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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토픽모델 방법론을 통해 수많은 행위 레이블들로부터 행위 패턴을 인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행위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엔터테인먼트 및 의료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단위
행위에 대한 인지 뿐만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의도 및 패턴을 인지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행위 패턴의 인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로부터 일상생활행위(ADL) 레이블들을 수집하여 이를 특정 기간 혹은 조건하에 대표되는 행위를 추출하는
토픽모델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i-LiSP: Intelligent Lifestyle Service Provider)의 설계 및 핵심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 기술한다.

Ⅰ. 서 론

폰을 통해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및 확률 정보를 추론하고 특

행위인지 기술은 헬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실생활의 다양한 인간중심의

정 기간 동안의 위치변화 패턴을 인지하는 연구[3]가 수행되었다. 또한 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중요한 핵심 기술이며

많은 행위들을 클러스터링하여 몇몇 클래스로 분류하고 발생 빈도에 따라

단일 행위들로부터 복합 행위를 인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동

특징을 부여하여 패턴을 인지하거나[4] 사용빈도가 높은 사무실의 PC를

시에 발생하는 여러 행위를 인지하는 기술, 특정 행위 중에 또 다른 행위

중심으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 - 프레젠테이션, 회의 및 전

들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들을 인지하는 기술[1] 및 여러 사용자

화통화 - 들을 음성, 비디오, 키보드 및 마우스를 통해 추론해내는 시도가

가 있는 환경에서의 행위인지 기술들이 있다. 하지만 단일 행위의 인지로

있었다[5]. 토픽 모델을 사용하여 일일 행위 루틴을 모델링하는 연구에서

는 사용자의 의도의 파악 및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동일 행위에

는[6] 신체의 각 부분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로부터 저수준의 데이터를 직

대해서도 시간, 장소 및 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의 추론이 불가능하다.

접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행위를 레이블링하여 하루동안의 행위 빈도 및

이에 반해 행위패턴인지기술은 저수준의 센서 혹은 단일 행위들만이 인

특징을 추론하였다.

지된 데이터로부터 특정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기술로써, 본 논문에
서는 확률을 기반으로 대표 행위를 추론해내는 토픽모델기술을 사용한 방
법론을 제안한다.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i-LiSP 모듈의 설계 및 핵심
알고리즘은 토픽 모델기반의 행위패턴 인지 모듈(TAPR: TM-based
Activity Pattern Recognizer)을 제안하며, 본 기술이 라이프케어, 헬스케
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기존의 행위인지 및 행위패턴인지 연구를 제시하며 3장에서
는 본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인 토픽모델 기술의 개요를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행위패턴의 인지를 위해서는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저수준의 데이터를

[그림 1] 시간 축을 기준으로 발생한 단순행위의 기록[上]을 통해

행위추론을 통해 고수준 행위인지 결과를 얻거나 장기간의 행위데이터를

하루 동안의 행위패턴[下]을 나타낸 그래프[6]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의 연관성 및 규칙을 찾아내는 기술이 요구된
다. HMM(Hidden Markov Model)기술을 사용하여 레이블링되지 않은 웨
어러블 센서 데이터들로부터 행위 및 의도를 파악해내는 연구[2]와 핸드

Ⅲ. 토픽모델 알고리즘(Topic Models)[8]

한국통신학회 2010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
토픽모델은 텍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기술로부터 발생한 개념으로[7],
하나의 문서를 여러 단어들의 집합으로 인식하여(bag-of-words) 해당 문

며, 적용되는 도메인의 Domain Expert의 요구사항 및 요구서비스에 맞는
의사결정지원(Decision Support)의 역할을 한다.

서에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단어를 확률에 근거하여 추출하는 기술이다.
문서 d가 여러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토픽 z의 중요도를 확률분포

p(z|d)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또한 토픽을 구성하는 각 단어 w의 중요도
또한 확률분포 p(w|z)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 식 1은 토픽의 집합으로
구성된 문서에서 단어의 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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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패턴의 인지 또한 ‘인지된 행위’가 ‘단어(w)’로 ‘패턴’이 ‘토픽(z)’에 대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확률을 기반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Ⅳ. 행위패턴인지 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림 3] 토픽모델 기반의 i-LiSP 모듈의 세부 아키텍쳐

사용자 중심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토픽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모듈(i-LiSP)을 제안한다. i-LiSP는 다

Ⅴ. 결론

양한 행위인지 방법론을 통해 수집된 단순 행위 및 위치, 생체 데이터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토픽모델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제공모듈은 수집된

수집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위패턴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를 라이

행위 레이블을 사용하여 고수준의 행위패턴을 추론해내며 이를 다양한 응

프케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응용에 제공한다.

용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의 제공 및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토픽
모델 알고리즘은 행위 레이블을 사용하여 추론을 하므로 기존 단순행위인
지 모듈과의 연동이 쉬우며 타행위인지 시스템으로의 적용이 용이하다.
본 연구는 향후 만성질환 관리와 같이 장기간의 행위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응용에 적용하
여, 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핵
심 기술로써 제안 기술을 구현하고 실제 의료분야에서의 활용도 및 적합
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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