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36 권 제 2 호(2009.2)

․이 논문은 2008 한국컴퓨터종합학술 회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를 한 베이지안 추론과 컨텍스트 트리 매칭방법’의 제목으로 발

표된 논문을 확장한 것임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R01-2008-000-20801-0)과 ㈜삼성 자의 지원

에 의한 것임

†

††

학생회원

종신회원

논문 수

심사완료

:

:

:

: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elsein@sclab.yonsei.ac.kr

loomlike@sclab.yonsei.ac.kr

연세 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sbcho@cs.yonsei.ac.kr

2008년   8월  25일

2008년  12월  17일

CopyrightⒸ2009 한국정보과학회ː개인 목 이나 교육 목 인 경우, 이 작

물의 체 는 일부에 한 복사본 혹은 디지털 사본의 제작을 허가합니다. 이 

때, 사본은 상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첫 페이지에 본 문구와 출처를 반드

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의 목 으로 복제, 배포, 출 , 송 등 모든 유형의 

사용행 를 하는 경우에 하여는 사 에 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보과학회논문지: 소 트웨어  응용 제36권 제2호(2009.2)

모바일 환경에서의 지능형 서비스를 한 
베이지안 추론과 컨텍스트 트리 매칭방법

(Bayesian Inferrence and Context-Tree Matching Method for 

Intelligent Services in a Mobile Environment)

김 희 택 †    민 기 †    조 성 배 ††

                       (Hee-Taek Kim)      (Jun-Ki Min)      (Sung-Bae Cho)

요 약 모바일 환경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사용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의 컨텍

스트 정보를 효과 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의도나 요구사항을 측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축 된 불확실한 로그 정보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추론하고, 이를 효과 으로 서비스와 매칭해 

주기 한 컨텍스트 트리 기반 사용자 행동 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이 때 불확실한 컨텍스트 정보를 효과

으로 추론하기 해 베이지안 확률 근 방법을 채택하 으며, 컨텍스트 트리는 수학 인 방법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비 수치 인 컨텍스트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선택한 구조이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

을 지능형 화상  추천 서비스에 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 다.

키워드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컨텍스트, 베이지안 네트워크, 컨텍스트 트리 매칭, 지능형 서비스

Abstract To provide intelligent service in mobile environment, it needs to estimate user's 

intention or requirement, through analyzing context information of end-users such as preference or 

behavior patterns. In this paper, we infer context information from uncertain log stored in mobile 

device. And we propose the inference method of end-user's behavior to match context information 

with service, and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context-tree. We adopt bayesian probabilistic 

method to infer uncertain context information effectively, and the context-tree is constructed to utilize 

non-numerical context which is hard to handled with mathematical method. And we verify utility of 

proposed method by appling the method to intelligent phone book service.

Key words : Mobile service, User context, Bayesian network, Context tree matching, Intelligent service

1. 서 론

사용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용자에게

최 화된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려는 연구가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진행 이다. 지능화, 개인화된 서비

스는 컴퓨  오버헤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손

실이 있는 반면, 사용자의 서비스 근성과 이용성, 편

의성 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 이

다[1]. 국내에서 실제 용된 로는 이동통신사인 SK

텔 콤이 실시했던 1mm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 한 정보가 축 됨에 따라 사용자의 심 

상에 합한 모바일 서비스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

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동 상 UCC 사이트인 맥스피디

는 ‘아이 ’이라는 인공지능 콘텐츠 에이 트를 선보

다. 아이 은 사용자가 동 상을 조회한 내역을 자체

으로 분석하여 평소에 즐겨보는 동 상의 특성을 악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동 상 스트리  서비스를 원할 

시 사용자에게 동 상 콘텐츠를 추천해 다[2]. 이와 같

이 사용자 상황정보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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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응형 서비

스를 컨텍스트 인지기반 서비스, 혹은 컨텍스트 인지기

반 컴퓨 이라 한다[3,4].

