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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본 연구팀이 행동패턴 분석을 위하여 개발한 BPP(Behavior Pattern Prediction)알고리즘의 

가중치(weight) 속성을 객관적으로 수식화 하는 방법과 가중치와 행동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정상/비정상 

행동여부를 판단하는 ABA(Abnormal Behavior Analysi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가중치는 거주자의 방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며 가중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가 할수록 행동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구

축한 사용자 프로파일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행동이 지속된 시간 과 행동 발생 횟수이다. ABA 알고리즘

은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 행동 지속시간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참조 하였으며, 이산 가중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한다. 

1. 서  론 

   

  홈 네트워크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정 

내의 다양한 가전기기 및 센서를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동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홈 서버를 통해 집안 전체의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1][2]. 최근 가정내의 가전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3,4]. 지능형 홈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댁내 기기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환경 데이터를 수집, 관리, 가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용자 상황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무선 

센서 기술과 사용자의 가전에 대한 설정 값 및 구동 

상황에 맞는 선호도를 수집, 관리, 가공할 수 있는 

서버가
1
 필요하다[5]. 

본 논문에서는 방과 사용자의 행동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사용자가 머물렀던 방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한 관심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가중치와 

중요 프로파일 속성(행동 발생 횟수, 행동 지속 

시간)간의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Pearson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문화콘

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가중치와 프로파일 중요 속성간의 

상관관계를 참조하여 ABA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A 

알고리즘은 가중치와 사용자 행동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예외적인 행동을 검색 하고, 정상/비정상적인 행동 

여부를 판단한다. 본 연구의 실험 방법으로는, “MIT 

Placelab” 에서 “활동 인지 시스템(Activity Recognition 

System) [6]” 구현 결과로 측정된 행동 패턴 데이터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중치 계산식과 ABA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ABA(Abnormal Behavior Analysis) 알고리즘을 기술하며, 

4장 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한다. 

 

2. 관련 연구 

 

SA-RFID 시스템 (Situation-Aware RFID System)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RFID 

시스템으로서[7], 태그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Situation-

Aware를 통해 종합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1.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 모델 

 

SA-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정상 행동을 예측하는 

체계의 작동 매커니즘은 그림 1과 같다. RFID-T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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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가능한 위치정보와, 태그를 수집할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정보를 RFID-R은 지역 내 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DPS로 전송한다. 제한된 장소 내의 유저들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은DPS는 시간에 따른 일반유저들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해서 RFID-R에게 다시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된 Iall를 RFID-R 내부의 SA 

Middleware에서 자신의 정보와 비교 판단하여 최종 

산출물인 Ip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Ip가 

제공하는 주변의 비정상 행동 예측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공공장소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7]. 

 

   

그림 1.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 모델 시나리오 

 

2.2.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 설계. 

 

SA-RFID 시스템의 여러 가지 type[8]중에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에 적용되는 아키텍쳐는, 새로운 구성 

요소의 추가 없이 기존 RFID 시스템의 개념을 유지하면 

서 구성요소인 RFID 리더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SA-RFID reader기반 시스템을 변형한 형태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아키텍쳐는 SA-RFID 시스템으로의 개량 및 

활용이 용이하며,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아키텍처들에 비해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지 않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RFID 태그 정보 판독과 단말내의 

상황 정보를 하나의 구성요소가 수집함으로써 채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그림 2. 변형된 SA-RFID reader 기반 시스템 아키텍쳐 

 

반면, 이 아키텍처는 RFID 리더기와 DPS간의 원격 

통신 기능, 태그 정보 수집 및 단말기내의 정보 수집 기 

능 등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다른 

아키텍처들에 비해 RFID 리더기의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을 지닌다. 

 

2.3. 비정상 행동 예측 시스템 시나리오 

 

RFID-T로부터 수집 가능한 위치정보와 태그를 

수집할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정보를, RFID-R은 지역내 

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DPS로 전송한다. 제한된 장소 

내의 유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DPS는 시간에 

따른 일반유저들의 위치정보를 암호화해서 RFID-R에게 

다시 전송한다. 이렇게 전송된 Iall를 RFID-R 내부의 

SA Middleware에서 자신의 정보와 비교 판단하여 최종 

산출물인 Ip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Ip가 

제공하는 주변의 비정상 행동 예측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공공장소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9]. 

