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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으면

서,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다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인의 행

동을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과

의 상호작용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

다. 기존 상호작용 행동 인식 연구에서는 오디오, 블루투스, Wi-Fi 등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이들은 사용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

으며 단시간 내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물리 센서의 경우 사생

활 침해 가능성이 낮으며 단시간 내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스마트폰 상의 다종 

물리 센서 데이터만을 활용, 딥 러닝 모델에 기반한 사용자의 동행 상

태 인식 방법론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동행 여부 및 대화 여부를 분류하는 동행 상태 분류 모델

은, 컨볼루션 신경망과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이 혼합된 구조를 지

닌다. 먼저 스마트폰의 다종 물리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존재하

는 타임 스태프의 차이를 상쇄하고, 정규화를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시퀀스 데이터 형태로 변환함으로써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입력 데

이터를 생성한다. 이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입력되며, 데이터의 시간적 

국부 의존성이 반영된 요인 지도를 출력한다.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

망은 요인 지도를 입력받아 시간에 따른 순차적 연관 관계를 학습하

며, 동행 상태 분류를 위한 요인을 추출하고 소프트맥스 분류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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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반한 최종적인 분류를 수행한다.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실험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을 평가하였다. 최적의 파라

미터를 설정하여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한 결과, 동행 

여부와 대화 여부를 각각 98.74%, 98.83%의 높은 정확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구조를 변형하고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

면서 분류 성능의 변화를 추적하여, 모델 내 각 구성 요소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사용자 행동 인식, 그룹 상호작용, 스마트폰 물리 센서, 딥 

러닝, 컨볼루션 신경망,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학  번 : 2014 – 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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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생활 속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넓

어지면서, 현대인들이 하루 중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시간

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으면서,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

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자 하는 ‘사용자 행동 인식(HAR. human 

activity recognition)’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인 사용자의 신

체 일부의 단순한 움직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걷거나 앉

는 등의 저수준(low-level) 행동 인식[1-9], 더 나아가서는 수면을 취하

거나 식사를 하는 등 보다 복잡성이 높은 고수준(high-level) 행동에 대

한 인식[10-12]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동 인식에 대한 시도가 성공을 거둠에 

따라, 이에 기반한 스마트 보조 제품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각

종 스마트 가전 제품을 비롯하여, 건강 보조, 엔터테인먼트, 산업 현장

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복잡한 행동에 대한 인식의 기반에는 스마트폰

에서 수집하는 다종 센서 데이터가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가속도, 자

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기본적인 물리 센서를 비롯하여, 오디오, 주

변 블루투스 기기, Wi-Fi, GPS 등의 추가적인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 

기기에서 지정된 수집 빈도에 따라 이들 센서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수집되며, 사용자의 권한 부여 여부에 따라 다른 응용 애플리케이션

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필요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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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당수의 연구가 스마트폰 사용자 개인

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사용자가 타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용자와 대화하는 중에 있는지 등 타인과의 상호

작용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 사회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24시간 중 평균 8시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3],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동 인식 

연구에 있어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높은 연구 가

치를 지닐 수 있음을 방증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타인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자, 사용자

의 대화 상황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중 상당수의 

연구에서 사용자의 대화 상황 인식을 위해 오디오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14-17] 등의 연구에서는 오디오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

자의 대화 상황 인식을 시도하였으며, [18-21] 등에서는 사용자의 대화 

상대 인원수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동행 인원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오디오 데이터에 기반한 대화 상

황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동행 상황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타인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대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거치지 않고 타인과의 동행 상황을 

인식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중 대부분은 동행 상

황 인식을 위해 블루투스 혹은 Wi-Fi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2-

25]의 경우 블루투스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 주변에 있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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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기기를 포착함으로써 사용자의 동행 상황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24-27]의 경우 스마트폰의 Wi-Fi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공간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 기기를 포착함으로써 사용자의 동행 상황을 인식

하였다. 그러나 블루투스 데이터나 Wi-Fi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 사용

자의 동행 상황을 인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주변의 모든 스

마트폰에서 수집되는 블루투스 데이터나 Wi-Fi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의 동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들 간의 동시간대 블루투스 데이터 및 Wi-Fi 데

이터를 동시에 가져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

용자만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동행 상대자가 스마트폰을 소

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블루투스 데이터나 Wi-Fi 데이터를 사용한 동

행 상황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상호작용 행동 인식에 대

한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수집하는 오디오, 블루투스, Wi-Fi 등의 센서

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의존하였다. 이들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스마트폰 기기 주변의 컨텍스트를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나, 

그만큼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센서의 

특성 상 물리 센서에 비해 수집 빈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물리 센서의 경우, 수집 빈

도가 다른 센서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풍부한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물리량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사

생활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이러한 센서 데이터의 경

우 일종의 시그널(signal) 데이터로서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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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는 데 사용하기에 앞서 이들 데이터를 유효한 형태로 변환하고 

효과적인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

라 물리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들에서는 이

러한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28]. 

최근 이미지 인식 및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딥 러

닝(Deep Learning) 모델에 대한 관심이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 분야에

서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딥 러닝 모델의 우수

한 요인 추출 능력이 있다[29-30]. 물리 센서 데이터와 같은 시그널 데

이터에 딥 러닝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모델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잠

재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에서 월등한 성

능을 거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31-38]. 

앞서 언급된 오디오, 블루투스, Wi-Fi 센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태

생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기존 사용자 상호작용 행동 인식 연구

들에서 보여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인 물리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딥 러닝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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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상의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다종 물리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 러닝 모델에 기반

한 사용자의 ‘동행 상태’ 인식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때의 동

행 상태란 사용자 상호작용 행동의 일부를 재정의한 것으로, 사용자

가 타인과 가까운 거리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변 타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39]과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LSTM recurrent network.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twork)[40]이 혼합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

고 있으며, 모델로 하여금 물리 센서 데이터 상에서 효과적인 요인을 

추출하고 그것의 순차적 연관 관계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다. 결과

적으로, 물리 센서 데이터에 딥 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데이

터 수집 빈도 문제와 사용자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사용

자 상호작용 행동 인식 연구들에서 보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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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스마트폰 상의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으로부터 시간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

의 입력 데이터로 종합하고, 결측값(missing value)을 처리하며 정규화

(normalization)를 수행하는 등의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센서 별 데이터 수집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상쇄시키면서 하나의 데이터로 종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기기에 따라 센서의 민감도(sensitivity) 및 

오프셋(offset)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규화 방법을 제안한다. 

