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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기반 모바일 
라이  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연  검색 
시스템

(An Associative Search System 

for Mobile Life-log Semantic 

Networks based on Visualization)

오 근 †    김 용 ††

      (Keunhyun Oh)     (Yongjun Kim)

조 성 배 †††

                (Sung-Bae Cho)

요 약 최근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센서들을 통하여 데

이타를 수집하여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

이다. 효율적인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저장과 탐색을 위해 

연관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기존의 시맨틱 네트워크 상의 검색은 텍스트 

기반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용자의 능동적인 연관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연관 검색을 위해 검색 과정과 결과를 시각화된 네트워크

로 데이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택 연관 검색과 키워드 

연관 검색을 제안한다. 복잡한 시맨틱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미 추상화를 적용하였다. 

실제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데이타를 바탕으

로 질의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존 연구에서 보였던 텍스트 

기반 연관 검색 방법과 비교하고 사용성 평가를 시행함으

로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키워드 : 모바일 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연관검색, 네트

워크 시각화, 의미추상화

Abstract Recently, mobile life-log data are collected 

by mobile devices and used to recode one’s life. In order 

to help a user search data, a mobile life-log semantic 

network is introduced for storing logs and retrieving 

associative information. However, associative search sys-

tems on common semantic networks in previous studies 

provide for a user with only found data as text to users. 

This paper proposes an associative search system for 

mobile life-log semantic network that supports selection 

and keyword associative search of which a process and 

result are a visualized graph representing associative 

data and their relationships when a user inputs a keyword 

for search. In addition, by using semantic abstraction, the 

system improves user’s understanding of search result 

and simplifies the resulting graph. The system’s usability 

was tested by an experiment comparing the system and 

a text-based search system.

Key words : Mobile Log, Semantic Networks, Asso-

ciative Search, Network Visualization, 

Semantic Abstraction

1. 서 론

최근 모바일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센서가 내

장되어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인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기

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효

과적인 관리와 검색을 위하여데이타간의 관계를 바탕으

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

트워크가 제안하였다[1].

사람은 기억을 회상할 때 정보 사이의 관계성을 바탕

으로 연관된 사실을 떠올린다[2]. 기존의 시맨틱 네트워

크 상에서의 연관검색은 검색 결과로 데이타만을 제공

하고 관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데이

타를 검색할 시에는 검색 결과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 

검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데이타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검

색을 수행하고 연관 검색 결과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제

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검색을 위한 시

각화 기반의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연관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각화된 그래프 기반의 연관 

검색 방법과 검색 결과 그래프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미 추상화(Semantic abstraction)를 시맨틱 네

트워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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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연구

2.1 시맨틱 네트워크 검색

Liu 등은 일반 상식을 시맨틱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지식 표현과 연관 검색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소

개하였다[3]. Rinaldi는 웹 상에서 웹 문서상의 단어 사

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맨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4]. 이러한 연구에

서의 검색은 데이타 간의 관계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사

용자가 검색 결과와 질의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

해하기 어렵다.

2.2 네트워크 시각화

Jia 등은 전체 네트워크상의 각 노드의 중요성과 에지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래프를 간략화하기 위하여 중

요성이 떨어지는 에지를 제거하고 정보를 클러스터링 하

였다[5]. 이처럼 대부분의 네트워크 시각화 연구는 분석이 

목적이므로 데이타의 유실을 가져온다. 검색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데이타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 

Shen 등은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의미 추상화를 

제안하였다. 의미 추상화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온톨로지 그래프(ontology graph)와 불필요한 

타입의 노드를 보여 주지 않는 유도그래프(induced 

graph)의 구성을 의미한다[6]. 본 논문에서는 의미 추상화

를 시맨틱 네트워크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3. 제안하는 방법

3.1 모바일 라이 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는 모바일 라이프

로그의 효과적인 저장과 검색을 위해 이전연구에서 제

안되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행동이 

모든 상황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장소와 시간, 그 행동을 할 때 발생한 이벤

트인 모바일 기기의 기능을 행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1은 각 노드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1].

3.2 연  검색 시스템 개요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를 시각화한다. 시각

화된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선택 연관검색과 키워드 

연관검색을 통해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시스템은 결과

를 시각화된 결과그래프로 제공한다. 결과그래프가 복잡

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추상화를 사용한다. 의

미 추상화는 시맨틱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온

톨로지 그래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온톨로지 그래프 상에서 선택된 타입의 노드들과 그 노

드들 사이의 관계들로만 구성된 유도그래프를 통해 연

관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그래프의 간략화가 가능하다.