 

3. ABA(Abnormal Behavior) 알고리즘  

 

3.1. BPP(Behavior Pattern Prediction)알고리즘 설명 

 

 본 연구팀이 행동패턴 분석 및 예측 연구에서 개발한 

BPP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어느 방에 자주 방문하고, 

어떤 행동을 자주 반복 하는지 파악을 하여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한다. 또 한, 사용자가 머물렀던 방과 

행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거주지 사용자가 

직접 가중치 (𝑤𝑒𝑖𝑔𝑡) 를 부여 하며, 수정이 가능하다. 

가중치 (𝑤𝑒𝑖𝑔𝑡)는, 𝑤(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 (0 ≤ 𝑤(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 1)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𝐶𝑜𝑢𝑛𝑡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과 𝐷𝑢𝑟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을 제안 

하였다. 𝐶𝑜𝑢𝑛𝑡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이란 방에서 사용자가 한 행동의 

횟수에 관한 프로파일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이며 𝐶𝑛𝑡𝑃(𝑖)  으로 

표현한다. 

 

𝐶𝑛𝑡𝑃(𝑖) =
  𝑐𝑜𝑢𝑛𝑡(𝐴𝑐𝑡𝑖) ∗ 𝑤𝑖(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𝑗

 𝑐𝑜𝑢𝑛𝑡(𝑅𝑚𝑘)𝑘

 

                                            (수식 1) 

𝐴𝑐𝑡𝑖 ∶  Action ID, 𝑅𝑚𝑗  : 𝑅𝑜𝑜𝑚 𝐼𝐷  

 𝑐𝑜𝑢𝑛𝑡(𝑅𝑚𝑘)𝑘  : 방(𝑅𝑚𝑘)에 출입한 횟수의 합 

𝑐𝑜𝑢𝑛𝑡(𝐴𝑐𝑡𝑖) : 행동(𝐴𝑐𝑡𝑖) 발생 횟수 

𝑤𝑖(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 행동(𝐴𝑐𝑡𝑖) 과 방(𝑅𝑚𝑗 ) 사이의 연관성 

 

 𝐷𝑢𝑟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이란 방에서 사용자가 한 행동의 

소요시간에 관한 프로파일(Profile) 이다. 𝐶𝑜𝑢𝑛𝑡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을 𝐷𝑢𝑟𝑃(𝑖) 으로 표현한다. 

 

𝐷𝑢𝑟𝑃(𝑖) =
  𝑑𝑢𝑟𝑎𝑡𝑖𝑜𝑛(𝐴𝑐𝑡𝑖) ∗ 𝑤𝑖(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𝑗

 𝑑𝑢𝑟𝑎𝑡𝑖𝑜𝑛(𝑅𝑚𝑘)𝑘

 

  (수식 2) 

 𝑑𝑢𝑟𝑎𝑡𝑖𝑜𝑛(𝑅𝑚𝑘)𝑘 ∶ 방(𝑅𝑚𝑘)에 머문 시간의 합 

𝑑𝑢𝑟𝑎𝑡𝑖𝑜𝑛(𝐴𝑐𝑡𝑖) : 행동(𝐴𝑐𝑡𝑖) 이 지속된 시간 

 

 시간과 행동에 관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변수 𝑥𝑖  를 

제안한다. 