컨텍스트 인지기반 서비스에 해 연구를 진행한 과

거의 많은 논문들은 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 다[5,6]. 하지만 최근에는 장소 외에 가

 다양한 종류의 컨텍스트(① 네트워크 상황, 하드웨

어 정보와 같은 컴퓨  컨텍스트, ② 사용자 로 일, 

장소, 스 쥴, 주변인물과 같은 사용자 컨텍스트, ③ 

도, 소음, 온도, 날씨와 같은 물리,환경  컨텍스트, ④ 

시간, 월, 요일과 같은 시간 컨텍스트) 사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세이다[4,5,7]. 본 논문 역시 이러

한 추세에 맞춰 가능한 많은 종류의 컨텍스트를 사용하

며, 여러 컨텍스트  특히 사용자 컨텍스트와 시간 컨

텍스트를 으로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서

비스를 한 랫폼으로 사용자 근성과 로그 수집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을 채택하 으

며[8], 사용자 컨텍스트를 도출하기 해 모바일 디바이

스 상에 축 되어 있는 로그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컨텍스트 인지기반 서비스의 정의에서 언 했듯이, 사용

자 응형 서비스를 구 하기 해 컨텍스트 히스토리

와 재의 컨텍스트를 비교하여 사용자의 재 요구 사

항을 추론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4가지 카테고리의 컨텍스트 

외에, 사용자의 추상  정보를 다루는 고수  사용자 컨

텍스트를 추가 으로 도입하 다. 하지만 고수  사용자 

컨텍스트는 일반 인 사용자 컨텍스트와는 달리 디바이

스 로그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수  사용

자 컨텍스트를 효과 으로 추론해내기 한 베이지안

(Bayesian) 확률 모델[9] 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추가 으로, 수치  방법만으로는 제 로 활용할 수 없

는 비 수치 인 컨텍스트를 효율 으로 분석하기 해 

컨텍스트의 상하  포함 계를 반 한 컨텍스트의 계층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해당 제안하는 방법은 스 쥴

이나 장소, 주변인물과 같이 정보가 매우 다양할 수 있

는 컨텍스트에 해 계층  매칭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상  개념의 컨텍스트와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

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컨텍스트 분석과정에 컨텍스

트의 의미를 반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서비스에 용한 

로 지능형 화상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다. 지능형 

화상  추천 서비스는 통화를 원하는 상 를 찾기 

해 화번호나 상 의 이름을 직  입력하거나 그룹을 

통해 순차 으로 근해야 하는 기존 모바일 폰 북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해 설계되었다.

2. 련 연구

2.1 모바일 컨텍스트 기반 서비스

컨텍스트의 수집과 생성을 한 연구를 Lee등이 스마

트폰 랫폼에서 진행하 다[10].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에서 GPS 치 정보, 화 통화 기록, SMS 정보, 날

씨 정보, MP3음악 듣기 정보, 사진 정보, 충  상태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 임팩트 분석을 통하

여 수집된 정보로부터 수  컨텍스트를 추출하 으며, 

이를 이용해 고수  컨텍스트에 한 추론이 가능함을 

보 다. 추론한 고수  컨텍스트는 추론 모델이나 서비

스 제공을 한 입력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Han등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지능형 에이 트 캐릭터

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안하 다[11]. 에

이 트 캐릭터는 재의 컨텍스트 정보를 직 인 행

동이나 색상을 통해 표 하여, 사용자와 친숙하고 긴

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확실한 컨텍스

트를 효과 으로 추론하기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 으며,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측하기 힘든 환경에서 에이 트 캐릭터가 유연한 행

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사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가 사용의 편의성, 정보제공의 효율

성  정보 달의 정확성, 그리고 학습의 용이성에 

해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 지능형 서비스의 

유용함을 입증하 다.

2.2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수  컨텍스트 추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추론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정보를 효과 으로 다루기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와 련한 연구

로, Cho등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07년에 진행한 연

구가 있다. Cho등은 638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39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상에서 수집된 로그 데

이타를 이용해 사용자의 행동, 감정, 이벤트 등의 고수

 컨텍스트를 추론하며, 추론된 정보를 이용해 카툰 형

식으로 다이어리를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12].  연구에서는 보다 실 인 실험을 해 30일 

분량의 실제 로그 데이타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집하

으며, 수집된 데이타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컨텍스트 추론의 정확성을 측정하 다. 실험은 

부분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 다. 표 1은 실험 결과

를 보여 다.

