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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홈에서�더�나은�거주�환경을�제공하기�위해,�

센서를�이용해�거주자의�상황을�파악하고�다음�행동을�

예측하는� 행위� 인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이를�실생활에�적용하기�위해서는�각�센서가�

어떤�거주자로부터�발생하였는지를�파악하는�데이터-

사용자� 연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거주자� 수가�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사용자� 연관� 문제는�

중요해지지만,�현재�관련�연구가�많이�부족하다.�따라서�

본�연구에서는�결합된�라벨링�기법과�인공�신경망을�새�

모델을�제안한다.�기존�모델과�비교해본�결과,�더�높은�

평균�정확도와�좁은�예측�범위를�가짐을�확인하였다.��

주제어�

데이터-사용자�연관,�행위�인지,�스마트�홈,�다중�거주자,�

센서� 데이터,� 인공� 신경망,� deep� learning,� data�

association�

1. 서�론�

스마트�환경(Smart� Environment)에서�기존�환경에�

다양한�스마트�기기들을�더하여�거주자들의�삶을�더�

편안하게�해주기�위한�공간으로�이를�위한�많은�연구가�

진행되고�있다.�스마트�환경에서의�행위�인식(Activity�

Recognition)는� 사용자의� 존재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와� 습관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의�개발에�필수적인�기술이다.�행위�인지�

초기�연구에서는�한�명의�사용자를�대상으로�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다중� 사용자(Multi-

occupants)를�대상으로�진화되고�있다�[1,�2,�3].�

행위�인식�연구에서�중요한�문제�중�하나는�데이터-

사용자� 연관(Data� association)� 문제이다.� 데이터-

사용자�연관�기법은�어떤�센서�값이�어떤�사용자에게�

할당되는지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의�행위�인식의�정확도를�높일�수�있다[4].�목표�

대상이�다수일�때는�특히�중요한�문제가�된다.�하지만�

스마트� 환경에서의� 데이터-사용자� 연관� 기법� 관련�

연구는�많이�진행되지�않았다.��

관련�연구로는�실제�데이터-사용자�연관�결과를�가진�

데이터를�이용했을�때�행위�인식에�더�나은�정확도를�

보인다[3]는�것을�밝혔으며,�이후�Chen[1]은�결합된�

라벨링과� 은닉�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행동� 인식�

모델을�제안하면서,�이를�이용해�부수적으로�데이터-

사용자�연관에�대해서도�기존보다�좋은�결과를�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 사용자� 스마트� 환경에서의�

데이터-사용자� 연관� 기법� 연구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결합된�라벨링과�인공�신경망�모델을�이용해�

새로운� 데이터-사용자� 연관�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기존�TSM-HMM�모델과�비교하여�데이터-사용자�

연관의�정확도를�평가하였다.� 또한�발생한�시퀀스를�

확인한� 후,� 데이터-사용자� 연관을� 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Online)평가가�가능하도록�하였다.�행동�인식�

이전에�선행되어야�하는�데이터-사용자�연관에�대해서,�

인공�신경망�모델은�기존�모델의�정확도�76.9%에서�

79.3%로� 증가한� 정확도를� 보여줬으며,� 예측� 범위�

또한�감소해�기존�모델보다�높은�신뢰도를�보여주었다.�

�

2. 모델�설계�

본�연구에서�제안하는�모델은�크게�결합된�라벨링과�

LSTM 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2.1 결합된�라벨�

스마트� �환경에� 한� 명의� 거주자가� 존재할� 경우,� 각�

센서에� 대한� 데이터-사용자� 연관� 값은� 거주자�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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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N(N>1)명의�

거주자가� 존재할� 경우,� 하나의� 센서� 값이� 여러�

거주자에게�할당될�수�있으므로,�고유한�데이터-사용자�

연관�값이�N 개�있다고�할�수�없고,�간단히�N 차원의�

벡터로�나타낼�수�있다.�하지만�이를�할당하기�위해서는�

2" �크기의�탐색�공간(Search� Space)이� 필요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결합된� 라벨(Combined� Label)�

기법을�이용한다.�N차원�대신에�하나의�정수�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2" 의� 경우의� 수가� 모두�
존재하지�않으므로�탐색�공간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