𝑥𝑖 = 𝑎 ∗ 𝐷𝑢𝑟𝑃 𝑖 + 𝑏 ∗ 𝐶𝑛𝑡𝑃 𝑖 , 

2010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7, No.1(C)



                𝑤𝑒𝑟𝑒 𝑎 + 𝑏 = 1           (수식 3) 

수식 3 에서 상수 𝑎  와 𝑏 는 𝐶𝑜𝑢𝑛𝑡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과 

𝐷𝑢𝑟𝑎𝑡𝑖𝑜𝑛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사이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홈 네트워크 상에서 𝑈𝑠𝑒𝑟 𝑃𝑟𝑜𝑓𝑖𝑙𝑒 은 오직 어떤 

시점에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𝑇𝑖𝑚𝑒 𝑆𝑡𝑎𝑚𝑝  정보와 변수 

𝑥𝑖 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사용자의 흥미변화를 관찰하여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  

 

표 1. 방에 방문한 횟수, 𝑇𝑖𝑚𝑒 𝑆𝑡𝑎𝑚𝑝 와 가중치 

 

 표 1 은 방에 방문한 횟수𝑐𝑜𝑢𝑛𝑡(𝑅𝑚1)와 방문한 시간

(𝑇𝑖𝑚𝑒 𝑆𝑡𝑎𝑚𝑝), 그리고 방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한 가중

치(𝑤𝑒𝑖𝑔𝑡)를 나타낸다. 그림 2 는 시간대 별로 사용자

의 행동 패턴과 관심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사용자 프로

파일로 얻어진 𝑥2  데이터는 𝑡0 ~ 𝑡3 시간대 에서 𝑡1 시간

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대 별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

측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했다. 

 

그림 3. 시간대 별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 그래프 

 

3.2.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MIT Placelab”에서 “활동 인지 

시스템(Activity Recognition System)” 구축을 위해서 

설치한 “state-change sensor” 로 부터 저장된 행동이 

시작하고 종료된 시간과, 센서가 설치된 장소 데이터를  

사용했다. 행동 Label sampling은 ESM(Experience 

Sampling Method)방식을 사용하여 행동에 대한 ID를 

부여 했다. 센서가 설치된 장소는 가전제품(TV, DVD, 

stereos, refrigerator, freezer, microwave, washing 

machine, lamp, light switch, oven, burner, coffee 

machine, stoves)이나 가구(Cabinet, Container, 

Medicine Cabinet, windows, doors) 이다. 표 2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원본 데이터 이며, 행동 별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용 한 시간정보와 센서가 

설치된 장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표 2. state-change sensor 와 ESM을 이용한 데이터 

Type 

 

 

본 논문은 ESM을 사용하여 Labeling 된 행동을  

Main/Sub action으로 분류를 한다. 표 3은, 부엌에서 

발생할 수 있는 Main action를 정의한 결과이며, 부엌에 

설치된 센서 에서 측정된 행동 데이터를 Sub action 

으로 분류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중치 수식과 

ABA 알고리즘에 적용 한다. 

 

표 3. Main/Sub Action Dataset 

   

 

3.3. 가중치 수식화 

 

이전 행동패턴 연구에서 개발한 BPP(Behavior 

Pattern Prediction) 알고리즘은 거주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거주지 사용자의 방과 방에서 발생된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가중치로서 상대적인 변수를 

지정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프로파일을 구축하기가 

어려우며, 행동 패턴 예측 정확도가 낮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지 사용자의 방과 방에서 발생된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수식화 하는 방법을 수식 

4와 같이 제안한다.  

 

𝑤𝑖(𝑆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 a
 𝑐𝑛𝑡 𝑆𝐴𝑐𝑡𝑖 𝑖

 𝑐𝑛𝑡 𝑆𝐴𝑐𝑡𝑘 𝑘

+ (1 − a)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i

𝑑𝑢𝑟𝑛 𝑀𝐴𝑐𝑡𝑘 
 

(수식 4)   

𝑆𝐴𝑐𝑡𝑖 ∶ 𝑆𝑢𝑏 Action ID , 𝑅𝑚𝑗 ∶ Room ID 

𝑀𝐴𝑐𝑡𝑘 ∶ Main Action ID   

a ∶ 행동 횟수와 행동 지속 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0<a<1) 

𝑤𝑖 𝑆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행동(𝑆𝐴𝑐𝑡𝑖) 과 방(𝑅𝑚𝑗 ) 사이의 연관성  

