방문장소
시간, 전화번호, 수신/발신, 메
시지 내용

Paid work
activities

and

related

Household
work
and
related activities
Social support, civic and
voluntary activity
Education and related
activities
Socializing
Television, reading and
other passive leisure
Sports, movies and other
entertainment events
Active leisure

3.2 데이터 카테고리화

Residual

내용
Work for pay at main job,
overtime work, looking for
work 등
Indoor
cleaning,
baking,
preserving food, 등
Political,
civic
activity,
volunteer work, 등
Full-time classes, other study,
homework, 등
Talking, conversation, phone,
restaurant meals 등
Watching television, reading
books, 등
Professional sports events, pop
music, concerts 등
Football, basketball, baseball,
volleyball, hockey, soccer, field
hockey 등
Missing gap in time 등

수집된 전체 데이터는 카테고리화 될 필요가 있다
. 우선, 행
동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장소의
경우에는 GPS 좌표를 통해서 웹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수동으로 레이블링할 수 있다. 장소나 행동의 종류는 상당

3.3 데이터 통합 및 분할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프

히 많으므로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행동과 그 로그램에서 파일 형태로 수집된 7가지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행동을 수행한 장소의 카테고리화가 필요하다
. 만약 수행한 모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통합된 데이
든 행동이 다르고, 그 때마다 모든 정보가 변화한다면 그것으

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데

로부터 모델을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 마찬가지로 청취한 음악

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리고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에

을 곡명별로 분류할 경우, 너무 많은 종류가 생기게 되고 통화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내역은 전화번호별로 구분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부

실험을 진행한다.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는 1분 동안의 행동,

여하기 어렵다. SMS도 통화 내역과 마찬가지이다.

장소, 감정, SMS, 전화 등의 내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먼저 행동을 카테고리화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데
이터에서 행동은 총 422 가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레이블링

3.4 세부 행동 추론을 위한 확률 모델 설계

된 행동은 3819개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 패턴을 추출하기에는

확률 모델링을 진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목표 노드, 컨텍스

데이터에 비해서 행동의 종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행동의

트 노드, 증거 노드의 3개의 계층으로 구성한다. 목표 노드는

카테고리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General Social Survey [6]를

인식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공부하기’ 나 ‘수업’ 혹은 ‘비디오

참조하여 32개 행동으로 전체 행동을 카테고리화 하였다. 그

게임 하기’ 등의 앞서 정의한 32개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될

결과는 표 2와 같다. 방문한 장소의 총 개수는 692 종류의 장

수 있다. 컨텍스트 노드는 컨텍스트의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기

소이며, 전체 방문 횟수는 5294개 이다. 마찬가지로 장소 역시

본적으로 행동 이론에 존재하는 5종류의 컨텍스트 카테고리

카테고리화할 필요성이 있다. 장소는 모두 19 종류로 카테고리

[3] 마다 하나씩 컨텍스트 노드를 생성한다. 여기서는 표 3과

화 한다. 전화 통화와 SMS 내역의 경우에는 통화 상대방을

같이 세분화 한다.

friend, family, lover, others 의 4종류의 값으로 변경하고, 청
취 음악은 청취한 음악에 대한 가수별로 그룹화한다.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에 적합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한다
.
예를 들어 수업을 받는 행위에는 공간적으로 학교가 적합하며
시간적으로는 평일의 오전이나 오후가 적합하다. 사용자의 상
태는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어야 하며, 주변의 소리는 조용
해야 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른 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런 공간/시간/상태/주변상황/사회적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행동을 온전히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모바일기기에 있는 정보들로부터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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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컨텍

로 증거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확률 모델링의 변경 대상을 특

스트 노드로 분할하여 컨텍스트 별로 신뢰도를 할당하는 것으

정 컨텍스트 노드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체 확률 모델의 변경을

로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은 설계된 BN의 실
제 사례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컨텍스트 노드를 나타

표 3. 컨텍스트 노드의 구분
컨텍스트 노드의 종류
Spatio-Context
Temporal Context
Personal Context
Environmental Context
Social Context

상세 설명
추론하려는 행동에

낸다.
적합한

공간적 위치를 증거로 포함
추론할 행동에 부합하는 시

3.5 상위 행동 추론을 위한 확률 모델 설계
앞서 소개한 32개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서 모두 32개의
세부 행동 BN을 설계한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되는

간적 정보를 포함
추론할 행동에 적합한 사용

정보들을 이 행동들을 모두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

자의 상태를 표시
주변의 물체나 소리 등을 모

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비슷한 증거를 포함하는 유사한 행동들을 정확히 구
그러나 유사한 행동을 정확히 구

델링하기 위해서 이용
사용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분해내지 못하더라도 그 행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 지 판단할

교우 관계를 증거로 사용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세부적인 행동을 포함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는 상위 행동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에 대한 확률
값을 증거로 하여 상위 행동을 추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설계는 가상노드를 추가하여 실제로 관찰된 증거와 확률값을

. 그림 3
모두 상위 행동의 노드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은 그렇게 설계된 노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컨텍스트 계층구조에 따른 BN 설계

그림 4. 상위 행동 설계의 예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m465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총 12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약 4주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3. 설계된 BN 의 예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에 감정과 행동을 레이블링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림 2는 특정 행동에 대해서 컨텍스트 노드와 증거 노드를 연
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부’라는 행동에 대해서 적합한

4.1 BN 성능 테스트 결과

공간 컨텍스트는 ‘학교’, ‘도서관’ 혹은 ‘집’ 이 될 수 있을 것이

BN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4주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

다. 물론 각각의 장소마다 실제로 공부에 적합한 정도가 다르

탕으로 설계된 BN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동으로 레이블링

며, 공부라는 행위에 이런 공간적 위치가 미치는 영향도 달라

된 정보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각

진다. 여기서는 증거 노드와 컨텍스트 노드 사이의 관계로‘학

각의 행동 추론의 결과는 모두 Yes/No로 표시되며, Hit rate를

교’, ‘도서관’ 등의 장소가 공부에 얼마나 적합한 위치인지를 모

계산한다. Hit rate 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Yes로 답

델링하며, 다시 컨텍스트 노드와 ‘공부’라는 행동 사이의 관계 하거나 그 행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No 로 답할 경우
를 통해서 그 행동과 공간적 위치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상승하며, 반대로 답할 경우에는 감소한다. 따라서 Hit rate을
모델링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기 성능의 향상이나 센서의 추가 계산하는 것으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성능을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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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5와 6은 각각의 BN의 성능을 보여준다.

주로 숙제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식사를 하러 다녀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의 추론된 행동은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고 상위 행동이 더 많이 부합한다. 세부 행동 가
운데에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완벽
히 부합하지는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상위 행동의
경우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그림 5. 상위 행동 BN의 Hit Rate

본 논문에서는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컨텍스트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성능을 평가하
였다. 또한 설계된 세부 행동들의 정확률을 보정하기 위하여
상위 행동을 정의하고 상위행동을 추론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의 성능도 비교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에 존재하는 기본
정보들만을 이용하였을 경우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는 못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정보들뿐만 아
니라, 추가적인 정보, RFID 와 가속도 센서, 온도, 습도 등의
부가적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에 이용되는 컨텍스트를 확
장하는 것과 추론된 행동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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