있다.�또한�이는�거주자가�두�명을�초과할�경우�더�큰�

효과를�보인다.��

벡터를�결합된�라벨로�바꾸는�함수를 f라�할�때,�모델을�

통해�예측을�한�뒤,�𝑓$%을�이용해�원래의�거주자�값을�
할당한다.�

�

2.2 인공�신경망�모델�

본� 연구의� 인공� 신경망� 모델에� LSTM와� 두� 개의�

레이어를� 이용하였다.� 입력� 값은� 시간에� 따른� 센서�

열이고,� � 결과값은� 각� 센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다.�

정확한�학습을�위해�거주자가�모두�없을�경우�상태를�

초기화하였다.�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히든� 노드가�

방향을�가진�엣지로�연결된�RNN(Recurrent� Neural�

Network)의�한�종류이다.�이는�이전�상태의�정보를�

기억해서�다음�상태로�전달할�수�있으며,�그�중�LSTM은�

그�중�최근�기억만�전달할�수�있다.�스마트�홈의�센서�

데이터-사용자�연관을�위해서는,�각�거주자의�오래전�

상태보다는� 직전의� 상태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므로�

LSTM모델을�이용하였다.�

�

�

그림�1.�인공�신경망�모델의�구조�

�

그림 1 은�본�연구에서�사용한�인공�신경망�모델의�

구조이다.� 하나의� 유닛은 LSTM 과� 레이어� 두� 개로�

구성되어�있으며,�이는�센서�값�하나를�입력으로�받고�

결과값으로�연관된�유저를�반환한다.�이전�센서�값에�

의해�업데이트된�상태를�전달하여,�다음�센서�값으로�

연관된�거주자를�예측할�때�그�상태�정보를�사용한다.�

이는� 하나의� 센서� 값이� 들어오는� 즉시� 연관� 거주자�

예측이�가능한�실시간�예측�모델이다.�

�

3. 평가�

평가를�위해�CASAS�데이터[11]를�이용하였다.�이는�

WSU의�스마트�아파트�테스트베드에서�수집된�것으로,�

해당�공간에서�2명의�테스터는�각각�15개의�정해진�

행동을�담고있다.�테스트는�총�26일간�진행되었으며,�

38개�종류의�센서로부터�얻어진�센서�값과�각�테스터의�

행동�지표를�포함한다.�각�센서는�켜짐과�꺼짐의�2가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센서� 값으로�

2차원�벡터보다는�76개의�정수로�나타내었다.�

표�1.�각�모델의�평균�정확도�

�

�

�

�

�

총�26 일의�데이터�중에�랜덤으로1일을�뽑아�테스트�

셋으로�평가를�진행한다.�한�모델�당�10 번의�평가를�

진행하였으며,�표1은�그�평균�정확도를�나타낸�것이다.�

TSM-LSTM은�본�연구에서�제안하는�모델이다.�최적의�

모델을�찾기�위해�격자�탐색(Grid� search)을�이용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Hyperparameter� tuning)을�

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 데이터-사용자� 연관에�

사용된�TSM-HMM과�랜덤�예측�모델을�이용하였다.�

TSM-HMM 은�결합된�라벨을�이용하고�각�거주자를�

은닉� 상태로� 두고,� 센서를� 예측하는� 은닉� 마르코브�

모델이다.�

Model� Average�Accuracy��

random� 0.539771�

TSM-HMM� 0.769584�

TSM-LSTM� 0.7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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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기존�모델과�TSM-LSTM�모델의�정확도�상자�수염�

그림�

�

표�1 에서�볼�수�있듯이,�제안하는�모델은�기존�모델보다�

높은�평균�정확도를�보였다.�또한�그림 2 는�10 회의�

정확도� 값� 분포를� 나타내는데� 기존� 모델은� 정확도�

분포의�최대값과�최소값의�차가�0.371796�이었으나,�

제안하는�모델은� 0.153088 으로�기존�모델에�비해�

예측�범위가� 41%로�줄어들었다.� 이는�기존�모델에�

비해�TSM-LSTM이�더�높은�신뢰도를�가짐을�나타낸다.�

따라서� 스마트� 환경에서� 자료연관에는� HMM 을�

이용해� 단순히� 직전� 상태만� 고려해� 예측한� 기존�

모델보다� LSTM 을� 이용해� 최근� 여러�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예측한�TSM-LSTM 모델이�더�좋은�성능을�

가진다.�

기존�모델인� TSM-HMM 은�은닉�상태를�주지�않고�

학습시키면�제대로�된�학습�결과를�얻지�못하였으며,�각�

거주자에�해당하는�은닉�상태를�설정해주어야�했다.�

이는�단순히�직전�예측된�거주자에서�발생할�수�있는�

센서의�빈도만�보고�예측한�것이다.� 스마트�홈�다중�

거주자�행위�인식에�자주�사용되는CASAS�데이터에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거주자가� 행할� 수� 있는�

행위의�종류가�다르다.�이에�따라�해당하는�센서�값도�

거주자에�따라�빈도가�치중되어�있을�수�있다.��

따라서�단순히�직전�예측한�거주자에서�입력�센서가�

발생할�수�있는�빈도만�고려한� TSM-HMM 은�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본�논문에서�제안하는�모델인�TSM-LSTM 을�

이용하면� 단순� 직전� 상태가� 아닌� 최근� 상태를�

중점적으로�반영하고,�단순�빈도가�아닌�여러�단계의�

학습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사용자�연관에�대해�더�좋은�정확도를�얻을�수�

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스마트�환경에서�발생된�센서�값과�이를��

발생시킨� 사용자를� 연관시키는� 데이터-사용자� 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된� 라벨링과� LSTM 을�

이용한�모델을�제안하였다.�사용자�수가�많을�때의�탐색�

공간을�줄이기�위해�결합된�라벨링�기법을�이용하였다.�.�

또한�직전�거주자와�센서�발생�빈도만�고려하는�기존�

모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태를� 전부�

고려하는 LSTM을�이용한�인공�신경망�모델을�설계해�

기저의�정보를�스스로�학습시키고자�했다.�

CASAS�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TSM-HMM� 모델과�

비교해본� 결과,� 평균� 정확도� 및� 예측� 범위에서� 본�

연구가�제안하는�모델이�더�좋은�성능을�나타냈다.�또한�

기존� 모델은� 거주자� 별� 행위에� 제약이� 없는�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한다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TSM-LSTM 은� 최근� 상태를�

이용해�필요한�정보만�스스로�학습하여�반영하여,�다른�

데이터를�이용해도�학습에�문제가�없다.�또한�발생한�

데이터를�전체를�보고�예측하는�것이�아닌�센서�하나의�

값만�보고�실시간으로�바로�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

실생활에�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후�여러�

센서�값을�받고�보정하는�단계를�거친�후�연관�거주자를�

예측한다면�더�좋은�정확도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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