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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생활 패턴 유지 및 응급상황탐지 등을 위해 생활모니터

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접촉만으로 일상생활행위(ADL : 

activity of daily living)를 인식하기 보다는 노인의 행동과 연관이 있는 사물의 접촉을 함께 고려한 행위인 

요소ADL를 인식하여 정확하게 최종 ADL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위센서로부터 인식된 물리적 

행위분류는 간혹 튀는 데이터들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므로, 이를 보정함으로써 인식의 정확성을 더 

보장한다. 실험결과는 8개의 요소ADL에 대해 97% 이상의 인식 결과를 보이며, 이는 최종 ADL을 인식하

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1. 서  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경제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00년에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65세 이

상의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1,2]. 

이와 더불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발달로 인해 고

령자의 건강한 생활패턴 유지 및 응급상황 인식을 위한 

여러 u-헬스케어프로그램이 가정으로 확대되어 가정 내 

일상생활행위(ADL : activity of daily living) 인식의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건강한 생활패턴 유지 

및 응급상황 인식을 위해 ADL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로

는 생활과 관련된 사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RFID 

리더기를 부착한 사용자가 사물에 대한 접촉을 수행하

면 해당 ADL를 추론하는 연구가 있다. 이는 사용자의 

행위를 고려치 않고 사물에 대한 접촉만으로 고려한다

는 한계가 있다[5,6]. ADL 인식을 위해서는 사물에 대

한 반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체자가 행하는 행위

를 알아야 한다. 주체자의 행위를 분류하기 위해 삼축가

속도센서 등을 허리나 어깨 등에 착용하여 통계적인 기

법 및 기계학습방법을 통해 상세 행위를 인식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7,10]. 그러나 센서의 민감함으로 인

해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중센서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동일한 센서를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하는 정도에 미치

고 있다. 특정 ADL를 추출하는 데는 그 행위를 행하는

데 필요한 움직임과, 사물에 행해지는 반응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는 행위는 주체

자의 행위가 ‘앉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하며, 의자에 무

엇인가가 올려져 있다는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 ADL는 

주체자의 행위 및 행위와 관련된 사물의 반응에 의해 

인식되므로 이 둘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최종ADL를 얻

는데 핵심이 되는 요소ADL이라 칭하며, 보다 정확한 요

소ADL를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관련연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

별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며, 의료기관을 중

심으로 제공되었던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인 또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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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어 실내 ADL추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IBM의 PROACT 시스템[5]에서는 생활에 관련된 사물인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사용자

는 RFID 리더기를 장갑형식으로 만들어 손에 끼고, 각

종 실내행위를 한다. 사용자가 차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

와 찻잔을 만지면, 리더기가 태그 정보를 읽어 들여, 이

는 차를 마시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 행위와는 무관하게 사물과의 접촉만으

로 ADL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간식준비, 차준

비, 전화통화하기 등, 주방, 및 거실 등에서의 소소한 

행위 인식에 머물러 있다. ADL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

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물에 대한 접촉으로 인식하는 방

법에서 벗어나, 사물의 접촉과 그때 주체자의 행위를 연

관 지어 인식해야 한다. 

DOMUS Lab.[8]에서는 주체자의 행위를 알기 위해, 

3축가속도 센서를 손목에 착용하고 생활과 관련된 

사물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이들 반응에 대해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ADL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목이 회전을 하고, 주전자와, 차가 담겨있는 상자의 

ID가 인식이 되었다면, 이는 차를 준비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 방법은 행위정보를 고려하긴 했지만, 

행위인식을 위한 센서를 손목에 부착하여, 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함으로써, 신문읽기, 

차준비, 음료수마시기 등 너무 소소한 행위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 

ADL의 인식은 단순히 노인의 소소한 생활을 모니터링 

하기 보다는 취침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외출 후 귀가를 

하지 않는 등과 같은 이상징후를 감지하거나 또는 

낙상과 같은 긴급상황을 가족 및 간병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세한 

ADL에 대해 모두 인식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및 

응급상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인 낙상, 

식사, 용변, 수면, 외출 및 귀가, 휴식 등의 인식이 

필요하다[9].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3축가속도 센서를 허리에 

착용하여 ‘걷다’, ‘앉다’ 등 보행과 관련된 행위들만 

인식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환경에만 센서를 

부착하였다.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행위분류의 

성능방법은 해당행위의 전체 수행시간 동안에 

해당동작이 올바르게 수행된 시간의 비율로 정확도를 

표현하고 있으며[10], 최신기술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93%에 이르고 있다[7]. 이러한 분류의 결과는 해당 