입력 데이터는 '동행'과 '비(非) 동행', '대화'와 '비 대화'의 두 쌍의 클

래스 레이블(label)이 부여된다. 실험 수행 시 피실험자가 최소 1명 이

상의 타인과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경우 '동행'으로, 그렇지 않은 경

우 '비 동행'으로 기록하며, 주변 타인과 대화하고 있는 경우 '대화'로,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 '비 대화'로 기록한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컨볼루션 신경망과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

망이 혼합된 구조를 제안한다. 먼저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변형한 구조를 제안하여, 물리 센서의 시간에 따

른 시그널 데이터가 다층의 컨볼루션 유닛(unit)을 거치면서 국부 영역

에서의 잠재적인 패턴을 포착하고, 이를 요인으로 추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음성 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순환 신경망의 변형된 구조를 

제안하여, 추출된 요인이 다층의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을 거치도

록 함으로써 모델이 요인 상의 순차적 연관 관계를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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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거쳐 최종 학습된 모델로 하여금 동행 여부와 대화 여부

를 각각 분류하도록 하며,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분류 정확도와 비교한다. 그리고 모델

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조정하면서 이들 각각이 최종 분류 결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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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배경 이론 

2.1.1. 컨볼루션 신경망 

컨볼루션 신경망은 다층 인공신경망(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의 일종으로,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및 시계열 데이터 등에 대한 적

용 방법론이 Y. LeCun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39]. 컨볼루션 신경망

은 모든 데이터 차원을 모델링하는 대신, 기하학적으로 가까이 위치

한 국부 영역에서의 데이터의 패턴만을 포착함으로써 모델의 복잡도

를 감소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대표적인 구

조를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이미지 인식 문제에서 Y. LeCun이 제안한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39] 

 

일반적인 다층 신경망 내 하나의 층이 복수 개의 유닛들로 구성된 

1차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컨볼루션 신경망 내 하나의 층은 

너비(width), 높이(height), 깊이(depth) 방향으로 구성된 3차원 구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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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닛들이 배치되어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의 패

턴을 국부 영역별로 독립적으로 모델링하지 않고, 커널(kernel)을 두어 

이를 지정한 간격만큼 이동시키면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각 유닛의 

출력값을 계산하며, 이를 요인 지도(feature map)의 형태로 추출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 음성, 시계열 데이터 등의 기하학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가중치(weight)

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학습 과정에서의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이 이루어진 

다음 통합(pooling) 연산이 뒤따른다.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국부 영역

에서의 패턴으로부터 요인 지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원본 입

력 데이터 내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데, 컨볼루션 층을 거치면서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진다. 

통합 연산은 요인 지도 상의 국부 평균값 혹은 최대값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치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하

여금 보다 노이즈(noise)에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그림 2와 같이 컨볼

루션 연산과 최대값 통합 연산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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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컨볼루션 연산과 최대값 통합 연산 비교[52] 

 

이미지 인식을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림 

3과 같이 컨볼루션 층과 통합 층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각각의 연산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위치 

정보가 제거된 상세한 패턴 정보를 가진 요인들을 추출한다. 분류 성

능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적인 신경망을 배치하여, 해

당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반영한 최종 분류 결과를 출력하도록 한다. 

 

 

그림 3 Krizhevsky et al. 이 제안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의 전체 구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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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일반적인 순환 신경망(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은 텍스트 문장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등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시퀀

스(sequence)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시간에 따른 입력 시퀀스 벡터 𝑥𝑡  (𝑡 = 1, … , 𝑇)로 구성된 입력값 𝒙 =

(𝑥1, … , 𝑥𝑇)와 이에 대한 출력 시퀀스 벡터 ℎ𝑡 로 구성된 출력값 𝒉 =

(ℎ1, … , ℎ𝑇) , 은닉 시퀀스 벡터 𝑠𝑡 로 구성된 은닉 상태값(hidden state) 

𝒔 = (𝑠1, … , 𝑠𝑇), 그리고 순환 신경망 내 가중치 행렬 𝑈, 𝑉 , 𝑊  가 주어

졌을 때, 기본적인 순환 신경망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4 순환 신경망의 기본 구조 

 

순환 신경망에서 시점 t의 은닉 상태값 𝑠𝑡는 수식 (1)과 같이 결정된

다. 

 

 𝑠𝑡 = 𝑓(𝑈𝑥𝑡 + 𝑊𝑠𝑡−1 + 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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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에서 𝑓는 쌍곡 탄젠트(hyperbolic tangent), 선형 정류 함수

(ReLU. rectified linear unit) 등의 비선형 함수에 해당하고, 𝑏는 편향(bias) 

벡터이다. 이와 같이 시점 t의 은닉 상태값 𝑠𝑡는 현재 시점의 입력값 

𝑥𝑡와 함께 바로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값 𝑠𝑡−1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전 시점의 입력값의 특징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점 t의 출력값 ℎ𝑡는 수식 (2)와 같이 결정된다. 

 

 ℎ𝑡 = 𝑔(𝑉𝑠𝑡 + 𝑐)  (2) 

 

수식 (2)에서 𝑔로는 소프트맥스(softmax) 등과 같은 비선형 함수가 

사용되며, 𝑐는 편향 벡터이다. 순환 신경망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가

중치 행렬 𝑈, 𝑉, 𝑊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학습에 필요한 가중치의 수

를 대폭 감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순환 신경망의 경우 모델 학습 과정에

서 시간에 따른 기울기(gradient)의 시간에 따른 역전파(back-

propagation through time)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특히 신경망 층을 여러 번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울기 사라짐

(gradient vanishing) 혹은 기울기 폭발(gradient explosion) 현상이 발생하

며, 이로 인해 시퀀스 데이터 간의 오랜 시간 전의 연관관계인 장기 

의존성(long-range dependency)을 학습하는 데 취약하다[41].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은 기존 순환 신경망의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형태의 장단기 기억 유닛(LSTM. long 

short-term memory)을 사용한다. 장단기 기억 유닛에서는 입력 게이트

(gate), 망각 게이트, 출력 게이트의 3종류의 게이트를 사용하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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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입력 노드(node)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입력,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제어함으로써 시퀀스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에 대한 기억 

능력을 높인다[42]. 

 

 

그림 5 장단기 기억 유닛의 구조[54] 

 

장단기 기억 유닛에서 입력값을 받아 출력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크

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망각 게이트에서 

현재 시점의 입력값과 바로 이전 시점의 출력값을 참조하여 수식 (3)

과 같이 망각 요인(forgetting factor) 𝑓𝑡를 계산한다. 

 

 𝑓𝑡 = 𝜎(𝑊𝑓 ∙ [ℎ𝑡−1, 𝑥𝑡] + 𝑏𝑓)  (3) 

 

𝑓𝑡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 𝑊𝑓와 망각 편향(forget bias) 𝑏𝑓

가 사용되며,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𝜎를 적용한다. 망각 요인 𝑓𝑡는,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값을 현재 시점의 은닉 상태값에 어느 정도 반

영할지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 망각 편향의 초기값을 어떻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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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느냐에 따라, 장단기 기억 유닛 내 은닉 상태의 망각 정도를 인위

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게이트에서 현재 시점의 입력값과 바로 

이전 시점의 출력값을 참조하여 수식 (4)와 같이 갱신 요인(update 

factor) 𝑖𝑡를 계산한다.  