표 1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노드 종류

노드타입 정의

활동 근노드

행동카테고리 행동의 분류

행동 각 카테고리로 나눠진 행동

장소 GPS기반으로 레이블링한 데이타

시간 모바일 기기 이벤트 발생 시간

모바일기기 기능 모바일 기기의 기능

내용 문자내용, 음악파일명, 사진이미지

상대방 전화/문자를 주고 받은 상대방

그림 1 연관검색 시스템 개요

3.3 연 검색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연관 검색을 위해 시각화된 

그래프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데이타 간의 관계를 제

공한다. 이전연구의 선택 연관검색을 적용하였다. 데이

타를 선택하면 에지로 연결된 노드들을 보여준다. 검색

을 수행할 시에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검색을 수행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차례로 추가 정보를 

얻고 다음 단계의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1]. 키워드 연

관검색을 제안한다. 정확히 알고 있는 키워드가 있을 경

우 그 키워드를 질의어로 입력하면 시스템은 노드와 연

관된 조상/자손 노드를 포함한 검색 결과그래프를 출력

으로 한다. 시스템은 질의어를 깊이 우선탐색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찾는다. 입력한 키워드를 찾게 되면 해당 

노드와 근노드에서 해당 노드까지의 경로상의 노드와 

관계를 결과그래프에 추가한다. 또 키워드 노드의 모든 

자손 노드를 결과그래프에 추가한다. 키워드 연관검색의 

의사코드는 그림 2와 같다. 시각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검색을 수행함으로 검색 결과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3.4 시맨틱 네트워크 의미 추상화

결과그래프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이 높아지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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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현된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연관 검색 시스템. 왼쪽은 사용자가 선택 연관 검색을 행할 수 

있고 검색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은 키워드 연관 검색에서 질의어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측에는 온톨로그 그래프가 있으며 노드를 선택하면서 유도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 키워드 연관검색 의사 코드

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그래프의 의미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Shen 등이 제안한 의미 추

상화를 사용하였다.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온톨로지 그래프를 통하여 원하는 종류의 노

드들과 관계들을 보여주는 유도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6]. 온톨로지 그래프는 OG=(Tv, TE) 구성된

다. Tv는 노드에 해당하며 시맨틱 네트워크  상의 노드

의 타입을 의미한다. TE는 에지에 해당하고 시맨틱 네

트워크 상의 에지의 타입을 의미한다[3]. Tv를 타입노

드라고 명명하고 TE를 타입에지라고 명명하겠다. 본 논

문에서는 온톨로지 그래프의 생성규칙을 시맨틱 네트워

크에 적합하게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림 3의 우측 부분

은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의 온톨로지 그

래프의 예시를 보여준다.

타입노드의 크기는 식 (1)을 따른다. Ni는 i 번째 노

드를 의미하며 Ri는 i 타입노드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상수 C는 사용자가 지정한 최대 타입노드 크기이다. 

NCi는 시맨틱 그래프 상에서 타입노드와 매핑되는 노

드의 숫자를 의미한다. ECmax는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

서 가장 많은 타입의 노드를 의미한다.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그 타입에 해당하는 노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에 따라서 결정된다.

                 max


 (1)

타입에지의 두께는 식 (2)를 따른다. Ei는 i번째 에

지를 의미하고 Ei는 i 에지의 두께를 의미한다. Ei는 

사용자가 지정한 최대 타입에지의 두께이다. ECi는 시

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출발 노드 타입과 도착 노드 타

입 사이의 에지의 수를 의미한다. ECmax는 타입과 타입 

사이 에지의 수 중 최대 에지의 수를 의미한다.

                 max


 (2)

타입에지의 색은 RGB를 바탕으로 식 (3)을 따랐다.

            









  ma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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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에지를 포함하고 있는 타입에지는 어두운 색

으로 표시하여 온톨로지 그래프를 보았을 때 직관적으

로 구조와 각 타입 사이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톨로지 그래프에서 타입노드를 선택하면 시맨틱 네

트워크에서 해당 타입의 노드들이 삭제되며 삭제된 타

입노드를 다시 선택하면 그 타입의 노드들은 다시 나타

난다. 복잡한 그래프에서 검색에 불필요한 타입의 노드

들을 제거하여 그래프를 간략화시켜 유도 그래프를 생

성한다. 온톨로지 그래프와 유도 그래프는 사용자의 결

과그래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돕는다.