2.3 컨텍스트의 계층  매칭 방법

컨텍스트의 계층  매칭 방법은 그래뉼러 컴퓨  방

법과도 연 된다[13]. 그래뉼러 방법을 이용한 컨텍스트 

매칭과 련된 연구로, Kocaball 등은 주 이고 퍼지

성격을 띤 컨텍스트를 다루기 하여 그래뉼러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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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자 컨텍스트 획득에 사용되는 모바일 로그와 주변장치

로그를 통한 사용자 

정보 수집

로그 종류 얻을 수 있는 정보

통화 로그 통화 시작시각, 통화 종료시각, 상 방 이름, 상 방 화번호, 수신/발신/부재

문자 로그 문자시각, 상 방 이름, 상 방 화번호, 수신/발신

일정 로그 일정 시작시각, 일정 종료시각, 일정 수행장소, 일정 이름, 유형, 련인 이름

폰 북 로그 상 방 화번호, 상 방 이름, 상 방이 속한 그룹 이름

 

모바일 주변장치를 

통한 사용자 정보 

수집

주변장치 종류 얻을 수 있는 정보

타이머 연, 월, 일, 시, 분, , 요일

불루투스 주변 모바일 기기 ID

GPS 도/경도(시, 분, ), 이동속도, 진행방향

표 1 30일 분량의 실제 모바일 로그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컨텍스트 추론의 정확도 측정 결과[12]

종류 로그데이타분량 (일) 추론 상의 개수 TP 에러율 (%) FP 에러율 (%) FN 에러율 (%) 정확도

일상/한가 30 60 46 14 14 0.767

비일상/한가 30 58 43 10 15 0.811

일상/바쁨 30 55 41 2 14 0.953

비일상/바쁨 30 60 46 8 14 0.852

계 120 233 176 34 57 0.838

매칭 알고리즘을 고안하 다[14]. 알고리즘을 용하는 

상 컨텍스트로는 시간, 장소, 주변인, 활성화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CAPRA 에이 트 구 을 통해 해당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반 할 수 있음을 

보 다. 하지만 그래뉼러 베스트 매칭 알고리즘은 컨텍

스트별로 용하는 방법이 조 씩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비 수치 인 컨텍스트에 해 사용자

의 히스토리를 반 하여 유사도를 측정하는 보다 일반

화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사용자 컨텍스트의 추론과 매칭 방법

서론에서 밝혔듯이, 일반 으로 컨텍스트는 크게 4가

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사용자 컨텍

스트와 시간 컨텍스트를 으로 다룬다. 이후부터

는, 시간 컨텍스트와 사용자 컨텍스트를 통합하여 ‘사용

자 컨텍스트’라 칭한다. 본 장의 3.1에서는 로그 일을 

이용한 사용자 정보수집과 사용자 컨텍스트에 한 상

세한 사항을 논의한다. 3.2에서는 고수  컨텍스트를 추

론하기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방법에 해 설명

한다. 마지막으로, 수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학 인 

근만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컨텍스트를 계층  트리

구조를 이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

이나 행동을 추론하는 방법에 해 3.3에서 논의한다.

3.1 모바일 로그와 주변장치를 이용한 사용자 정보 수

집과 수  컨텍스트 획득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컨텍스트를 ‘사용자의 상황, 혹

은 주변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자원’

으로 정의한다[15]. 따라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가능한 

정확하게 획득하기 해서는 최 한 많은 정보를 모바

일 디바이스 상에서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 

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선별,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

이스 상에서 사용자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모바

일 로그와 주변장치를 이용했다. 모바일 로그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 축 되는 로그 일로, 사용자의 행동을 

기록한다. 그리고 주변장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내장되

어 있거나 혹은 내장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를 말하

며 GPS나 블루투스 장치를 로 들 수 있다. 주변장치

는 로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추가 인 정

보를 얻기 해서 이용한다. 와 같은 모바일 로그와 

주변장치를 본 논문에서는‘정보제공자’라 명명한다. 표 2

는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로그와 주변장치의 종

류 그리고 해당 정보제공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표 2와 같이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획

득하는데 사용한다. 사용자 컨텍스트의 종류는 크게 

수  컨텍스트와 고수  컨텍스트로 나뉜다. 모바일 기

기 상에 축 되어 있는 로그 정보에서 추가 인 처리 

작업 없이 직 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

를 수  컨텍스트라 정의한다. 그리고 수  컨텍스

트와 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합, 추론 과정을 거쳐 획

득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고수  컨텍스트라 정의한다. 