 

 𝑖𝑡 = 𝜎(𝑊𝑖 ∙ [ℎ𝑡−1, 𝑥𝑡] + 𝑏𝑖)  (4) 

 

𝑖𝑡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 𝑊𝑖와 입력 편향(input bias) 𝑏𝑖

가 사용되며,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𝜎 를 적용한다. 그와 동시에, 

수식 (5)와 같이 현재 시점의 잠재적인 은닉 상태값 �̃�𝑡를 계산한다. 갱

신 요인 𝑖𝑡에 따라, 잠재적 은닉 상태값 �̃�𝑡이 현재 시점의 은닉 상태값

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결정된다. 

 

 �̃�𝑡 = tanh(𝑊𝐶 ∙ [ℎ𝑡−1, 𝑥𝑡] + 𝑏𝐶)  (5)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계산한 입력 게이트 활성화 값 𝑖𝑡와 잠재

적 은닉 상태값 �̃�𝑡를 참조하여, 수식 (6)과 같이 현재 시점의 실제 은

닉 상태값 𝐶𝑡를 계산한다. 

 

 𝐶𝑡 = 𝑓𝑡 ∗ 𝐶𝑡−1 + 𝑖𝑡 ∗ �̃�𝑡  (6)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출력 게이트에서 현재 시점의 입력값

과 은닉 상태값, 바로 이전 시점의 출력값을 모두 참조하여 수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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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같이 현재 시점의 출력값 ℎ𝑡를 최종 계산한다.  

 

 𝑜𝑡 = 𝜎(𝑊𝑜 ∙ [ℎ𝑡−1, 𝑥𝑡] + 𝑏𝑜)  (7) 

 

 ℎ𝑡 = 𝑜𝑡 ∗ tanh(𝐶𝑡)  (8) 

 

𝑜𝑡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 행렬 𝑊𝑜와 출력 편향(output bias) 

𝑏𝑜가 사용되며,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 𝜎를 적용한다.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은 이와 같이 장단기 기억 유닛에서의 망각 과정을 통해 

순환 신경망의 기울기 사라짐 및 기울기 폭발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시퀀스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 반영 능력을 극대화하였다고 할 수 있

다. 

  



 

16 

2.2. 관련 연구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속도 센서 

등의 물리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의 저수준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 다수의 센서를 피실험자의 신체 곳곳에 부착한 

후, 실험 환경에서 여러가지 저수준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데이터

를 수집한 후, 이에 대해 인식을 수행하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Tapia et al. 은 통제된 실험 환경 하에서 총 21명의 피실험자의 손목, 

팔, 엉덩이, 무릎, 다리 등에 센서를 부착한 후, 총 17가지의 저수준 행

동을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5]. 개인별 모델을 학습하여 분류를 

수행한 경우 평균 94.6%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 피실험자에 

대한 단일 모델을 사용한 경우 56%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Pärkkä et 

al. 은 가속도와 오디오, 활력 징후(vital sign), 주변 환경 정보 등 총 22

가지 시그널을 측정하여 저수준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6]. 이를 위해 가슴, 손목, 손가락, 어깨 등의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였

으며, 7가지 저수준 행동에 대해 최대 86%의 분류 정확도를 도출하였

으나 걷기나 노 젓기와 같은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Maurer et al. 은 가속도, 조도, 체온계, 오디오 센

서가 내장된 스포츠 시계인 eWatch를 사용하여 저수준 행동을 인식하

는 방법을 연구하였다[7].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C4.5 

의사결정나무를 통해 6가지 저수준 행동을 분류하였으며, 92.5%의 분

류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경우 사전에 피실험자

들에게 각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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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

자의 저수준 행동 인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용자가 시간

에 따라 기록한 행동 로그(log)를 바탕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한 

다종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간대 별 행동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다[43-46]. Wu et al. 은 스마트폰 상에서 센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기록한 로그를 활용하여 행동을 인식하는 모

바일 센싱 플랫폼인 MobiSens를 제안하였다[47].  MobiSens는 인식한 

사용자 행동에 따라 센서 데이터 수집 빈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소모

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제시하였다. Lara et al. 의 Vigilante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속도를 비롯하여 심장박동, 호흡 속도, 피부 온

도 등과 같은 신체 신호를 수집하여 이를 사용자 행동 인식에 활용하

였다[8]. Berchtold et al. 의 ActiServ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행동 인

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한 사

용자의 저수준 행동 인식을 시도하여 최대 97%의 분류 정확도를 얻었

다[9]. 그러나 서기와 앉기 등의 행동의 경우 스마트폰의 방향이 변화

하게 되면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Miluzzo 

et al. 의 Darwin은 통합적인 모바일 센싱을 위한 플랫폼으로, 행동 분

류를 위한 기계 학습 절차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이들 간의 협업 추

론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분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48]. 

스마트폰 사용자의 저수준 행동 인식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TV

를 시청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고수준 행동 인식을 시도한 연구도 

뒤따라 등장하였다. Bao et al. 은 신체 5개 부위에 가속도 센서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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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TV 시청이나 청소, 빨

래 등과 같은 고수준 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0]. Chen et 

al. 은 동적 LDA(dynamic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모델을 사용하여 8

가지의 저수준 행동 및 일부 고수준 행동에 대해서 93%의 분류 정확

도를 도출하였다[11]. Lee et al. 은 점심식사, 운전, 화장실 사용 등의 고

수준 행동을 Semi-CRF(conditional random fields) 모델을 사용하여 인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2]. 

스마트폰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행동 인식에 대한 연구는 블루투스 

혹은 Wi-Fi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하거나, 이를 기본적인 물리 센서 데

이터와 혼합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다. Ghose et al. 의 

BlueEye는 블루투스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주변이 

어느 정도 붐비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해당 사용자가 많은 수의 타인

들과 상호작용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였다[22]. Do et 

al. 은 블루투스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접한 스마트폰 사용자 간

의 연결망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종류를 인식

하였다[23]. 예를 들어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사무실 내에서 이루

어진 것인지 혹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사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컨텍스트를 밝혀냈다.  

Liu et al. 은 스마트폰 사용자들끼리 마주본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호작용 행동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25]. 사용자

가 다양한 환경에 있을 때 블루투스 센서와 조도 센서 데이터를 수집

하여 행동 인식에 사용함으로써, GPS나 Wi-Fi 센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분류 정확도를 높이면서 전력 소모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Garcia-Ceja et al. 은 가속도 센서와 Wi-Fi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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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행동과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 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시도하였다[26]. 가속도 및 Wi-Fi 데이터에 

대하여 Jaccard 거리에 기반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

해 최고 99%의 분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Carreras et al. 의 

Comm2Sense는 스마트폰의 Wi-Fi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들 

간에 근접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였으며, 실내 및 실외에서 최소 

0.5m 단위까지 감별해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27]. 