 𝑐𝑛𝑡 𝑆𝐴𝑐𝑡𝑘 𝑘 ∶ 방(𝑅𝑚𝑗 )에서 전체 행동 횟수의 합 

 𝑐𝑜𝑢𝑛𝑡 𝑆𝐴𝑐𝑡𝑖 𝑖 ∶ 방 𝑅𝑚𝑗 에서 행동 (S𝐴𝑐𝑡𝑖) 횟수의 합 

𝑑𝑢𝑟𝑛 𝑀𝐴𝑐𝑡𝑘 ∶ 방(𝑅𝑚𝑗 )에서 행동 (𝑀𝐴𝑐𝑡𝑘) 지속 시간  

𝑼𝒔𝒆𝒓_𝑰𝑫 𝒄𝒐𝒖𝒏𝒕(𝑹𝒎𝟏) 𝑻𝒊𝒎𝒆 𝑺𝒕𝒂𝒎𝒑 𝒘𝟏 𝒘𝟐 𝒘𝟑 𝒘𝟒 

1 2 05.09.2009 

16:25:30 

0.5 0.2 0.1 0.5 

2 3 05.09.2009 

15:10:50 

0.2 0.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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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i ∶ 방(𝑅𝑚𝑗 )에서 행동 (𝑆𝐴𝑐𝑡𝑖) 지속 시간 의 

합 

 0 ≤ 𝑤 ≤ 1  범위 내에서 가중치가 클수록 사용자의 

행동과 방 사이의 연관성이 높고, 행동에 대한 흥미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중치 계산식에서 행동 횟수에 

대한 수식은 구하고자 하는 Sub action 횟수를 Main 

Action에서 발생된 모든 Sub action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행동 횟수에 관한 계산 결과는 0 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행동 발생 시간 수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Sub action의 행동 발생 시간은 Main 

action이 종료된 시점에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행동 

발생 시간 계산 결과가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표 4. 가중치 계산 결과 Dataset 

 
  

 위와 같은 행동 프로파일 데이터에 근거하여 표 4와 

같이, 가중치는 1보다 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최대 

약 400000의 값을 가진다. 표 4의 가중치 계산 결과는 

객관적으로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 행동 지속 시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동 횟수와 행동 지속 

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변수 a를 고려하지 않았다. 

 

3.4. 비정상 행동 분석 

 

사용자 행동 프로파일 데이터의 중요 속성은 행동 발생 

횟수와 행동 지속 시간이다. 가중치가 어떠한 행동 

프로파일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와 사용자의 행동 프로파일 속성 사이의 

산점도를 그려서 표본들의 분포를 파악한다. 

 

그림 4. w, Count, Duration 행렬 산점도 

 

 그림 4는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 행동 지속 시간 

사이의 행렬 산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중치와 행동 

지속 시간은 대략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행동 지속 시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표 5는 가중치와 두 

변수(행동 발생 횟수, 행동 지속 시간) 사이의 

단순상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중치(w)와 

행동 지속 시간(Duration)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는 

0.802이며, 유의 확률은 0으로써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나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Count)의 상관 계수는 -0.054 이며 

매우 약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의 확률은 

0.538로서, 유의수준 0.01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관 관계가 없다.  

 

표 5. W와 Count, Duration 상관계수 

 

  

 그림 4의 산점도 에서, 행동 발생 횟수 와 행동 지속 

시간의 표본들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의 상관 관계는 행동 지속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동 지속 

시간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편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행동 지속 시간을 통제 했을 때,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유의수준이 0.605으로, 0.01보다 크며,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의 상관계수는 -0.046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 

 

표 6. 가중치와 행동 발생 횟수의 편상관계수 

 

 

 w와 Duration 사이 상관분석 결과, 거주자의 방과 

행동에 대한 흥미는 행동 반복 횟수 보다 행동 지속 

시간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비정상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데 행동 지속 시간을 

이용한다. 그림 5는 ABA 알고리즘에서 행동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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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Step0과 1은 

가중치가 0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Sub action의 

평균시간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고, Step2와 3은 

가중치가 1보다 큰 경우, 즉 이산 가중치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때의 Sub action의 평균 시간을 구하는 

것이다. 