고수  컨텍스트에 해서는 3.2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

이다. 표 3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수  모바일 컨텍스

트의 종류와 해당 컨텍스트를 알아내기 해 사용한 정

보제공자, 그리고 수  컨텍스트의 실제 값의 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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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한 수  사용자 컨텍스트의 종류와 실제값, 수  사용자 컨텍스트를 획득하는데 

이용된 정보제공자

수  컨텍스트 정보제공자 실제 값의 

시간
타이머

아침, 정오, 오후, 녁, 밤, 새벽

요일 월, 화, 수, 목, , 토, 일

치 GPS 신 , 서 문구, 연세 , …

일정 일정 로그 토익스터디, 컴과세미나, 오토마타수업, …

주변인물 블루투스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

표 4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한 고수  사용자 컨텍스트

고수  컨텍스트 실제 값 정보제공자 수  컨텍스트

감정 슬픔, 평온, 기쁨, 화남 일정 로그, 통화 로그 일정

바쁨정도 바쁨, 한가함 통화 로그, 문자로그, 일정 로그 일정, 요일, 시간

친 도 친 함, 서먹함 통화 로그, 문자 로그, 일정 로그, 폰 북 로그 일정, 주변 인물

수  컨텍스트  요일과 일정 컨텍스트는 정보제

공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 만으로도 간단

히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 ’와 ‘ 치’ 컨텍스트의 

경우는 추가 인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GPS의 경우, 

도와 경도 값 만으로는 의미상의 실질 인 재 치

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

와 시간  컨텍스트를 얻기 해 이블링을 활용했다. 

‘시간 ’ 컨텍스트는 하루24시간을 4시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 으며, ‘ 치’는 도, 분, 에 따라 이블링된 맵

을 이용하여 도/경도 정보를 치 정보로 변환하 다. 

‘주변인물’ 컨텍스트는 사용자의 폰 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뜻하며, 특

정 인물과 모바일 기기의 ID를 매핑한 테이블을 사용하

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내었다.

3.2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고수  사용자 컨텍스트 

추론

재시간이나 일정과 같은 수  컨텍스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직 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감정, 바쁨 정도와 같은 추상

인 컨텍스트는 수  컨텍스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해서 알아낼 수 없으며, 이러한 컨텍스트를 고수  컨텍

스트라 정의했다. 따라서 고수  컨텍스트를 획득하기 

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수  

컨텍스트를 취합하여 추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모

바일 환경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① 실생활의 불규칙

성, ② 사용자 의도  감정의 불확실성, ③ 센서의 불

확실성, ④ 인과 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16]. 이러

한 불확실성을 효율 으로 리하고, 수집된 모바일 로

그 정보를 효과 으로 분석하여 고수 의 컨텍스트를 

추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고수  컨텍스트 추론 방

법으로 베이지안 확률 모델을 채택하 다. 표 4는 본 논

문에서 사용한 고수  모바일 컨텍스트의 종류와 속성, 

그리고 해당 컨텍스트의 추론에 이용되는 정보제공자와 

수  컨텍스트의 종류를 보여 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축 된 로그를 이용하여 고수  

컨텍스트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와 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네

트워크의 추론 엔진을 통해 고수 의 컨텍스트를 획득

한다. 본 논문에서 추론하는 고수 의 컨텍스트는 표 4

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감정, 바쁨, 친 도 3가지가 

있다. 하나의 고수  컨텍스트를 추론하기 해 하나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므로, 고수  컨텍스트를 추

론하기 해 총 3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그림 1은 각 고수  컨텍스트 추론을 해 제안하는 베

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이다. 

3.3 비 수치 인 컨텍스트의 트리기반 매칭

사용자는 특정한 컨텍스트 하에서 특정한 행동을 한

다.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당시의 컨텍스트와 시

행한 행동을 조합하여 <컨텍스트, 행동>의 히스토리 정

보를 남긴다. 히스토리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추론한다면, 특정 컨텍스트 하에서 사용자의 요

구사항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때,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재 컨텍스트와 컨텍스트 히스토리 사이

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 쥴이나 장소

와 같이 수치 정보가 없는 컨텍스트의 경우, 수학 인 

근만으로는 유사도를 계산해 낼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수치 정보가 없는 컨텍스트 히스토리를 트리

구조로 확장한 후, 컨텍스트 트리와 재 컨텍스트와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사용자의 재 요구사항이나 행동

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치 정보가 없는 컨텍스트를 구조화하기 해 온톨

로지 성격을 가진 계층  컨텍스트 트리[13,14,17]를 사

용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재 컨텍스트와 정확히 일

치하는 컨텍스트 뿐만 아니라, 보다 상  개념의 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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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에서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트와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컨텍스트 트리 

구조를 선택한 주된 이유이다[18,19]. 컨텍스트 트리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해 1:1로 매핑된

다. 즉, 하나의 컨텍스트 트리는 특정한 하나의 행동만

을 기록 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해서는 각 행동에 해 컨텍스트 트

리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를 들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음악듣기, 화걸기, 문자보내기> 3종류

라면 총 3개의 컨텍스트 트리가 필요하다.