한편 블루투스 혹은 Wi-Fi 외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인식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Luo et 

al. 의 SocialWeaver는 오디오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 중인 

사용자들에 대한 군집화를 통해 이들의 대화 네트워크를 정의하고자 

시도하였다[49]. 소리의 강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기반 분류기와 

GMM(gaussian mixture model) 기반 분류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자들의 대화 네트워크 분류 정확도는 최고 92%를 기록하였다. Li 

et al. 의 Peopletones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친구가 근방에 있는지 여부

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50]. Peopletones는 스마트폰이 연결된 

기지국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오디오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자체적으로 추출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Jayarajah et al. 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실내/외 위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혼자 있을 때

와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이동 패턴, 통화/SMS 반응도, 애플리케이션 

사용 상의 차이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51]. 이러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련 컨텍스트를 추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기존 사용자 행

동 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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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인식 및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서 딥 러닝 모델이 성과를 거

두게 되면서, 사용자 행동 인식 분야에도 딥 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연

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Vollmer et al. 과 Plötz et al. 은 제한된 볼츠만 

기계(RBM. restricted Boltzmann machines)와 성긴 오토인코더(sparse 

autoencoders)에 기반한 사용자 행동 인식을 시도하였다[31-32]. 그러나 

이러한 모델의 경우 시간에 따른 시그널 데이터의 국부 의존성을 반

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Zeng et al. 은 이러한 국부 의존성을 모

델에 반영하고자, 기존에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사용하던 컨볼루션 

신경망을 도입한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33]. 그러나 단

층의 컨볼루션 구조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의 활용을 극

대화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Jiang et al. 은 피실험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센서에서 수집한 가속도와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층 컨볼루션 구조를 채택하여 사용자의 6가지 저수준 행동 인식을 

시도하였다[34]. Ronao et al. 은 단순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 컨볼루션 

단계에서의 하이퍼파라미터(hyper parameter)의 값을 맹목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보다는,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넘겨지는 정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35]. 구체적으로, 새로

운 컨볼루션 층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층에서의 요인의 개수와 입력

값의 개수의 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컨볼루션 층의 구조를 설계하

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물리 센서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순차적 연관 관계

를 포착하고자,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도 이루어졌다. Lee et al. 은 두 층의 계층적 양방향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모델을 채택하여 기울이기, 흔들기, 회전하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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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가하는 제스쳐에 대한 인식을 시도하였다

[36]. 행동 인식을 위해 가속도 센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으며, 최고 

96.9%의 분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Chen et al. 의 경우에는 두 층의 계

층적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모델을 채택하여, 가속도 센서 데이터

에 기반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저수준 행동에 대한 인식을 시도하였다[37].  

한편, 컨볼루션 신경망과 장단기 순환 신경망을 혼합한 딥 러닝 모

델을 구성하여, 둘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도 진행

되었다. Ordóñez et al. 은 컨볼루션 층과 장단기 기억 순환 층을 결합, 

컨볼루션 층의 국부 의존성 학습 능력과 함께 장단기 기억 순환 층의 

순차 데이터에 대한 연관 관계 학습 능력을 결합하였다[38]. 해당 연

구에서는 피실험자의 가슴, 팔, 손, 다리, 발 등에 웨어러블 센서를 부

착, 여기에서 수집한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사용하

여 문 열기, 서랍 열기, 식탁 정리하기 등의 고수준 행동 인식을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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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기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다종 

물리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입력받아 사용자의 동행 여부 및 대

화 여부를 분류하는 딥 러닝 모델 기반 동행 상태 인식 기법을 제안한

다.  

그림 6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스마트폰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

터를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받아 

동행 및 대화 여부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는,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구조를 구성 요소별로 제안한다. 그리고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한 학습 기법

을 제안한다. 

 

 

그림 6 사용자 동행 상태 인지 기법의 전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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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전처리 

3.1.1. 물리 센서 간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의 차이 상쇄 

스마트폰의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물리 센서에서 시간

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들 간의 수

집 타임 스탬프(time stamp)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미세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고유한 물리 센서 제어 방식에 의해, 

각 물리 센서의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의 주기에 미세한 차이가 발

생한다. 물리 센서 데이터 수집을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집 

주기를 일정하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는 센

서에서 수집되는 값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때만 실제 데이터 수

집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가속도 센서의 수집 주기를 50Hz로 설정했

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이러한 제어 방식에 의해 실제 

수집된 데이터 인스턴스 간의 타임 스탬프 간격이 정확히 20ms가 되

지 않고 미세한 오차를 보인다.  

둘째로, 물리 센서 데이터 수집용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센서 데이

터를 요청하는 모듈의 쓰레드(thread) 제어 방식에 의해, 각 물리 센서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의 오프셋에 차이가 발생한다. 물리 센서 데

이터를 짧은 주기를 두고 수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스템

의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때문에, 해당 작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자 시스템 상에 별도의 쓰레드를 생성한 뒤, 여기에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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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요청하는 모듈이 실행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속도, 자기

장,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이 각각 별도의 쓰레

드에서 실행되어, 총 3개의 쓰레드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센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경우, 각 모듈에 따

라 수집 타임 스탬프의 오프셋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 수집된 센서 데이터 별 

수집 타임 스탬프에 차이가 발생한 결과 예시를 그림 7에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 

인스턴스가 타임 스탬프 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어

야 하는데, 서로 다른 시점으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7 물리 센서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의 차이 예시 

 

본 연구에서는 각 물리 센서 별로 수집한 데이터 인스턴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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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집 타임 스탬프의 차이를 상쇄시키면서 이들을 하나의 데

이터로 종합하기 위해, 각 센서 데이터의 수집 시점값을 비교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전체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합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는 물리 센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보간법(interpolation 

technique)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용자 행동 인식 성능 향상에 효과

적인 근접 보간법(nearest interpolation)을 일부 응용한 방법이다[55]. 물

리 센서의 수집 주기를 50Hz로 맞추었을 때의 예시를 그림 8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8 물리 센서 간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의 차이 상쇄 예시 

 

먼저 각 물리 센서 데이터의 타임 스탬프 간격을 일정하게 조정하

기 위해, 기존 타임 스탬프 값을 지정한 타임 스탬프 간격의 배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그림 8의 예시에서는, 수집 데이터 인스턴스 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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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스탬프 값이 기존 값에서 가장 가까운 20ms의 배수가 되도록 조정

하였다. 다음으로, 타임 스탬프의 주기가 가장 긴 센서 데이터를 기준

으로 정한 뒤, 이에 대해 타임 스탬프 값을 사용하여 조인(join) 연산

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 센서 데이터를 붙인다. 그림 8의 예시에서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기준 데이터로 정한 뒤, 타임 스탬프 값을 기준

으로 자기장 및 자이로스코프 센서 데이터를 종합하였다.  

