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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차의 의미장소 추출 및 인식을 위한

스마트폰 라이프로그 마이닝

Slnartphone Lifo-log Mining fbr Extracting and

Recognizing User 's Iˇ {eaningful Locations

이시 혁 ·조 성 배

Si—Hyuk Yi · Sung—Bae Cho

최근 사용자의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소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GPS 센

서는 실외 환경에서 비교적 높은 오차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인식하기 힘들고 실내위치는 파악하기 어렵다. GPS를

대신하여 'Vㅏ Fi정 보를 이용하는 'VPS(Wi一Fi Positioning System)가  제안되었지만 높은 전력 소모량과 오차율을 보

이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장소변화 시퀀스를 마이닝하여 자동으로 현재 장소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링된 사용자의 GPS데 이터에서 의미장소를 추출한 후 시계열 확률 모델인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장소들간의 사용자 경 로를 모텔링 하고 현재 장소를 인식 한다. 제안하는 뱐법은 GPS센서와 불

확실성 이 존재하는 모바일 환경 에서 사용자가 의미장소를 재방문하였을 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인식

한다. 제안하는 장소인식 모델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달간 5명 의 사용자로부터 획득된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

으—로 실험 한 결과 88.67φι의 정 확도를 확인하었다 .

주제어 : 장소 추출, 장소인식,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시계열 확률 모델, 상황기반 서비스 .

Recently, various applications that require user's location lnfc)rmation are rη pidly lncreasing. However, the

GPS sensor in sIylalitphone is unable to accurately determine the exact locaⅱon since error rate is conslder沚 )ly

high depending on the external environIIlent. WPS (Wi— Fi Positioning Syste∏ 1) collects the location lnfor∏ lati on

in stead of GPS, but scanning for surrounding Wi— Fi signals results in high energy consumptlon and hlgh error

rate. In this paper, ㄲ/e propose a lnethod to 1˙ ecognize user's location by Inode11ing the location tr句 ectories, in

ㄳ/hich user's GPS data are clustered to extract selnantic locations. User's tr甸 ectories are Inodelled by DBN

(Dynanlic Bayesian Network), a t⊥ Ine— series probabi11st⊥ c nlode1, which ∏lakes use of the various contexts

acquired flonl built-1ns∏ laltphone sensors. The Inodel facilitates to recognize culrent location efficiently when a

user revislts a locatlon even 土f GPS sensor signals and I11obile environIIlent are noisy. In order to shoㄲ T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IIlethod, 'Ne have conducted experiIIlents using Inobile data collected 'on1 've users

in a Inonth, ⊥̇esulting in location recognition accuracy of 88.67 %.

Keyㄲ/olds: Locatlon extractlon, Location recognition, Dyna∏ 1土c bayeslan network, Tilne—serles prob㎁ )ilistic

∏1ode1, Context— b ased serv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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