컨텍스트 트리는 상  벨과 하  벨로 나뉘며, 상

 벨의 노드들은 하  노드에 비해 더 포 인 개

념을 갖는다. 상  벨의 노드가 하  벨의 노드와 

의미 으로 직 인 연 성을 가지고 벨 차이가 1이

하라면 링크로 연결한다. 이 경우, 상  노드는 링크로 

연결된 하  노드의 부모 노드가 된다. 그리고 사용자의 

히스토리 정보를 반 하기 하여, 각 노드마다 빈도

(frequency) 값을 할당하 다. 빈도 값의 정의는 컨텍스

트 트리가 기록 상으로 삼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사

용자가 해당 노드에서 지 까지 행한 횟수이다. 그리고 

부모 노드의 빈도는 자식 노드들의 빈도의 합과 같다.

그림 2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스 쥴 컨텍스트를 상

으로 한 컨텍스트 트리의 시이다. 그림 2에서 각 노드

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스 쥴을 나타낸다. 를 들어 

‘운동’ 노드는 ‘인라인 스 이트’ 노드, ‘축구’ 노드의 부

모 노드이며, 자식 노드의 개념을 직 으로 포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지 까지 축구를 하면서 특정 행동을 

3번 수행하 다.

다음은 컨텍스트 트리와 재의 사용자 컨텍스트와의 

유사도 측정방법을 스 쥴 컨텍스트의 로 설명하고, 

스 쥴 컨텍스트 트리를 이용해 축구 스 쥴을 수행 할 

시 사용자의 행동을 측하는 방법을 보인다. 어떠한 행

그림 2 스 쥴 정보에 한 컨텍스트 트리의 

동 V에 한 스 쥴 컨텍스트 트리가 있고, 각 노드에 

해 빈도 값이 모두 책정되어 있다고 가정 하자. 그리

고 만약 사용자가 재 스 쥴 S를 수행 이라면, 스

쥴 S 수행 에 사용자가 행동 V를 행할 가능성 

P(S, V)를 구하는 방법을 식 (1)～(4)로 정의하 다.

          (1)

         

 ≠ 


 (2)

      
  

   (3)

       

   ∈통화음악감상문자전송
 (4)

식 (1)에서 정의하는 Score값은 모든 노드에 해서 

구한다. Score를 구하는 수식에서 는 스 쥴 k를 

나타내는 노드임을 의미한다. Score 값 책정에는 벨

과 빈도를 정 인자로 이용했다. 벨의 경우 보다 하

 개념의 컨텍스트와 매칭이 될 시 가 치를 주기 

한 목 이며, 빈도는 사용자가 많은 행동을 보인 노드에 

해 높은 Score를 주기 해 사용하 다. 그리고 Score 

값에 임계값 개념을 부여하기 해 루트를 용하 다.

식 (2)의 정의에 따라, P(S,V)값은 기본 으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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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컨텍스트 설명 실제 값의 시

Time period 시간 아침, 정오, 오후, 녁, 밤, 새벽

Day of week 요일 월, 화, 수, 목, , 토, 일

Schedule 일정 토익스터디, 컴과세미나, 수업..,

Location 장소 신 , 종로, 연세 ...

Emotion 감정 화남, 슬픔, 기쁨, 평온...

Busy 바쁨 정도 바쁨, 보통, 한가함

Amity 상 방과의 친 도 친함, 서먹함

노드에서부터 루트 노드까지 재귀 으로 Score값을 합

해서 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을 취했을 시, 식 

(5)는 모든 P값에 해 반드시 참이 된다.

         
        

 (5)

식 (5)는 V1과 V2가 컨텍스트 트리의 동일한 경로 

상에 있다면, 하  개념의 컨텍스트와 매칭될 시 항상 

더 많은 P값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은 P(축구, V) 값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P(축구, V)를 구하는 과정

본 논문에서 다루는 컨텍스트의 종류에는 스 쥴 외

에 장소, 시간, (특정 상 방과의) 친 도, 감정, 바쁨 정

도, 주변 인물 등 다양하다. 따라서 사용하는 모든 컨텍

스트에 해 행동 가능성 P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최종 인 P(contexts, V) 값은 식 (3)과 같이 정의한다. 

P값을 모든 컨텍스트 트리에 하여 계산하면 각 행동

별로 P(contexts, V) 값을 구할 수 있다. 최종 으로 사

용자가 다음에 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 Action은 

식 (4)와 같이 결정한다. 