 

3.1.2. 스마트폰 기기 간 센서 데이터의 민감도 및 오프셋 

차이 상쇄 

앞선 단계가 단일 스마트폰 내 각 센서의 데이터 수집 타임 스탬프

의 차이를 상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용자들

의 기기 간 수집 데이터 값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한

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 기기 모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센서의 

종류가 다르며, 이는 기기 별로 수집한 데이터 값의 민감도 및 오프셋 

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별 수집 

데이터에 존재하는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각 센서 데이터의 x, y, z

축 값 별로 전체 사용자에 대한 정규화(normalization)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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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체 사용자에 대한 물리 센서 데이터 정규화 예시 

 

그림 9에서 사용자 1의 x축 방향 가속도 데이터를 정규화할 때, 전

체 N명의 사용자들의 모든 x축 방향 가속도 데이터에 대한 통계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규화를 수행하는 예시 과정을 보였다. 

 

3.1.3. 결측값 제거 및 시퀀스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전처리의 최종 단계에서는, 데이터 종합 및 정규화가 이루

어진 데이터 상의 결측값을 제거하고,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식에 따라 일정한 길이의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로 재구성하는 과정

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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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물리 센서 데이터의 시퀀스 데이터 변환 예시 

 

그림 10의 예시에서는, 윈도우의 길이를 원본 데이터 인스턴스 96

개에 해당하는 1920ms로 고정한 상태로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0% 

오버래핑(overlapping)을 적용하여 각 시퀀스 데이터 인스턴스를 생성

하였다. 50% 오버래핑은 기존에 이루어진 사용자 행동 인식 연구에서, 

분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된 바 있다[10]. 이

렇게 생성된 시퀀스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와 같이 2D 구조를 지니

게 되어,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층에 입력될 수 있는 형태가 갖추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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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컨볼루션 신경망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층으로 보내진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그림 11과 같이 세 개의 컨볼루션 층(convolutional 

layer)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와는 달리 

통합층(pooling layer)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컨볼루션 연산이 이루어

진 시퀀스 데이터의 시간적 위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여, 뒤에 이어

질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에서 시퀀스 데이터의 순차적 연관 관계

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11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 

 

컨볼루션 층에서의 커널은 2D 입력 데이터의 수직 방향에 해당하는 

시간 축 방향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 컨볼루션 연산

을 거친 결과에 선형 정류 함수를 적용하여 요인 지도의 값을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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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력층에서는 2D 입력 데이터가 단일 요인 지도로써 입력되나, 매 

컨볼루션 층에서 생성되는 요인 지도의 개수는 복수 개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컨볼루션 층에서 출력한 각 요인 지도

는, 2D 입력 데이터와 비교하면 반복된 컨볼루션 연산으로 인해 수직 

방향 길이가 일부 축소된 형태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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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및 최종 분류기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내에는 두 개의 순환 신경망 층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순환 신경망 층에는 복수 개의 장단기 기억 유닛이 

존재한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세 번째 컨볼루션 층에서 출력한 각 요

인 지도는 그림 12와 같이 시간 축을 기준으로 분절된 후, 시간에 따

른 각 요인값이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내 첫 번째 순환 신경망 층

의 모든 장단기 기억 유닛에 각각 입력된다. 각 장단기 기억 유닛에서

의 출력값 계산 시에는 쌍곡 탄젠트 함수가 적용된다. 장단기 기억 순

환 신경망의 두 번째 순환 신경망 층의 각 장단기 기억 유닛은, 첫 번

째 순환 신경망 층의 각 장단기 기억 유닛의 시간에 따른 출력값을 입

력값으로 받아들인 뒤, 첫 번째 순환 신경망 층에서와 동일한 방식으

로 시간에 따른 출력값을 계산한다.  

 

 

그림 12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및  

최종 분류기 구조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내 두 번째 순환 신경망 층의 각 장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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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유닛에서 맨 마지막으로 출력한 값들은, 그림 12와 같이 한 층의 

신경망을 추가로 거친 뒤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통해 최종 분류 결과

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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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습 알고리즘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소프트맥스 분류기에 의해 분류된 결과의 

오류(error)는 교차 엔트로피(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

한다. �̂�가 소프트맥스 층에서 출력한 로짓(logit), 𝒙가 실제 레이블의 

0-1 벡터 표현형, 𝜃가 모델의 전체 가중치를 나타낼 때, 단일 인스턴스 

𝒙, �̂�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는 수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𝑙(𝒙, �̂�; 𝜃) = − ∑ 𝑥𝑖 log(𝑥𝑖)

𝑖

 (9) 

 

수식 (9)에서, N개의 데이터 인스턴스 𝒙(1:𝑁),  �̂�(1:𝑁)에 대한 교차 엔

트로피 손실 함수는 수식 (10)과 같다. 

 

 

𝐿(𝜃; 𝒙(1:𝑁), �̂�(1:𝑁)) =
1

𝑁
∑ 𝑙(𝒙𝒏, �̂�𝒏; 𝜃)

𝑁

𝑛=1

= −
1

𝑁
∑ ∑ 𝑥𝑖 log(𝑥𝑖)

𝑖

𝑁

𝑛=1

 

(10) 

 

수식 (10)을 통해 계산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의 전체 

가중치를 조정하는데, 이 때 Kingma et al. 이 제안한 ADAM 알고리즘

[56]을 적용한다. 일정한 크기의 미니 배치(mini-batch)에 대한 기울기 

강하(gradient descent) 기법을 적용하여, 오류의 기울기가 모델 상의 각 

가중치로 역전파(back-propagation)되면서 가중치 값을 조정한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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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N이라고 할 때, 미니 배치 기울기 강하 기법을 통한 가중치 

𝜃 갱신을 수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𝜃 ← 𝜃 − 𝜂 ∙ ∇𝜃𝐿(𝜃; 𝒙(1:𝑁), �̂�(1:𝑁)) (11) 

 

학습 데이터를 복수 개의 배치로 나누어 이러한 과정을 반복 실행

하며,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1회 반복을 1회 시기(epoch)로 간주한

다. 수식 (11)에서, 1회 시기를 완수할 때마다 기울기 강하에서의 학습

률(learning rate) 𝜂이 지수함수적으로 붕괴(exponential decay)하도록 하

여 이를 매 시기마다 일정 비율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학습 과정에

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최적해로의 수렴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

인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동행 상태 분류 모델 상

의 모든 가중치를 초기화(initialization)하는데, 이 때 모든 가중치의 초

기값은 정규분포 상에서 임의로 추출한다. 

딥 러닝 모델은 대체로 가중치의 수가 많고 구조적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정규화

(regulariz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일반화 오류(generalization error)를 감

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학습할 시 장

단기 기억 순환 층의 입력값에 드롭아웃(dropout) 기법[57]을 적용하여, 

그림 13의 예시에서와 같이 입력값 중 일부를 임의로 생략함으로써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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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공신경망에 대한 드롭아웃 기법 적용 예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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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4.1.1. 실험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행 상태 인식 기법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용 안드로이드(Android) 애플리케이션 

SCDC(smart campus data collection)를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였

으며, 이를 피실험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안드로이드는 Google에서 개

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개발 및 

배포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그림 14는 SCDC의 주요 화면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4 SCDC의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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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C는 실험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스마트폰 상의 물리 센

서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피실험자로 하여

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동을 버튼 클릭 방식으로 손쉽게 레이블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SCDC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각 물

리 센서로 하여금 50Hz에 가까운 샘플링 빈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도록 설정하였다. 

