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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용자 행동 인식(HAR)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현재 행동을 추측하는 것이며, 센서 데이

터에서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징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기계학습 모델을 

비교한다. 변수마다 특성에 맞는 기법을 사용했으며, 정확도와 Kappa 통계량, F1 score 모두 SVM 모델에

서 95.2%, 94.2%, 95.1%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계학습 모델에서 특징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우수한 정확

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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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촉진하면서 모바일 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역시 빠르게 발전해오고 있다. 이 기기에는 다양한 센서가 적용되

며, 이러한 센서를 통해 다양한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센서 데이터를 기록한 다음, 데이터 처리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행동 인식(HAR, Human Action Recognition)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현재 행동을 추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재활을 돕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의 행동을 더욱 

잘 맞추기 위해 특징을 추출하여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비교한다.

II. 실험 및 결과 분석

1. 데이터 소개

데이터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의 Human Activity 

Recognition Using Smartphones Data Set을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 셋은 스마트폰으로 사람의 6가지 활동(walking, walking 

upstairs, walking downstairs, sitting, standing, laying)을 기록한 

데이터이며 50Hz 단위의 일정한 속도로 3축 선형 가속도와 3축 

각도 속도가 기록되어 있다. 데이터는 Train set과 Test set으로 

분리되었으며 Train set에는 총 21명의 활동 기록이, Test set에는 

총 9명의 활동 기록이 존재한다.

2. 특징 추출

센서 데이터는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변수마다 특성에 맞는 

특징 추출 작업을 했다. 기초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최댓값, 중앙값 

절대 편차, 최솟값, 평균값, 표준 편차, 사분범위값, 왜도, 첨도 을 

추출하였고, 센서의 특성에 따라 엔트로피 값과 두 센서 사이의 상관 

계수, 센서 크기 및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적용했다.

3. 모델

본 연구에서는 Decision tree (DT), Support vector machine 

(SVM), Random forest (RF), XGBoost의 4가지 지도학습 모델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Decision tree 모델은 규칙(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로 분석 결과가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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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rule)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지도 학습 모델보다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Support vector machine 모델은 분류를 위한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를 정의하는 모델로,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집단에 속할지 판단하는 비확률적인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을 만든다. 모델은 데이터가 사상된 공간에서 경계로 

표현되는데, 이 폭을 가장 크게 만드는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는다.

Random forest (RF)는 여러 개의 의사 결정 나무 모델을 형성하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각 트리에 동시에 통과시키며, 각 트리가 

분류한 결과에서 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득표한 결과를 최종 분류 

결과로 선택하는 앙상블 모델이다. RF는 배깅과 임의 노드 최적화 

등의 방법을 통해 overfitting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사 결정 나무 

모델의 약점을 보완하며 모델의 분산을 낮춰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XGBoost 모델은 Gradient boosting mode (GBM)에 기반한 

앙상블 모델로 GBM의 단점인 느린 수행 시간 및 과적합 규제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다. XGBoost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며 병렬화 및 분산화를 수행하여 기존의 tree 기반 알고리즘에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4가지 지도학습 모델은 R로 구현되었다.

4. 실험 결과

각각의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두 기본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정확도(Accuracy)와 Kappa 통계량(Kappa), F1 score를 평가지표로 

사용했다.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4가지 모델 중 SVM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Table 2는 SVM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값 간의 교차 테이블 표를 보여준다. SVM 모델은 

동적인 활동(walking=0, walking upstairs=1, walking 

downstairs=2)과 정적인 활동(sitting=3, standing=4, laying=5) 간

의 분류는 잘 수행하지만, 세부적인 분류를 잘 수행하지 못해 모델의 

성능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Accuracy Kappa F1 score

DT 0.840 0.808 0.836

SVM 0.952 0.942 0.951

RF 0.925 0.910 0.923

XGBoost 0.939 0.927 0.938

Table 1. Model performance

실제값

예

측

값

0 1 2 3 4 5

0 482 14 6 0 0 0

1 6 456 28 1 0 0

2 8 1 386 0 0 0

3 0 0 0 441 29 0

4 0 0 0 47 503 0

5 0 0 0 2 0 537

Table 2. SVM confusion matrix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행동 인식을 위해 특징 추출을 하고 여러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다. 모든 모델 모두 80% 이상의 

성능을 보였고, SVM이 95.2%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특징 

추출만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WISDM 및 OPPORTUNITY 데이터 세트에도 실험해 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