  

그림 4. 가중치별 Sub action 평균 계산 방법 

 

그림 5는 ABA(Abnormal Behavior Analysis) 알고리즘을 

설명한 것이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tep0.  IF  (𝑑𝑢𝑟𝑛 𝑀𝐴𝑐𝑡𝑖 <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 

      Then  𝑆𝐴𝑐𝑡𝑖  ∈ Exception Behavior Category 

Step1.  For (Exception Behavior Category 𝑆𝐴𝑐𝑡𝑖 ) 

      if(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𝑗  ≠ NULL 𝑜𝑟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𝑀𝐴𝑐𝑡𝑗  ≠ NULL 𝑎𝑛𝑑  

      Avg𝑆𝐴𝑐𝑡𝑖 <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 Avg𝑆𝐴𝑐𝑡𝑗 )  

      Then  𝑆𝐴𝑐𝑡𝑖 = Normal Behavior Category 

Step2.  if(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𝑗 ≠ NULL 𝑜𝑟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𝑀𝐴𝑐𝑡𝑗  ≠ NULL 𝑎𝑛𝑑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 Avg𝑆𝐴𝑐𝑡𝑗 ) 

      Then  𝑆𝐴𝑐𝑡𝑖 = Abnormal Behavior Category 

Step3.  if(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𝑗 = NULL 𝑜𝑟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𝑖 ∩ 𝑙𝑜𝑐𝑎𝑡𝑖𝑜𝑛 𝑀𝐴𝑐𝑡𝑗 = NULL 𝑎𝑛𝑑 

      𝑑𝑢𝑟𝑛 𝑆𝐴𝑐𝑡𝑖 > Avg𝑆𝐴𝑐𝑡𝑗 ) 

      Then  𝑆𝐴𝑐𝑡𝑖 = Abnormal Behavior Categor 

 𝑀𝐴𝑐𝑡 ∶  𝑀𝑎𝑖𝑛 𝑎𝑐𝑡𝑖𝑜𝑛, 𝑆𝐴𝑐𝑡 ∶ 𝑆𝑢𝑏 𝑎𝑐𝑡𝑖𝑜𝑛 

그림 5. ABA(Abnormal Behavior Analysis) 알고리즘 

  

제 1단계 : 𝑀𝐴𝑐𝑡  지속된 시간보다 𝑆𝐴𝑐𝑡  의 지속된 

시간이 많이 결과 했을 경우 이상 행동 범주(Exception 

Behavior Category)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𝑀𝐴𝑐𝑡𝑖 

행동이 종료된 이후에 𝑆𝐴𝑐𝑡𝑖  행동이 지속된 경우 

𝑀𝐴𝑐𝑡𝑗 , 𝑆𝐴𝑐𝑡𝑗   행동에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관련이 

없을 수 있으므로, 𝑆𝐴𝑐𝑡𝑖  지속 시간이 𝑀𝐴𝑐𝑡𝑖 의 지속 

시간보다 큰 경우를 검색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𝑆𝐴𝑐𝑡𝑖  의 가중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산 가중치 데이터로 정의한다.  

 

제 2단계 : 예외 행동 으로 분류된 𝑆𝐴𝑐𝑡𝑖이 𝑀𝐴𝑐𝑡𝑗  혹은 

𝑆𝐴𝑐𝑡𝑗 의 발생 시간대의 위치가 겹치며, 𝑆𝐴𝑐𝑡𝑖 의 행동 

지속 시간이 음수가 아닌 0보다 작은 가중치를 가진 

𝑆𝐴𝑐𝑡𝑖의 평균 시간(Avg𝑆𝐴𝑐𝑡𝑖) 보다 크고, 이산 가중치를 

나타내는 𝑆𝐴𝑐𝑡𝑖 의 평균 시간  (Avg𝑆𝐴𝑐𝑡𝑗 )  보다 작은 

경우를 정상 행동(Normal behavior)으로 분류를 한다. 