한편, 피실험자의 SCDC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원하는 시점에 자유

롭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SCDC와 통신하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추가 개발하였다. 또한, 실험 데이터의 저

장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

축하여 활용하였다. 

 

4.1.2. 데이터 수집 실험 

총 18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폰 데이터 수집 실험

을 수행하였다. 먼저 동행 중 및 대화 중 데이터 수집 실험의 경우 실

험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세 가지 

경로를 지정한 뒤, 두 명 이상의 피실험자로 하여금 하나의 그룹을 이

루도록 한 뒤, 이들이 SCDC를 실행한 상태로 서로 대화를 하거나 혹

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지정한 경로를 왕복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

에서 피실험자들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평소와 같

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 동행 중 및 비 대화 중 데

이터 수집 실험의 경우 실험자의 감독 없이, 피실험자의 자율적인 참

여로 이루어졌다. 피실험자가 캠퍼스를 동행인 없이 홀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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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SCDC를 실행한 상태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전체 피실험자로부터 수집한 스마트폰 다종 데이터를 요약한 결과

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집한 스마트폰 다종 데이터 요약 

종류 

전체 

용량
(MB) 

데이터 레코드 수 

전체 
비 동행 

중 

동행  

중 

비 대화  

중 

대화  

중 

가속도 865.63 7,155,446 468,216 3,515,412 469,942 3,508,674 

자기장 803.61 6,553,904 399,872 3,042,017 401,704 3,035,757 

자이로 

스코프 
636.59 5,323,297 302,796 2,828,841 304,590 2,823,906 

 

물리 센서의 종류에 따른 수집 주기의 차이 때문에,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총 레코드 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비 동

행 중 및 비 대화 중 클래스에 비해 동행 중 및 대화 중 클래스의 레

코드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동행 중 및 대화 중 실험의 특

성 상 1회 실험 수행 시 여러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동시적으로 데이

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1.3. 데이터 분할 

전체 피실험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를 수행하여 시

퀀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들을 임의의 순서로 섞은 뒤, 6:2:2의 비율

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Leave-one-person-out 실험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이러한 규칙에 따

라 구성된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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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환경 및 평가 지표 

4.2.1. 실험 환경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Google에서 지원하는 TensorFlow 프레임워

크를 사용하여 Python 언어로 구현하였다. 모델 학습 및 분류 수행 시, 

3072 코어(cores), 1075MHz 클럭(clock), 12GB RAM 성능의 GPU를 사용

하였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파라미터

(parameter)를 아래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 설정 

분류 파라미터 값 

데이터 전처리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 96 

컨볼루션 

신경망 

커널의 크기 5 x 1 

요인 지도 개수 80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 

장단기 기억 유닛 개수 128 

망각 편향 1.0 

모델 학습 

가중치 임의 초기화 표준편차 0.1 

총 학습 시기 수 200 

미니 배치 크기 128 

기울기 강하 학습률(𝜂) 0.001 

기울기 강하 학습률 붕괴 요인 0.99 

드롭아웃 확률 0.3 

 

4.2.2. 평가 지표 

제안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은 오분류율(error rate, %)과 F1 

점수(F1 score)를 동시에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류 성능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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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표 3과 같이 나타낼 때, 오분류율은 수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분류 성능 평가를 위한 혼동 행렬 

 
예측 클래스 

0 1 

실제 클래스 
0 TN FP 

1 FN TP 

 

 error rate =
FP + FN

TP + FP + FN + TN
 (12) 

 

단순히 오분류율만을 사용할 경우, 클래스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전체 중 다수를 차지하는 클래스로 모든 인스턴스를 분류하는 

다수결 분류기(majority vote classifier)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낮

은 오분류율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각 클래스의 전체 대비 비중을 고려하여 분류 성능을 계산

하는 F1 점수를 함께 사용한다. F1 점수는 수식 (13)과 같이 계산된다. 

 

 𝐹1 = ∑ 2 ∗ 𝑤𝑖

precision𝑖 ∙ recall𝑖

precision𝑖 + recall𝑖
𝑖

 (13) 

 

수식 (13)에서 𝑤𝑖 = 𝑛𝑖/𝑁는 전체 𝑁개의 인스턴스 중 클래스 i에 해

당하는 인스턴스의 개수가 𝑛𝑖일 때 해당 클래스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precision𝑖과 recall𝑖는 클래스 i의 precision과 recall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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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4.3.1. 최종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 간 성능 비교 

앞서 명시한 최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동행 데이터와 대화 데이터

에 대하여 각각 학습하여 구성한 최종적인 동행 상태 분류 모델과, 베

이스라인(baseline)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한 베

이스라인 모델로는 다수결 분류기(majority vote classifier) 모델을 비롯

하여, 지지 벡터 기계(SVM. support vector machine), 기존 동행 상태 분

류 모델의 구조를 일부 변형한 Deep RNN 모델, Deep LSTM recurrent 

network 모델 등을 사용하였다. 지지 벡터 기계의 경우,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중간값 등의 기본적인 통계

량을 계산하고 이들을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비교에 사용한 베이스라

인 모델에 대한 설명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성능 비교에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 

모델 설명 

다수결 분류기 모델 
전체 중 다수를 차지하는 클래스로  

모든 인스턴스를 분류하는 모델 

SVM 
지지 벡터 기계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중간값 요인 사용) 

Deep RNN 

기존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서 컨볼루션 신경망 부

분을 제거하고, 장단기 기억 유닛 대신 일반적인 

순환 신경망 유닛을 사용한 모델 

Deep LSTM  

recurrent network 

기존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서 컨볼루션 신경망 부

분을 제거한 모델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는 동행/대화 클래스와 비 동행/비 대

화 클래스 간에 수적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 클래스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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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스를 단순 일괄 분류하는 다수결 분류기 모델과 비교하여 얼마

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가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행 상태 분류 모델 구조의 일부를 공유하는 베이스라인 모델

의 경우, 이와 관련 있는 파라미터를 동행 상태 분류 모델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성능 비교 결과를 표 5, 그림 15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5 최종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 간  

오분류율 및 F1 점수 비교 결과 

모델 
동행 대화 

오분류율(%) F1 점수 오분류율(%) F1 점수 

다수결 분류기 모델 10.606 0.844 10.798 0.841 

Deep RNN 7.021 0.919 10.070 0.861 

SVM 6.218 0.927 6.256 0.926 

Deep LSTM  

recurrent network 
2.536 0.974 2.539 0.974 

동행 상태 분류 모델 1.263 0.987 1.168 0.988 

 

 

그림 15 최종 제안 모델과 베이스라인 모델 간 F1 점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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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다수결 분류기 모델, Deep RNN, SVM, Deep LSTM recurrent 

network, 그리고 동행 상태 분류 모델 순으로 분류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다수결 분류기 모델에 비해 Deep RNN 