4. 제안하는 방법의 응용

기존의 폰 북은 통화를 원하는 상 를 찾기 해 

화번호나 상 의 이름을 직  입력하거나 그룹을 통해 

순차 으로 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기존 모바일 

폰 북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다. 컨텍스트의 계층  매칭 방

법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통화 패턴을 추론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 사용자 컨텍스트 하에서 가장 통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부터 차례 로 정렬하여 추천한

다. 표 5는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의 종류를 나타낸다.

사용자 로그 정보로부터 재 사용자의 수  컨텍

스트를 도출해낼 수 있다. 고수  컨텍스트인 감정, 바

쁨, 친 도 정보는 수  사용자 컨텍스트와 모바일 로

그 정보로부터 그림 1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추론한다. 특정 상　X에 하여 통화 이벤트가 발행

할 때마다 이벤트 발생 시의 사용자 컨텍스트를 이용하

여 상 X에 한 컨텍스트 트리를 구축한다. 이제 구

축된 컨텍스트 트리와 재의 컨텍스트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가 화 통화를 원한다면 폰 북 상의 어떤 

상과 통화하기를 원하는지 추론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

다. 컨텍스트 트리에 장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통화 상  추측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실제로 구

축된 컨텍스트 트리의 일부분을 보여 주며, 그림 5는 지

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의 체 모듈 계층도이며, 그

림 6은 실제 시연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지능형 폰 북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실험은 실제 사

용자의 통화 로그를 이용하여 진행하 다. 실험 데이타

는 12일에 걸친 총 65건의 통화 건(미확인 상 제외)

이며 폰 북에 등록된 통화 상 는 28명이다. 사용자의 

실제 통화 상 가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의 추천 

통화 상 목록에서 몇 로 나타났는지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추가 으로, 각 컨텍스트

별 사용자의 실제 통화 비율을 집계하여 사용자의 통화 

패턴을 알 수 있게 했으며, 컨텍스트별 추천 정확도 역

시 분석하 다. 그림 6은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

의 실험 결과이다. 약 53%의 통화 상 가 총 28명  

추천 순  3  안에 드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방법의 유

용함을 입증하 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미리 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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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된 컨텍스트 트리의 일부분

2월 27일～3월 9일까지 수집된 사용자 로그정보를 이용하여 구축

그림 6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의 실제 시연

그림 5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 구  모듈 계층도

사용자에게 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컨텍스트 

인지 기반의 방법을 제시하 다. 특히, 감정, 바쁨, 친

도와 같은 고수 의 컨텍스트를 추론해내기 하여 베

이지안 네트워크 확률 근 방법을 제시하 으며, 재 

컨텍스트와 서비스를 매칭하기 한 비 수치 인 컨텍

스트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을 실제 서비스에 용한 로 지능형 폰 북 애

리 이션을 제시하 으며, 사용성 평가 실험을 통해 방

법의 유용함을 입증하 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실 인 실험을 해 사용자들

이 실제로 수집한 모바일 로그를 이용하 다. 하지만 사

용자가 직  고수  컨텍스트를 이블링 해 놓지는 않

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추론한 컨텍스트가 사용자의 

실제 컨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

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컨텍스트 추론을 

해, 사용자가 직  이블링한 데이타를 기반으로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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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지능형 화상  추천 서비스 사용성 평가 실험 결과 사용자의 컨텍스트 별 실제 통화 비 추

천 정확도 분석(a)과 화 상  추천 목록 상에서 실제 통화상 의 순 (b)

지안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 추가 인 센서 정보나 다양한 상황정보 등을 사

용하는 확장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컨텍스트에 

보다 많은 향을 받는지에 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를 들어 지능형 폰 북 애 리 이션에서는 치 컨텍

스트를 사용하지만, 통화 상  선정과 사용자의 치는 

실제  상 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행동 종류에 따라 컨텍스트별로 가 치를  수 있

는 방법이 요구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컨텍스트

를 통합하여 리할 수 있는 있는 방법에 한 연구도 

추가 으로 필요하다.

지능형 통화상  추천 서비스 외에, 싸이월드나 각종 

블로그, 세컨드 라이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를 들어, 특정 상 의 미니홈피 방문 추천

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맥 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재 나의 상황정보를 친구들에게 알림으로써, 보다 유

기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능화된 SNS 서비스가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

이한 모바일 환경과 결합될 경우, 앞으로의 SNS 분야에

서 큰 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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