행위구간 내 잘못된 행위가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걷기”라는 동작을 행하고 있는 

동안 “걷기”-“앉기”-“걷기” 처럼 중간에 “앉기”라는 

행위가 나옴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정확한 

ADL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행위분류의 정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인식 정확률을 높이기 위해, 

3축가속도센서에 의해 얻어진 행위분류결과를 

행위패턴으로부터 보정한 후, 사용자의 행위와 연관 

있는 사물의 반응을 고려하여 요소ADL를 결정한다. 

 

3. 스마트 홈 센서 및 시스템 설계 

 

요소ADL인식을 위한 행위 정보는 3축가속도(MMA 

7260Q Chip)센서를 허리에 착용하여 보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보행과 관련하여 사물의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압력센서(CUI회사의 IESF-R-5L Force sensing 

register)와 PIR센서(파라소닉의 AMN14112)를 집안처럼 

꾸며놓은 실험실에 그림 1과 같이 설치했다. 휴식, 식사, 

용변, 수면, 외출 및 귀가를 인식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소파, 식탁의자, 변기, 침대와 출입문 앞의 발판에 

설치한다. 특히, 외출과 귀가를 더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집안에 사람이 있는 지를 감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위 천정에 PIR센서를 설치한다. 이러한 

센서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Zigbee를 통해 

리시버로 전달된다. 

 

 

그림 1 센서 설치 환경 

 

요소ADL인식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시스템의 입력데이터는 [11]와 같이 3축 가속도 

데이터에 대해 분류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나온 결과인 

원소행위와 압력센서값, PIR센서값이다. 실시간으로 

인식 결과를 얻기 위해, 원소행위는 0.3초 단위로 

전달되며, 이러한 원소행위들은 구간데이터로 구성하여 

행위큐에 저장한다. 구간데이터 구성시,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원소행위들에 대해, 이전 행위와 다른 행위가 

들어올 경우, 또는 실시간 분석을 위해 연속으로 동일한 

행위가 2초 이상 입력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구간데이터를 만든다. 예를 들어, 0.3초 단위로 “앉기”-

“걷기”가 입력되는 경우, “걷기”는 이전행위인 “앉기”와 

같지 않으므로 이전행위 “앉기”의 시작시간 및 끝시간 

에 대해 구간데이터를 구성한다. 또는 0.3초 단위로 

“앉기”라는 행위가 2초 이상 입력될 때, 처음 “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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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간과 2초 이상 입력된 시점의 “앉기”의 

끝시간으로부터 구간데이터를 구성한다. 

 

요소ADL 인식

보정행위

센서

3축가속도
센서

PIR 센서

행위큐

Tilt, 
3축가속도

압력센서

원소행위 1/0
ON2OFF,  ON, OFF2ON

데이터변환
모듈

기계학습/통계적
분류알고리즘

PIR큐 압력큐

행위 연관 사물 선정

요소ADL 결정

최종 ADL 추론

요소ADL

 

그림 2 요소ADL 인식 시스템 구성도 

 

압력센서의 전달값은 ON2OFF(압력이 인지되다 사라진 

때), OFF2ON(압력이 인지되기 시작할 때), ON(압력이 

계속 인지될 때)의 3가지 타입이 전달된다. PIR센서의 

전달값은 움직임이 감지될 때 ‘1’, 움직임이 감지된 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0’을 보내준다. 이러한 

전처리들을 통한 입력값에 대해 요소ADL 인식모듈은 

오분류라 여겨지는 행위를 보정하는 모듈과 여러 

사물데이터의 반응으로부터 사용자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반응을 일으킨 사물을 찾는 모듈, 이 두 

모듈의 결과들을 조합하여 요소ADL를 결정하는 모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요소ADL는 최종 ADL 추론 

모듈로 전달되어 이 요소ADL의 지속시간 및 발생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ADL이 결정된다. 