모델의 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두 개의 일반적인 순

환 신경망 층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물리 센서 시퀀스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순차적 연관 관계를 포착하고 이를 요인으로 추출하여 

동행 상태 분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Deep RNN 모델은 단순히 기본 통계량을 요인으로 사용

한 SVM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딥 러닝 모델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Deep RNN 모델에 비해 Deep LSTM recurrent network 모델의 성

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에서 장단기 기억 유닛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장단기 기억 유닛이 물리 센서 시퀀스 데이터 상의 장기 의존성

을 학습함으로써 동행 상태 분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

는데, Deep LSTM recurrent network 모델과 비교할 때 이는 물리 센서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한 데 기인한다. 순환 신

경망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국부 영역에서의 기하학적 의존성을 복수 

개의 커널이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고 이를 요인 지도의 형태로 확

장하여 출력함으로써, 이를 입력값으로 받는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

망에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타인과 동행 중인 경우, 사용자의 걸음 패턴이

나 신체의 회전 정도가 비 동행 중인 경우와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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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타인과 동행 중인 경우 동행

인의 걷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를 동행인 방향으로 자주 회전

시켰을 것이며, 걷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걸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타인과 

대화 중인 경우에도 비 대화 중인 경우에 비해 팔/다리 등의 신체 부

위의 움직임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물리 센서 시퀀스 데이터에서 감지되는 이

러한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요인으로 추출함으로써, 동행 중 

및 대화 중의 오분류율이 각각 1.263%, 1.168%인 높은 성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3.2. 최종 제안 모델 학습에 사용한 물리 센서 데이터 종

류 변화 

최종 제안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서, 학습에 사용한 물리 센서 데

이터의 종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

프 센서 데이터의 조합을 변경해 가면서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물리 센서 데이터가 동행 상태 분류에 기여하는 정

도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능 비교 결과를 표 6, 그림 16

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6 최종 제안 모델 학습에 사용한 물리 센서 데이터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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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류율 및 F1 점수 비교 결과 

물리 센서  

데이터 종류 

동행 대화 

오분류율
(%) 

F1 점수 
오분류율

(%) 
F1 점수 

가속도 2.986 0.970 3.246 0.966 

자기장 6.282 0.933 6.074 0.937 

자이로스코프 5.351 0.943 5.528 0.942 

가속도, 자기장 1.777 0.982 1.660 0.983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3.071 0.968 3.010 0.969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2.183 0.978 2.121 0.978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1.263 0.987 1.168 0.988 

 

 

그림 16 최종 제안 모델 학습에 사용한 물리 센서 데이터 종류에 따른 

F1 점수 비교 결과 

 

실험 결과, 보다 많은 수의 물리 센서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분류 성

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수의 물리 센서 데이

터를 사용한 경우, 가속도 센서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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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가속도 센서 데이터

만을 사용한 경우 F1 점수가 0.970과 0.966, 자기장과 자이로스코프 데

이터를 함께 사용한 경우 F1 점수가 0.968, 0.969로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가 동행 상태를 분류하기 위한 

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3.3.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 

4.3.3.1. 단일 시퀀스 데이터 길이 변화 

최종 제안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서 설정했던 파라미터를 정당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파라미터 값을 변화시키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결과 생성되는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모델에 사용되는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 

곧 동행 상태를 1회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를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동

안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가 짧을 경

우, 적은 계산을 수행하고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용자 행동 인

식을 단시간 안에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길이가 지나

치게 짧아질 경우 인식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단일 시퀀스 데이터의 길이가 길 경우, 동행 상태와 같이 복잡성이 높

은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인식 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58]. 

단일 시퀀스 데이터 길이에 따른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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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그림 17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7 단일 시퀀스 데이터 길이에 따른 최종 제안 모델의  

F1 점수 비교 결과 

 

실험 결과, 단일 시퀀스 데이터 길이가 96일 때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리 센서 데이터의 타임 스탬프 주기가 

20ms가 되도록 처리하였으므로, 단일 시퀀스 데이터 길이가 96인 경

우 이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92s가 된다. 즉, 동행 상태

의 경우 약 2초에 걸쳐 물리 센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사용하여 

분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시퀀

스 데이터 길이를 96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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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컨볼루션 층 수 변화 

다음으로, 컨볼루션 신경망 내 컨볼루션 층 수를 변화시키면서 모

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 상에서 컨볼루션 층 수

를 증가시킬 경우 최종적으로 추출된 요인 지도의 표현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나, 모델로 하여금 더 많은 가중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

다.  

컨볼루션 층 수에 따른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 측정 결과를 그

림 18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8 최종 제안 모델 상의 컨볼루션 층 수에 따른 F1 점수 비교 결과 

 

실험 결과, 컨볼루션 층 수가 3개일 때 분류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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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컨볼루션 층 수가 4개로 증가하였을 때의 동행 중 

및 대화 중 분류 F1 점수는 각각 0.985로, 컨볼루션 층 수가 3개인 경

우보다 낮은 F1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곧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

적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볼루션 층 

수를 3개로 설정하고 나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4.3.3.3. 컨볼루션 층의 요인 지도 수 변화 

이어서, 각 컨볼루션 층에서 생성하는 요인 지도 수를 변화시키면

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요인 지도 수 또한 컨볼루션 신경망에

서의 핵심적인 파라미터에 해당하며, 그 수를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요인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요인 지도 수를 지나치게 높

게 설정할 경우 이 역시 모델의 과적합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컨볼루션 층의 요인 지도 수에 따른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 측정 

결과를 그림 19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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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최종 제안 모델 내 컨볼루션 층의 요인 지도 수에 따른  

F1 점수 비교 결과 

 

실험 결과, 컨볼루션 층의 요인 지도 수를 80개로 설정하였을 때의 

동행 중 및 대화 중 분류 F1 점수는 각각 0.987과 0.988로, 분류 성능

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 지도 수가 96개로 증가하

였을 때의 분류 F1 점수는 각각 0.987, 0.984로 최고 성능과 같거나 그

보다 더 낮았는데, 이 역시 모델의 과적합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컨볼루션 층의 요인 지도 수를 80개로 설정하고 

나머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4.3.3.4. 순환 신경망 층의 장단기 기억 유닛 수 변화 

모델 파라미터 최적화의 마지막 단계로, 순환 신경망 층의 장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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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유닛 수를 변화시키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장단기 기

억 유닛 수에 따른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 측정 결과를 그림 20

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0 최종 제안 모델 내 순환 신경망 층의 장단기 기억 유닛 수에 따른  

F1 점수 비교 결과 

 

실험 결과, 장단기 기억 유닛 수가 128개일 때 분류 성능이 가장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단기 기억 유닛 수를 160개 이상으로 증

가시킨 경우 최고 성능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에 따

라, 장단기 기억 유닛 수를 128개로 최종 설정함으로써 동행 상태 분

류 모델의 파라미터 최적화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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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학습 곡선 