  

제 3단계 : 3단계와 같이, 예외 행동으로 분류된 𝑆𝐴𝑐𝑡𝑖 

의 발생 시간대 위치가 𝑀𝐴𝑐𝑡𝑗 , 𝑆𝐴𝑐𝑡𝑗  의 위치와 겹치지만, 

𝑆𝐴𝑐𝑡𝑖 의 행동 지속 시간이, 이산 가중치를 가지는 

𝑆𝐴𝑐𝑡𝑖 의 평균 시간  (Avg𝑆𝐴𝑐𝑡𝑗 )  보다 큰 경우를 비정상 

행동(Normal behavior)으로 분류를 한다. 

 

제 4단계 : 제 3단계와 반대로, 예외 행동으로 분류된 

𝑆𝐴𝑐𝑡𝑖 의 발생 시간대 위치가 𝑀𝐴𝑐𝑡𝑗 , 𝑆𝐴𝑐𝑡𝑗  의 위치와 

겹치지 않고, 𝑆𝐴𝑐𝑡𝑖의 행동 지속 시간이, 이산 가중치를 

가지는 𝑆𝐴𝑐𝑡𝑖 의 평균 시간  (Avg𝑆𝐴𝑐𝑡𝑗 )  보다 큰 경우를 

비정상 행동(Normal behavior)으로 분류를 한다. 

 

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시한 ABA 알고리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BA 알고리즘을 “MIT Placelab” 에서 측정된 

행동 데이터에 적용하여 정상/비정상적인 행동을 분류 

한 경우와, ABA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가중치의 

크기 만으로 사용자의 흥미 정도를 파악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수행 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중치 수식에서, 행동 횟수와 행동 

지속 시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변수 a를 고려하지 않고 

가중치를 구한다.  

 

표 7. ABA 알고리즘과 예외 행동 분류를 적용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한 행동 분석 결과 

 

 

 표 7은 ABA 알고리즘 효과 실험 결과로 3월 27일 

행동패턴 표본 126개를 이용 하였으며, 가중치가 1보다 

큰 행동을 예외 행동으로 분류 하여 정상/비정상 

행동을 판단한 결과이다. 그림 6은 행동 패턴 데이터을 

시간별로 분석한 Plot 으로서, 𝑆𝐴𝑐𝑡  의 시간 별 행동이 

겹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7에서, ABA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냉동고(Freezer) 문을 약 4시간 

반(16761sec) 열어놓은 행동은 비정상 행동으로 분류 

Step0.  If 𝑤𝑖 𝑆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0 

Step1.  Then Avg𝑆𝐴𝑐𝑡𝑖 =  𝐴𝑣𝑒𝑟𝑎𝑔𝑒𝐷𝑢𝑟𝑛(𝑆𝐴𝑐𝑡𝑖) 

Step2.  If 𝑤𝑖 𝑆𝐴𝑐𝑡𝑖 , 𝑅𝑚𝑗  > 1 

Step3.  Then Avg𝑆𝐴𝑐𝑡𝑗 =  𝐴𝑣𝑒𝑟𝑎𝑔𝑒𝐷𝑢𝑟𝑛(𝑆𝐴𝑐𝑡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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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예외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치만 고려한 

행동 분석 결과는 단순히 흥미 있는 행동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인다. 즉, 가중치가 다른 행동보다 높게 

측정 되었지만 비정상 행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림 6. 시간별 사용자의 행동패턴 Plot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BPP 알고리즘은 예외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치가 높을수록 방과 행동에 대한 

연관성과 관심이 높다고 정의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프로파일의 중요 속성으로 행동 

발생 횟수와 행동 지속 시간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수식을 제안한다. 그리고 가중치와 행동 지속 

시간 사이의 밀접한 연광성을 조사 했으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ABA(Abnormal Behavior Analysi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A 알고리즘 효과를 분석한 실험 결과, 

가중치는 행동 지속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가중치가 높은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분류 될 수 

있다. ABA 알고리즘의 효과로는, 이산 가중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동을 예외 행동으로 분류 하여 

정상/비정상적인 행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함으로써, 독거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을 탐지하는 현실적인 헬스케어 

홈 서비스 구축을 기대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사용자의 행동 시간과 동선을 추가하여 사용자 

프로파일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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