 

4. 요소ADL 인식 

 

요소ADL 인식은 크게 오분류된 원소행위 보정, 

행위관련 연관 사물 선정, 행위와 연관사물의 조합으로 

요소ADL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4.1 오분류 원소행위 보정 

정확한 요소ADL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소행위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혹 

센서데이터 전송 중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된 원소행위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되는 원소행위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렇게 오분류된 행위를 보정한다. 장시간의 원소행위 

패턴을 가지고 오분류된 초기행위를 보정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히 보정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보정을 

위해 읽어 들인 행위의 수행시간만큼 지연된 결과가 

출력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연속적인 3개의 원소행위로 구성된 

트리플의 패턴으로부터 보정을 수행한다. 트리플에서 

보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전원소행위와 다르면서 

수행시간이 최소수행시간보다 짧은 행위를 

오분류행위로 본다. 보정대상행위를 포함한 트리플의 

패턴은 그림 3과 같다. 기본적으로 거의 90%의 

정확도를 보이는 행위분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보정대상이 아닌 행위들은 보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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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2-1)

(4)

보정대상행위비보정대상행위

(b)(a) (c)

(1-2)

(a) (b) (c)(c) (a) (b) (c)(d)

(2-2)

이전보정단계의
마지막 행위

 

그림 3 보정대상행위를 포함한 트리플  

 

트리플 내 보정대상행위의 보정은 양 옆의 

비보정대상행위를 보고 수행한다. 그림 3-(1-1)과 같이 

보정대상행위의 양쪽 행위가 같은 경우 옆의 행위로 

보정된다. 예를 들어, “앉기”-걷기”-“앉기”와 같은 

패턴에서 보정대상인 “걷기”를 “앉기”로 보정한다. 

트리플의 보정을 수행 후, 트리플의 마지막 행위는 다음 

보정단계의 트리플로부터 더 정확히 보정할 수 

있으므로 요소행위결정모듈로 넘기지 않고 다음 

보정단계의 트리플의 첫번째 행위가 된다. 그림 3-(2-

1)과 (2-2)와 같이 트리플내 비보정대상행위가 하나인 

경우 이전 보정단계에서 요소행위결정모듈로 넘겨진 

마지막 행위를 보정대상행위의 왼쪽행위로 보고 보정을 

수행하며, (2-1)의 경우는 (1-1)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1)과 (2-1)을 제외한 트리플들은 패턴의 

적합성을 고려한다. 연속된 행위의 적합패턴은 그림 

4와 같이 행위상태는 노드로 행위의 변화는 에지로 

표현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며, 행위 변화에 

대해서는 확률값이 주어진다. 그림 4에서 ‘앉다’에서 

‘앉아있다’로 변하는 상태의 확률 값은 1.0으로 이는 

P(‘앉아있다’|’앉다’)로 표현된다. 먼저, 적합패턴과의 

매칭을 위해 트리플에서 기준행위를 찾는다. 기준행위는 

비보정대상행위와 오랜 시간 수행된 행위 순으로 

선정하며, 기준행위에 대해 적합패턴 그래프에서의 

패스를 탐색하여 보정한다. 예를 들어, 트리플이 

“뛰다”-“앉다”-“앉아있다”이고 기준행위가 “앉다”인 

경우, “앉아있다”는 “앉다”와 연결된 패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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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대상 행위는 “뛰다”가 된다.  

서있
다

앉아
있다

넘어
지다

서다앉다

걷다

뛰다

눕다

1.0
1.0 1.0

0.3

0.5
0.6

0.8

1.0

1.0

1.0

0.9

0.5

1.0

0.6

0.9

1.0p(앉아있다|앉다)

1.0

1.0

누워
있다

 

그림 4 연속된 행위의 적합 패턴 그래프 

 

기준행위에 대한 패스로 “서있다”-“앉다”-“앉아있다”와 

“넘어지다”-“앉다”-“앉아있다”, “누워있다”-“앉다”-

“앉아있다”가 존재하고, 각 패스가 이루어지는 

상태변화의 결합확률 값은 아래 수식에 의해 순서대로 

각각 1.0, 0.5, 0.6이다. 