동행 상태 분류 모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른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을 측정하고, 이를 학습 곡선

(learning curve)의 형태로 도시하였다. 이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최종 제안 모델의 학습 곡선 

 

모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5번째 시기가 넘어가면서부터 학

습 데이터 오분류율이 검증 데이터 오분류율보다 낮아지면서 안정화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120번째 시기를 넘긴 이후에는 

학습 데이터가 미니 배치에 대하여 오분류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모델이 충분히 학습된 이후부터는 학습 데이터 오분류율과 

검증 데이터 오분류율 간에 약 1.25% 내외의 차이를 유지하였는데, 이

는 드롭아웃과 같은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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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을 방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5. Leave-one-person-out 실험 

지금까지의 실험은 전체 피실험자의 시퀀스 데이터를 임의의 순서

로 섞은 뒤 이를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로 분할하여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였다. 즉,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가 근본적으

로 동일한 분포(distribution)를 따르는 동질적인 데이터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이 우수한 분류 성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같

은 실제 서비스에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모델을 

사전에 학습할 시 사용하는 데이터와 실제 서비스 상에서 동행 상태

를 인식할 시 사용하는 데이터의 동질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새로

운 사용자의 동행 상태를 인식할 시, 동일한 동행 및 대화 행동을 수

행하였더라도 새로운 사용자의 행동 패턴 상에서 기존 사용자 그룹과

는 다른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

황에서의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사용자 

중 특정한 1명의 데이터로 평가 데이터를 구성하고, 나머지 사용자들

의 데이터로 학습 및 검증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

할한 뒤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하는 leave-one-person-out 실험을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명의 피실험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18가지의 학습/검증/평가 데이터 조합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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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총 18회의 leave-one-person-out 실험을 반복 수행하고 이들 결

과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표 7, 그림 22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7 최종 제안 모델과 다수결 분류기 모델 간 

leave-one-person-out 실험의 오분류율 및 F1 점수 비교 결과 

모델 
동행 대화 

오분류율(%) F1 점수 오분류율(%) F1 점수 

다수결 분류기 모델 10.606 0.844 10.798 0.841 

동행 상태 분류 모델 15.561 0.832 14.794 0.833 

 

 

그림 22 최종 제안 모델과 다수결 분류기 모델 간 

leave-one-person-out 실험의 F1 점수 비교 결과 

 

다수결 분류 모델과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leave-one-person-out 실험에서 다수결 분류 모델에 비해 낮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곧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기존 



 

56 

사용자 그룹의 동행 상태 행동 패턴은 제대로 포착할 수 있으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의 동행 상태 행동 패턴

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leave-one-person-out 실험의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기존 학습 데이터에 맞춰 학습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이와

는 이질적인 평가 데이터에 맞게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

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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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상의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다종 물리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딥 러닝 기반의 동

행 상태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동행 여부 및 대화 여부를 인

식하였다.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의 물리 센서는 기존 연구

에서 사용했던 오디오, 블루투스, Wi-Fi 등의 센서 데이터에 비해 사용

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으며,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폰 상의 각 물리 

센서로부터 시간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타임 스탬

프를 맞추어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종합하고, 결측값을 제거하며 정

규화를 수행한 뒤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어지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입력된 시퀀스 데이터의 국

부 의존성을 학습하여, 이를 요인 지도의 형태로 추출하였다. 장단기 

기억 순환 신경망은 요인 지도를 입력받아 시간에 따른 순차적 연관 

관계를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시퀀스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반영

하여 최종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프트맥스 분

류기는 해당 요인을 사용하여 동행/대화 여부에 대한 최종 분류를 수

행하였다. 이와 같이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컨볼루션 신경망과 장단

기 기억 순환 신경망의 장점을 융합하여, 단순한 물리 센서 데이터만

을 사용하고도 동행과 대화라는 고수준 행동 인식에 있어서 각각 

98.74%, 98.83%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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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상태 분류 모델은 전통적인 분류 모델에 비해 가중치의 수가 

많아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의 양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 등

의 물리 센서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자의 권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집 과정에서 요구되는 계산량 및 에너지 소모량도 상대적

으로 적다. 따라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다른 센서 

데이터에 비해 어려움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최종 학습된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다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이식하여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물리 센서의 장점은 그대로 유효하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권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물리 센

서 데이터를 수시로 짧은 시간 동안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사용자가 어느 시점에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인식함으로

써 이에 맞는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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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 수집한 물리 센서 데이터를 동행 

상태 분류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선행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센서 데이터 간의 타임 스탬프를 일치시키는 현재의 방법에서

는, 비록 ms 단위의 짧은 시간 간격일지라도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전처리 결과 생성된 시퀀스 

데이터는 스마트폰 상에서 감지된 가속도, 자기장, 자이로스코프의 실

제 시간에 따른 패턴을 어느 정도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

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다종 센

서 데이터 종합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 모두 동일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추출한 경우에 한해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을 최적화하였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

지 않았던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자의 데이터가 평가 데이터에 추가된 

경우, 데이터의 분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동행 상태 분류 

모델의 성능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데이

터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사용자의 변화 외에도 스마트폰 

기기 종류의 변화, 사용자 행동 수행 시 주위 컨텍스트(context)의 변

화 등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맞춰 학습된 모델을, 기존

과 다른 분포를 따르는 평가 데이터에 맞게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이 학습(transfer learning)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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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모델 학습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한 데이터 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건한 분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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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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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martphones are getting widely used, human activity recognition(HAR) 

tasks for recognizing personal activities of smartphone users with multimodal 

data have been actively studied recently. However, HAR tasks for recognizing 

group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between users have gotten less attention so 

far. Current research for recognizing group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has 

usually depended on audio, Bluetooth, and Wi-Fi sensors, which are vulnerable 

to privacy issues and require much time to collect enough data. Whereas 

physical sensors including accelerometer, magnetic field and gyroscope sensors 

are less vulnerable to privacy issues and can collect a large amount of data 

within a short time. In this paper, a method for detecting group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of smartphone users based on Deep Learning model by only using 

multimodal physical sensor data is proposed.  

A framework based 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 and long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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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memory(LSTM) recurrent networks for classifying group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is proposed. First, a data preprocessing method which consists of 

time synchronization of multimodal data from different physical sensors, data 

normalization and sequence data generation is introduced. The sequence data 

becomes the input for CNN, where feature maps representing local 

dependencies of the original sequence are extracted. LSTM recurrent networks 

receive the feature maps, learn long-term dependencies from them and extract 

features used for classification by softmax classifier. 

A smartphone application was developed and released to collect data. Using 

the data, the framework classified group interaction and conversation activities 

by 98.74% and 98.83% accuracy each. Lastly, the overall structure of proposed 

framework was slightly modified, and parameters are also tun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each components of the framework to performance. 

 

Keywords : human activity recognition, group interaction, 

smartphone multimodal sensors, deep learning, CNN,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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