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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한 사용자 

컨텍스트의 확률추론
(Probabilistic Inference of User’s 

Context for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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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는 심사가 유사한 사람을 찾거

나 정보를 교환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최근 각 받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이나 싸이월드 등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휴 폰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휴 폰은 개인이 항상 소유하고 다

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취득이 쉬우며, 센서 기술의 발달

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활용하면 기존의 인

터넷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

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확률추론 모델인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간의 친 도나 

계 등의 모바일 소셜 컨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이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요한 정보로 활

용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실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그 가능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베이지안 네트워크, 사

용자 컨텍스트

Abstract In recent years, social networks come into 

the spotlight as the important ways to find people or 

share information. Especially, existing social network 

services based on the Internet, such as Facebook.com 

and Cyworld.com, are now extended into the mobile 

environment. A mobile phone easily coll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since it is carried by the user at all times, 

and various types of data can be gathered together with 

the advance of sensor technologies. These features 

differentiate the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s from the 

previous Internet-based services.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user’s mobile social contexts like closenes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user and surrounding people 

using Bayesian networks. The mobile social contexts can 

be employed as important information for providing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s, and experimental results 

on real world data have verified their possibilities.

Key words : Mobile Social Network, Bayesian Net-

works, User's Context

1. 서 론

소셜 네트워크는 심사, 취미, 친분 등의 공통 을 

가지고 연결되어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발달하 으며, 

표 인 로 해외의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페

이스북(facebook.com), 그리고 국내의 싸이월드(cyworld. 

com) 등이 있다.

최근 기술발달로 인한 고성능 휴 폰들이 출시됨에 

따라 휴 폰의 주된 기능이 기존의 통화에서 사진, 동

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한 기능이 주목 받으며, 이

를 이용한 서비스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휴 폰은 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기존의 통

신기능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채 , 이메일, 블로깅 등

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어 소셜 네트워크의 심 인 

매체가 되고 있다[1].

그러나 재 휴 폰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는 부분이 기존 인터넷에서 제공되어 온 시스템의 확

장 개념으로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 폰

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개인

화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며, 특정 장소  시간 에 

군가와 통화한 기록은 상 방과 사용자와의 계를 

추론하는데 요한 정보가 되어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2].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치정보와 통화로그,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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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의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확률추론 모델인 베이지

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를 이용하여 모바일 소

셜 컨텍스트를 추론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센서와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의 많은 정

보들을 정 하게 수집하는 기술이 발 하고 있다. 이러

한 기술들은 모바일기기에 용되고 있는데, CMU에서 

개발한 Sensay[3], 핀란드 VTT연구소의 CyPhone[4] 

등이 센싱 기술을 휴 폰에 용한 표 이 사례이다. 

이와 같은 모바일 컨텍스트 기반 상황인지 서비스는 사

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다. Cao 등은 모바일 여행 

가이드 서비스를 제안하 는데, 이는 커뮤니티 컨텍스트

인 사용자의 여행 히스토리, 로 일,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규칙기반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 다[5]. Lee 등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감정을 소셜 네트워크 상의 지인들에게 

송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하 다. 이들은 심장박동, 피부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센서를 사용하여 사

용자의 신체정보를 직  수집하고 이로부터 규칙 기반

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추론하 다[6].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컨텍스트는 불확실성을 내

포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칙기반 모델로는 정확한 컨텍

스트 정보의 추출이 어렵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모바일 컨텍스트를 확률기반 모델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론하며,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의 요한 정보로 활용 가능한 사용자의 사회  상

태(소셜 컨텍스트)를 추론한다.

3.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의 소셜 컨텍스트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사람들

을 그룹화 하는 기 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추천 

 그룹정보공유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생성

방법의 체 흐름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

그림 1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추론방법

SPH-M4650 스마트폰과 Bluetooth로 연동되는 외장형 

GPS기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그를 수집하 다.

3.1 로그 수집  처리

휴 폰은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데이터 송 등과 같

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을 제공해 다. 한 Bluetooth로 

상 방의 모바일기기 ID를 인식하여 상 방과 만났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 GPS 정보로부터 사용자가 방문한 

장소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사

용자 상황정보(컨텍스트)도 취득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보와 함께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났는

지 여부를 악하면 사용자와 상 방간의 계를 추출 

할 수 있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수집한 모바일 로그 정

보를 나타낸다.

표 1 소셜 컨텍스트 추론을 해 수집한 모바일 로그

종류 정보

주소록 화번호, 주소, 직장 등

통신 통화, 문자메세지 등

장치 장소(GPS), 시간, 날짜, 가속도 등

수집한 데이터는 컨텍스트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증거값으로 이용된다. 이를 해 GPS를 통해 수집한 

경도와 도 정보를 의미  치 이블로 변환하 다. 

