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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행위인식 연구 분야 중에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개인화된 행위 인식기 및 

로거를 제안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행위 인식 연구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는 센서를 이용하여 행위정보를 수집하고, 서버에서 는 분류 및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인식과 개

발자에 의한 트레이닝으로 인해 개인화된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Naive Bayes 
Classifier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행위 수집이 가능하고 행위정보의 분류 및 처리가 가능한 경량화 

및 개인화된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행위 인식기를 통해 행위 인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로거를 통해 사용자의 라이프로그, 라이프패턴 등의 연구 분야에 이용이 가능하다. 

키워드: 행위인식(Activity Recogni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기(Naive Bayes Classifier)

I. 서론

행위인식 기술은 특정한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센서로부

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행위를 추론하는 기술로써 

사용자의 행위를 인식하여 헬스 케어 및 라이프 케어와 같은 실생

활의 다양한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

팅 기술의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1][2] 이러한 행위인지 기술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스

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 한다.”는 소비층

이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3] 이러한 스

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들로 인해 별다른 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항시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용자의 행

위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현재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행위정보를 수집하고, 행위정보의 분류 및 처리는 별도

의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맞춤형 트레이닝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 인식을 스

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경량화된 Naive 

Bayes Classifier를 채택하여 데이터의 수집, 처리, 로거가 가능한 

엔진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로부터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행위 트레이닝 및 인식을 

동시에 실행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행위정보를 수집할 때 

Position Dependent한 문제가 있어 스마트폰의 위치를 고정하고 

수행해야하는 제한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행위인식과 

Naive Bayes Classifier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

하는 개인화된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실험 및 분석을 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배경 및 관련 연구

1. Naive Bayes Classifier

Naive Bayes 분류기법은 Bayesian 이론을 기반으로한 알고리

즘이며, 확률에 근거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분류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여 계산된 확률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분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8][9][10] 다른 

정교한 분류 방법에 비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

이기도 한다. 각 사건 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

(Independence)라고 가정한다면 베이즈 정리에 의해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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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는 분류할 때의 모든 값에 해당하는 가설이고, 는 관찰된 

속성으로부터의 정보이다. 즉, 수집된 센서 데이터 중에서 “걷기” 
행위일 확률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문서분류 연구에 이용해 왔으며, 행위인

식에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쉬운 구현과 멀티 센서 퓨전의 장점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11]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서버에서 트레

이닝 과정을 거친 후 인지를 분리하여 한 연구 사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환경에서 트레이닝 및 인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비교적 단순하지만 성능이 좋은 Naive Bayes 
분류기를 사용할 것이다.

2. 행위인식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행위를 분류하기 위해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해왔다.[2] 이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행위를 분류하는데 있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서버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인식을 하는 방식을 채

택 하고 있다.  

[그림 1] 기존 연구에서의 행위절차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높은 성능으로 인

해 스마트폰환경에서 동작하기가 어려웠고,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

된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확한 행위 인식을 위해서 특정

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 홈과 같이 행위 

인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4][5]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기 이전에는 웨어러블 센서나 별도의 

디바이스 등을 행위 인식 연구에 이용한 예가 있었다.[6][7]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환경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실

시한 뒤 인지모듈을 실행하면 현재 사용자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

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III. 본론

1. 제안하는 개인화된 행위 인식기 및 로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환경에서 개인 사용자 중심의 훈련을 

통해 행위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위를 트레이닝하

고 인식 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분류기인 Naive Bayes 분류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행위의 트레이닝과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그림 2]는 제안하는 연구에의 행위절차이다. 

[그림 2] 제안하는 연구의 행위절차 

현재 인식이 가능한 행위는 Walking, Running, Going upstairs, 
Going downstairs, Standing의 다섯 가지 행위이며, 제안하는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조도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행위 인식기 및 로거 구조도  

모든 동작은 스마트폰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

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1.1 훈련 모듈

스마트폰의 가속도, 방향, 각속도, 빛, 근접, GPS등의 센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센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Naive 
Bayes Classifier를 거쳐 현재 선택된 훈련 결과를 Activity 
Training 모듈에 행위 정보를 저장해 두도록 하였다. 이 때, 특징

은 수집한 센서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선택하였다. Na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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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 Classifi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직접 훈

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작은 사용자가 직접 행위를 선택

하고 훈련 모드를 시작하면 현재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추론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 된다. 

1.2 인식 모듈

훈련된 행위 데이터를 토대로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듈로써, 
센서 데이터의 수집과정은 훈련 모듈과 동일하며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가 인식모드로 인식을 시작하면 특징을 추출

하고 Naive Bayes Classifier를 거쳐 행위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한

다. 기존에 훈련된 행위 데이터와 비교하여 현재 행위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론 모듈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

다. 동작은 사용자가 행위 모드를 시작하면 현재 사용자의 행위가 

트레이닝 결과와 비교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1.3 추론 및 기록 모듈

훈련과 인식한 행위 데이터를 토대로 추론하는 모듈이다. 트레

이닝 된 행위 데이터와 인지한 행위 데이터를 비교하여 가장 근사

한 확률 값을 갖는 행위를 추론한다. 또한 추론한 행위는 저장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와 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2. 실험

제안하는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현을 위해 안드로이드 플랫

폼 기반의 Samsung Nexus S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의 애플리

케이션 형태로 실행되며 사용자가 훈련모드에서 현재 인식이 필요

한 행위를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모두 거친다. 인식모드를 실행한 

뒤 임의의 행위를 하면 현재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인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Position Dependent한 실험방

법으로써 각종 모드를 실행한 후 위치를 고정한 뒤 실험하는 방법

을 채택했다. 아래 [그림 4]은 제안하는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

현 화면이다. 

[그림 4] 제안하는 행위 인식기 및 로거의 구현 애플리케이션

훈련 모드에서 Walking을 선택하여 훈련한 화면과 인식모드에

서 사용자가 걷고 있을 때 Naive Bayes Classifier에 의한 확률 

값 계산과 “Walking, 12/06/07/01:04:54”라는 로거가 저장되는 

화면이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은 60~65% 정확도를 보이

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보다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스

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센서 정보들을 

토대로 사용자의 행위를 트레이닝하고 인식하는 인식기와 인식한 

행위를 통해 로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식기는 스마트폰환경에

서 트레이닝 및 인식이 가능하며 Walking, Running, Going 
upstairs, Going downstairs, Standing의 다섯 가지 행위가 구분

이 가능하다. 60~65%의 정확도이며 기존의 행위 인식 연구에 비

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개인화된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훈

련과 인식이 스마트폰환경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스마트폰 환경에서의 개

인화된 행위 인식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

가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라이프로그, 라이프패턴 등과 같은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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