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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모바일 센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상에서의 정보공유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모바일 상의 상황공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공유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
고 모바일 폰 상의 센서로 다양한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점 이 있다. 바람직한 상황공유 시스템

은 상황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

으.로 사용자의 행동과 위치를 인식하여 공유하는 스마트폰 기반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
스템 에서는 결정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규칙 기반 방법으로 사용

자의 위치를 인식하였으며 키그래프 방법과 블루투스 센서를 이용하여 상황을  공유할 커뮤니티를 탐색한다.

키워드 : 모바일 상황공유, 베이지안 네트워크, 키그래프, 행 동인식

A¸s'rαε
' Recently, as the popularization of tlle snlartphone and rapid developⅡ

lent of the Ⅱ1obile

sensor techno1ogy, Inore and Inore reseal˙chers are pa¸ '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ext sharing systel11

based on n'obile devices In the tn(1⊃ ile context sharing systeln, use1's can check ()thel's’ shared context

in rea1-tilne. ⅳIoreover, with the Iㄲ obile sensors, the systenl c:an collect vaj iotls context inforIylatlon

An advanced context sharing systern should provide not only context sharing but context awareness

This paper presents a novcl ∏1obile contcxt sharing systcm Ⅵrhich can rccognize user’ s activity and

locatlon autolnatically. In the proposed systeⅡ1, 've use decision tree and Bayesian netㄳ ’ork to

rccognizc user’ s activity and use rule— based nㄱ ethod to recognize LIscr’ s 1ocation. Thc systeIyl a]so can

detect colnmunities based on KeyGraph and Bluetooth sensor

Keywords: nlobile context sharing, bayesian netㅠ Tork, keygraph, actlvity recognition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

자의 행동 및 감정을 모.바일 상에서 사람들과 실시간으

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저수준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자동으.

로 인식하고 규칙 기반 방법으.로 사용자 위치를 인식하

며 키그래프(KeyGraph)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공유 대
상 커뮤니티를 찾아낸다. 행동인식 에서는 가속도 데이터

로. 결정트리를 구성하여 저수준 행동을 인식하고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속도 데이터로만 인식 할

수 없는 고수준 행동을 인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상황

공유 시스템에 대한 관련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3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뎀의 구조, 행동인식 방법 및

키그래프를 이용한 커뮤니티 탐색 방법 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뎀을 평가하고, 마

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하여 언급

한다.

2. 관련 연구

상황공유 시스템은 사용자의 고수준 상황정보를 사용

자가 속해 있는 소셜 그룹에 자동으.로 공유하여 보여주

는 시스템 이다. 우수한 상황공유 시스템은 상황을 공유

할 수 있을 뿐만 하니라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상황인식은 사용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사

용자의 명시적인 입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
경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인식 하는 방법을 말한다〔2]. 따

라서 모바일 상의 상황공유 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센서

로부터 다양한 환경 정 보를 수집 하여 상황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공유한다

표 1에 서는 상황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공유

시스템 들을 보여준다. Chⅱ stin 등은 프라이버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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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ⅱ vacy bubble)을 구축하여 버블안의 사용자들 사이

에서 이미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3]. Oh

등은 행동, 감정 및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공유 시
스템 을 제안하였다[4]. 제안하는 시스템 에서는 베 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
성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황공유 대상을

선택한다. Soratllia 등은 사용자의 행동, 위치 및 미디어

파일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상황

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5]. Lee 등은 모바일 상의 자
원소모량을 줄이기 위하여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

한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6〕 . 그러나 위에서 제
안한 시스뎁들에서는 상황인식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

하여야 하는 단점 이 있다.

표 2는 상황인식 기법을 사용한 상황공유 시스템들이

다. Kumal 등은 상황인지 기반 모바일 광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7〕. SceIII 등은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상황을 인지하여 규칙 기반으로 공유대상을 선택하여

공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8〕 . P缸k 등은 베이지안 네

트워Ξ1를 이용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사용자들간의 관계

를 추론하여 공유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9〕. Yeung

등은 모바일 센서로부터 수집한 저수준 정보를 JXTA
protoco1을 사용하여 모바일 상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10〕 . 그러나 위의 방법들에서는 SMS, phone—

book, ca11 logs와  같은 간접 적 인 정보만 사용하여서 공
유대상을 선택하는데 이는 폰에 저장되지 않은 사용자

들에게 공유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정

트리와 베 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 하고 키그래프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공유 대상을

발견하여 상황정 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법 에서는 결정트리로 저수준 행동(걷 기,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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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인식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공유 시스템

Tab]e l Re]ated wofks on context一 sharing systeln without context— a'varcncss

표 2 상황인식 방법을 사용한 상황공유 시스템

I、ablc 2 Rclated 'vorks on context— sharing systcln 、vith context一 awareness

Author Γiㅍle Context collecting Πlethod Context sllaring Inethod

D. Christin, 2012 User tagg g Privacy bul)ble

K. Oh. et al User tagg Bayesian net'vork

K Sorathia. et aI User ta曾 g g User define privacy setting

J. 
一S Lee, et a1 Lㅇ

"' Icvcl data fron그
 se1그SOfS Phone 一 to 一 phone

Au th or TiΠle Context aware Inethod Context shal lng ynethod

'Γ

 KuIIla1:, et a1 Ontology SeI끄 antic rule

S. Scerri, ct a] OntoIogy Ru]e IIlatching

H 一S. Pa'k. et al Ba、Tesian net'v ork Bavesian net'voik

K. F. Yeung, et 』 Context Π1onitor JXτ
'A protoc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