본 논문에서는 치 이블을 {집, 직장, 그 외 장소} 3

가지 경우로 간단히 정의하 으며, 집과 직장의 좌표는 

사용자가 입력하 다.

3.2 소셜 컨텍스트 추론

베이지안 추론모델은 불확실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유

용한 모델이며, 문가의 지식을 네트워크 구조나 확률 

테이블 값 모델링에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셜 컨텍스트를 추론하 다. G(Bs,)를 베이지안 네트

워크 모델이라 하 을 때, Bs와 는 각각 네트워크의 

구조와 라메터를 나타낸다. 는 조건부확률테이블 BΦ

와 조건부확률분포 Bp로 구성된다. 조건부 확률 P()에 

해, 추론과정은 다음의 식 (1)과 같다.

       )|(),|(),,( pTΦTTTT BZPBZYPYZP =θ  (1)

식 (1)에서 ZT = {z1,z2,…,zT}는 T개의 상태를 갖는 

변수를 나타내고, YT 는 해당하는 측 값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표 2와 같이 친 도, 련행동, 계의 3

가지 소셜 컨텍스트를 정의하고, 이를 인식하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하 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계의 구체  기 은 다음과 같다.

친 도:  상 방과 사용자가 친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으로, 자주 연락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을 하면 

친한 계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 다.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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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셜 컨텍스트

컨텍스트

종류
BN노드 상태 종류

친 도 가까움, 멈

련행동 이동, 일, 공부, 휴식, 놀기, 먹기, 기타

계 가족, 애인, 친구, 동료, 지인, 기타

으로 친한 사람들은 주로 주말이나 녁과 같이 사

인 시간에, 혹은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길 때 만나

거나 연락한다는 가정을 하 다.

련행동:  상 방과 연락 의 사용자 행동을 나타내

는 것으로, 어떤 행동 에 상 방과 연락하는지에 따라

서 그 사람과 사용자간의 계나 친 도를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업무 에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동료일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의 행동은 재 시간, 요

일, 장소로부터 추론한다.

계:  휴 폰 상의 주소록으로부터 일반 인 계를 

알 수 있다. 를 들어 성이 같거나 화번호의 뒷자리가 

같으면 가족일 확률이 높고, 직장주소나 email등을 통해 

동료인지 여부를 단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주로 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지,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등의 

정보에 따라서 좀더 정확한 계를 악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 로그를 컨텍스트 추론 베이지안 네트

워크의 증거값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노드별 상태에 

따라 연속된 측 값을 이산화해야 한다. 를 들어 그

림 2의 “최근연락” 노드는 {3일 이내, 3～6일 사이, 7일 

이상} 등과 같이 이산화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하루만에 연락하면 노드의 확률테이블은 증거값을 설정

함에 따라 {1, 0, 0}이 되며, 2일만에 연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 0, 0}이 된다. 일반 인 방법은 이와 같

이 정보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

문에서는 측된 통계  수치 혹은 미리 정의한 퍼지 

함수를 이용하여 연속된 실수 값으로 라메터를 변경

한다. 앞의 “최근연락” 노드를 로 들면, 우선 노드가 

{최근, 오래 }의 두 상태를 갖도록 설계한 후, “최근”과 

“오래 ” 값을 퍼지 함수로 모델링하여 최근에 연락한 

경우에는 노드의 확률값을 {0.8, 0.2}, 근래에 연락하

을 경우에는 {0.6, 0.4} 등과 같이 변경한다. 이 경우에

는 해당 노드가 부모노드이기 때문에 변경한 확률테이

블값이 추론 과정에서 자식노드로 된다. 하지만 그

림 2의 “시간”(흰색 노드)과 같이 증거노드가 자식일 경

우에는 증거값을 설정해야 부모노드로 확률이 이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Yes, No}의 이진 상태를 갖는 가

상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용하 다[9]. 표 3은 “시

간”노드의 증거값을 실수값으로 설정하기 한 가상노

드(그림 2에서의 은 회색 노드)의 확률값 설정 를

그림 2 소셜 컨텍스트 추론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

표 3 가상노드 확률 테이블 설정 값(사용자가 상 방과 

10번  두번은 녁에, 한번은 밤에 연락할 경우

의 시간 가상노드 )

시간 가상노드

상태

부모노드(시간 노드)의 상태

아침 심 녁 밤

Yes 0.05 0.05 0.8 0.1

No 0.95 0.95 0.2 0.9

보여 다. 측된 통계값 혹은 퍼지값을 표 3과 같이 조

건부확률로 설정한 후에는 Yes상태를 증거값으로 설정

하여 부모노드로 확률이 이되게 한다. 이때, 일반 인 

확률테이블의 경우 노드 상태가 확률분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열의 합이 1이 되지만, 가상노드의 경우 

Yes상태에 해당하는 값들이 확률 분포를 이 야 하기 

때문에 Yes상태 행의 합도 1이 되도록 설정한다.