4. 실험  평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C#으로 구현되었으며 그래프 시각

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odeX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였다(http://www.codeplex.com/NodeXL). 그림 3은 구

현된 시스템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는 스마트폰 삼성 

m-4650와 GPS BT-335를 사용하여 3일 동안 수집한 

대학생의 모바일 로그 데이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109개의 노드와 106개의 에지로 구성되었다.

4.1 연 검색

주어진 질의어는 “영화를 보고 있었을 때 중요한 문

자를 받았었다. 어떤 영화인지 언제, 누구에게 받은 문

자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문자인가?”이다. 사용자는 

온톨로지 그래프를 통해 시맨틱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

악하고 근노드 활동을 선택하고 검색을 시작한다(그림 

4(a)). 행동카테고리가 연상되고 ‘레저’를 선택하고 영화

보기를 선택한다. 관련 장소들이 상기되는데 M영화관에

서 기록된 시간을 보고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그림 4(b)). 

그림 5는 키워드 연관검색을 통해 질의어 ‘문자’와 연관

된 노드를 결과그래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의미추상화

온톨로지 그래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시맨틱 네

트워크의 구조와 어떤 타입의 노드가 더 많이 존재하는

지 어떤 타입들끼리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6은 온톨로지 그래프를 통하여 ‘상대방’타

입과 ‘내용’타입을 제거한 유도그래프이다. 복잡한 그래

프가 간결화되어 원하는 데이타를 찾기에 용이하다.

4.3 평가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주어진 5

개의 질의를 사용자에게 검색하도록 하였다. 검색의 효

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 같이 연관 검색 결

과로 텍스트형태로 제공하는 연관검색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탐색과정 수와 연관되는 데이터 수를 비교하였

다. 평균 데이타 획득 수는 사용자가 하나의 상황으로 이

그림 4 선택 연관검색 예시

그림 5 키워드 연관검색 예시(키워드: 문자)

해한 데이타의 수이다. 표 2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제안

하는 방법의 평균 탐색과정 수가 적은 것을 보여준다.  

관계까지 제공하기에 대부분 1～2번의 검색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면 평균 연관 데이타 획득 수가 많은 것은 유용한 부분

이다. 사용자의 연관 데이타 이해도의 측정을 위해 표 3

의 문항으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7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시스템을 비교하였다.

이 문항들은 연관 검색 결과의 이해도, 만족도, 그리고 

유용성을 평가한다. 각 사용자별 비교 평가 결과의 평균

은 그림 7과 같다. 또한 표 4의 SUS문항을 사용하여 사

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점수는 1～

5점으로 1점은 ‘매우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이다. 

그림 8은 SUS평가의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시스

템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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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미 추상화를 통해 유도된 그래프

(‘상대방’과 ‘내용’타입 제거)

표 2 평균 탐색과정 수와 평균 연관 데이타 획득 수 비교

텍스트 기반 제안하는 방법

탐색과정 수 2.2 1.2

평균데이타획득수 8.2 13.2

표 3 검색 시스템 비교 사용성 평가 문항

번호 문항

1 제공하는 검색기능은 유용하였습니까?

2 화면에 보여주는 검색결과가 유용하였습니까?

3 검색 질문의 검색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표 4 SUS 평가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할 것 같다.

2 시스템에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이 있다.

3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4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다.

5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이 조직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

6 이 시스템은 너무 불안정한 것 같다.

7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스템의 사용방법을 빨리 익힐 것이다.

8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귀찮은 부분이 있다.

9 나는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는데 자부심이 생긴다.

10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림 7 검색 시스템 유용성 비교 사용성평가 결과(평균)

그림 8 SUS 점수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를 효과적으로 검색

하기 위한 시각화 기반의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

워크 연관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검색 과정과 결과에

서 데이타간의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시각화

한 선택 연관 검색과 키워드 연관 검색을 제안하여 사람

의 기억 회상과 유사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각화

한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줄이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의미 추상화를 적용하였다.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텍스트 기반 검색 방식과 질의 해결 

능력을 비교하고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여 시스템이 검색 

효율성과 사용자의 이해와 만족을 높임을 입증하였다.

모바일 라이프로그 시맨틱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개인

의 삶을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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