 

p(서있다, 앉다, 앉아있다) = 

p(앉다|서있다) x p(앉아있다|앉다) = 1.0 x 1.0 = 1.0  

 

p(넘어지다, 앉다, 앉아있다) =  

p(앉다|넘어지다) x p(앉아있다|앉다) = 0.5 x 1.0 = 0.5  

 

p(누워있다, 앉다, 앉아있다) =  

p(앉다|누워있다) x p(앉아있다|앉다) = 0.6 x 1.0 = 0.6  

 

따라서 해당 연속행위는 결합확률 값이 최대인 

“서있다”-“앉다”-“앉아있다” 패스에 맞추어  “뛰다”가 

“서있다”로 보정된다. 적합한 연속 행위 패턴에 대한 

정의는 특정 포맷에 맞추어 파일 형식으로 지정되어 

시스템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4.2 행위 연관 사물 찾기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의 환경에선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사물센서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노인의 

몸무게와 같은 물체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러 

간다면, 침대와 소파가 동시에 감지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행위와 연관되어 반응이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이를 본 논문에서는 

연관사물이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그림 5-(1)과 같이 

행위수행시간 동안 단지 하나의 사물이 감지되는 

경우는 해당 사물이 연관사물이 된다. 그러나, 그림 5-

(3)과 같이 행위수행시간 동안, OFF2ON과 ON2OFF가 

모두 감지된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앉았다 바로 

일어난 행위일 경우 발생하므로, 이 사물은 연관사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림 5-(2)처럼, 행위구간내 여러 

개의 사물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는, 행위의 시작시간과 

사물이 반응한 시간의 차가 작은 사물을 연관사물로 

한다. 그림 5-(2)에서, 소파의 반응시작시간은 t1이고, 

식탁의자의 반응시작시간은 t2이므로 “앉다”의 

시작시간인 t2와 차이가 적은 사물인 식탁의자가 

연관사물이다. 특별히, 출입문앞의 발판에서 반응이 

있는 경우, 정확한게 “외출/귀가”를 인식하기 위해 PIR 

센서의 반응을 함께 고려한다. 외출을 하면, 방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므로, 발판의 반응이 있은 후, 

일정시간후에 pir센서의 반응이 없으면, “외출” 인식에 

대한 연관사물로 ‘out_mat’라고 선정한다. 외출후 

귀가시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움직임이 감지되므로, 

“외출”이 감지된 후, PIR센서의 반응이 있은 후, 발판의 

반응이 있으면, “귀가” 인식에 대한 연관사물로 

‘in_mat’를 선정한다. 

걷기 앉아있다 앉아있다

off2on

on

on2off

s : 소파
c : 식탁의자

시간

[s] [s] [s] [s] [s] [s] [s] [s] [s] [s] [s] [s]감지된 사물

Activity window

걷기

걷기 앉아있다 앉아있다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c]

걷기

걷기 앉아있다 걷기

[s] [s] [s] [s] [s][s]

(1)

(2)

(3)

t1 t2 t3 t4 t5

t1 t2 t3 t4 t5

t1 t2 t3 t4

[c] [c] [c] [c] [c] [c] [c] [c] [c] [c]

 
그림 5 연관사물 선택의 예 

 

4.3 요소ADL 결정 

요소ADL은 보정과정을 걸친 행위와 연관사물의 조합을 

통해 아래와 같이 총10개로 결정된다. 

 

표 1 보정된행위와 연관사물의 조합에 따른 요소ADL 

보정된행위 연관사물 요소ADLs 

앉아있다 

앉아있다 

앉아있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누워있다 

걷다 

걷다 

걷다 

넘어짐 

None 

변기 

소파 

식탁의자 

None 

침대 

None 

Out_mat 

In_mat 

상관없음 

앉아있다 

변기에 앉다 

소파에 앉다 

식탁의자에 앉다 

누워있다 

침대에 누워있다 

걷다 

외출 

귀가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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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 연관사물이 없는 경우 또는 위의 조합에 

해당하는 행위 – 연관사물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행위가 그대로 요소ADL이 된다. 요소ADL의 시작과 

끝시간은 행위의 시간을 따른다.  