지 까지 설명한 모바일 소셜 컨텍스트는 사용자와 

상 방과의 계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상 와 할 때마다 추론 값이 갱신되어야 한다.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을 실세계에 용하기 하여 앞의 그

림 1에서 소개한 모바일 기기(삼성 SPH-M4650와 

Bluetooth GPS)를 이용하여 학생 10명에 해 각각 

1달 분량의 모바일 사용로그를 수집하 다. 이 때 사용

자 1～9는 통화로그와 치정보를 함께 수집하 으며, 

사용자 10은 통화로그만 수집하 다.

그림 3은 실제 수집한 데이터의 통화 수와 통화 상  

계분포를 보여 다. 그림 4는 사용자 1과 주변 2명에 

한 소셜 컨텍스트 추론결과를 보여 다. 그림 4의 

에 사람은 사용자 1과 친 하며, 사 이거나 공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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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집한 모바일 데이터 분포

간에 상 없이 주로 식사와 같은 행동 에 연락하는 

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사도(주소록 상의 정

보로부터 획득)가 높아 사용자 1과는 가족 같은 계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그림 4의 아래 사람의 경우는 사

으로 연락을 하며 공부를 하거나 놀 때 연락을 했기 때

문에 친구 계로 추론되었다. 하지만 학교 외의 장소에

서의 연락빈도가 높고 친 도가 낮기 때문에 안면만 있

는 사람(acquaintance)이나 모르는 사람(etc)의 확률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의 계와 추론한 결과의 일치여부를 확

인해보기 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태깅한 계정보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측정해보았다. 10명의 피험자들이 모

두 학생이었기 때문에 동료(coworker)와 친구(friend)의 

구분이 실제 으로는 모호하여 이를 동일한 계로 보

았을 때 사용자 1～9의 계추론 정확도는 약 60%정도

으며, 치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10에 

해서는 45.5%의 정확도를 보 다. 재 사용 가능한 데

이터는 통화기록(통화시간, 길이, 회수 등)과 치정보 

두 가지로, 정보의 종류가 었기 때문에 정보가 락된 

경우의 정확도 손실이 컸다. 따라서 Bluetooth를 이용한 

만남여부 정보나 일정, 연락처의 주소 정보 등 사용자 

개인정보(PIMS)를 활용하여 추론모델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계의 추론결과가 틀린 경우의 부분은 로그수집기

간이 짧아서 기간 에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동료를 기

타(etc)로 분류한 경우 으며, 가족을 친구로 잘못 추론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림 5는 사용자 1과 애인

(lover)간의 계 추론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통화 로

그가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실험에서 추론한 계는 통화패턴으로부터 획득

한 사용자와 상 방간의 상호작용 정보이기 때문에 사

용자의 실제 계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4 사용자 1과 두 명(상/하)간의 소셜 컨텍스트 추론 

결과 

그림 5 로그 축 에 따른 사용자1과 애인간의 계 추론 

변화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한 요한 정보

로 활용될 수 있다. 를 들면 추론 계에 따라 그룹을 

생성해주고, 같은 그룹에 속한 사용자들 간에 련있는 

컨텍스트를 공유한다거나, 통화상 를 추천하는 등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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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론한 소셜 컨텍스트의 활용 . 사용자 계그

래 (상)와 화번호부(하)

비스가 가능하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소셜 

컨텍스트 추론 결과를 이용한 간단한 어 리 이션의 

를 보여 다. 그림 6(상)은 사용자가 자신( 심)과 주

변인들(노드)간의 계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는 소셜네

트워크 그래 로, 친 한 사람일수록 짙은 색의 선으로 

나타내주며 친 하지 않은 사람은 은 색으로 보여지

거나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선의 길이는 최근 연락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정기간동안 연락하지 않은 

경우는  선이 길어져서 사용자의 설정 값( 선으로 

표시된 원)보다 멀어지면 알람으로 경고해  수 있다. 

그림 6(하)는 추론한 계와 친 도를 화번호부에 표

시해  것으로, 사용자가 별명을 붙이거나 그룹 등을 

리할 때 유용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친 도, 

연락  행동, 계 등의 모바일 소셜 컨텍스트를 추론

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모델링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연락 패턴에 기반하여 추출한 사용자의 

사회  계는 주소록에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해 다거

나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수집된 로그의 양이 을 경우 

정확한 추출이 어렵고, 모델이 정 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효과 으로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 있었다. 향후에는 정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하여 실시간으로 모델의 구조와 라메터를 학습

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 다양한 직업  생

활패턴을 가진 피험자로부터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

여 실제 네트워크형식의 사회 계를 추론하고, 이를 모

바일 기반 추천 서비스에 용하여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해 유용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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