 

4.4 낙상 감지 

낙상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므로, 낙상에 대한 

원소행위는 아주 짧게 전달된다. 4.1절의 보정모듈에서 

낙상원소행위가 보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낙상원소행위는 보정대상행위로 선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센서데이터의 오류로 다른 원소행위들이 

낙상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오분류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상가능상황판단과 

최종낙상판단 두단계에 걸쳐 낙상을 감지한다. 

낙상가능상황은 순차적 원소행위의 시퀀스가 

“ !누워있다 – 넘어지다 - *- 누워있다”인 경우로 

판단한다. 낙상이 일어날 때 넘어짐 후 바로 누워있는게 

아니라, 눕기전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넘어지다” 와 

“누워있다” 행위사이에는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도 된다. 

실제 낙상이 일어난 경우, 사용자는 쓰러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낙상가능상황이 판단된후 

“누워있다-누워있다-누워있다”의 패턴이 나오는 경우에 

최종 낙상으로 판단한다. 

 

5. 실험결과 

 

실험대상자는 남자 5명과 여자1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28세에서 35세이며, 키는 157~181cm, 몸무게는 

53~71kg이다.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는 “걷기 – 수면 – 

용변 – 식사 – 휴식 – 외출 – 귀가 – 낙상”의 순으로 

행위를 취하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 동안 

비디오로 녹화를 하였으며,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요소ADL은 시간정보를 포함하여 파일로 저장한후, 

녹화된 내용의 시간정보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판단했다. 

표2는 요소ADL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소행위들에 대해 보정하여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 

표 2 

행위 
원소행위 

정확률(%) 

보정된 행위의 

정확률(%) 

앉아있다 

누워있다 

걷다 

94.65 

96.47 

93.27 

99.06 

99.03 

97.75 

“앉아있다”의 경우는 간혹 몸이 약간 뒤로 젖혀서 

눕기로 나오던 상황들이 많이 보정되었으며, “걷다”의 

경우는 움직임과정에서 튀는 데이터들로 인해 나오는 

행위들이 많이 보정되었다. “누워있다”는 누워있는 

도중에 뒤척임 과정에서 출현하는 넘어짐 데이터들이 

보정되었다. 

 

표3은 행위의 수행시간에 기반한 요소행위의 정확도를 

나타낸 결과로 전체적으로 97%이상의 성능을 보인다. 

 

표 3 

요소ADL 
True 

Time(ms) 

False 

Time(ms

) 

정확

률(%) 

변기에 앉다 

소파에 앉다 

식탁의자에 앉다 

침대에 눕다 

걷다 

521,356 

2,378,860 

1,452,529 

2,716,782 

1,266,311 

7,520 

639 

16,786 

30,123 

72,498 

98.77 

99.97 

98.45 

99.03 

94.50 

 

표4는 실행횟수로부터 요소행위의 정확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4 

요소 ADL 
True 

Count 

False 

Count 

정확률 

(%) 

외출 

귀가 

낙상 

12 

11 

10 

0 

1 

2 

100 

98.77 

99.97 

 

귀가의 경우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이유는, 출입문 

앞 발판의 압력이 인식이 되지 않아서이다. 낙상인식이 

되지 않은 경우는 귀가가 인식되지 않은 후 낙상이 

발생한 경우와 원소행위에서 낙상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발생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특정 실내행위를 할 때, 물체의 반응뿐만 아니라 

행위분류를 같이 결합하여 단순히 접촉에 의해 행위를 

알아내는 방법에 비해 정확한 실내행위를 인식할 수 

있다. 원소행위 보정과정을 통해 요소ADL은 전반적인 

인식 정확도는 97%에 이른다. 

향후, 기본실내행위인식의 확장을 위해 센서를 추가 할 

것이며, 정확도 향상을 위해, 행위패턴네트워크구축을 

통한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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