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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는 개인

의 일상에 한 다양하고 지속 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사용자의 치, 사진, 사용 인 모바일 

장치 기능  서비스의 종류를 통하여 사용자의 상태를 추

론하고 개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연구가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로부터 실시간으로 로그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지도기반으로 시각화하여 개인 

일상에 한 정보를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하며 다

른 사용자와 이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사용 가능한 어 리

이션을 개발한다.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은 베이지안 네트

워크 확률 모델을 채택하여 개인의 상황을 추론한다. 실험에

서는 실제로 수집된 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  시각화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 공유 기능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키워드 : 라이  로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상황 인식  

공유

Abstract The log data collected on a mobile device 

contain diverse and continuous information about the user. 

From the log data, the location, pictures, running functions 

and services of the user can be obtained. It has interested 

in the research inferring the contexts and understanding 

the everyday-life of mobile users.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methods for real-time collection of log data 

from mobile devices, analysis of the data, map based 

visualiz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ersonal 

everyday-life information. We have developed an applica-

tion for sharing the contexts. The proposed application 

infers the personal contexts with Bayesian network 

probabilistic model. In the experiments, we confirm that 

the usability of visualiz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functions based on the real world log data.

Key words : Life log, Bayesian Network, Context 

Awareness and Sharing

1. 서 론

개인화 장비의 기술이 발 하면서 다양한 로그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사용자 정보 수집이 가능

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로그, 즉 모바일 환경에

서 수집한 개인의 라이  로그를 분석하여 일상생활 기

록으로 남기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

한 연구들은 GPS 치 수신기, 카메라,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을 기록으로 장하고 검

색하며 해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해 여러 가지 시도

를 하고 있으며, 복잡한 일상을 기억하고 리할 수 있

는 기억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PDA, PMP, MP3 이어와 같은 소형 모

바일 장치는 편리한 기능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지

하고 다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서도 스마트폰은 이

미 자체 으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

으로 렴한 가격과 은 노력으로 개인의 일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2]. 최근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컨텍스트 

인식 서비스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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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치, 상태를 추출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와 이 정보

를 공유하여 상호 사용 가능한 어 리 이션을 제안한

다. 수집된 모바일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는 Bayesian 

Network를 이용하여 이상 으로 상태를 추론하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일상 인 

기록을 장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모바일 사용자가 개

인의 일상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련 연구

모바일 장치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

는 별도의 기기 없이도 사용자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헬싱키 학에서는 노키아 60시리즈 

스마트폰을 상으로 치, SMS, 통화 기록 등의 로그

를 수집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 지만, 다른 기

기에는 용이 불가능하 다[2]. 이 게 수집된 로그정

보들 에서 GPS 치정보는 기존에 미리 데이터베이

스화 되어 있던 “yellow-and white-pages”와 같은 웹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의미 있는 치정보로 

바 어 사용된다[4].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사용자의 로그 정보

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된다. 마이크

로소 트 연구소의 E. Horvitz는 개인과 련된 정보를 

효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로서 라이

 라우 를 개발하 다[5].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데

스크탑에 장되어 있는 사진, 문서, 스 , 미  기록 

등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MIT reality mining 

group에서 제안한 Life Log는 헬싱키 학에서 개발한 

로그 수집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들을 시각

으로 보여주는 도구이다[6]. 로그 정보를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통하여 특별한 의미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하여 체 기억을 연상할 수 있도록 만화로 표 한 

연구도 있었다[7].

3. 라이  로그 공유  리 어 리 이션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의 시스템 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수집된 다양한 라이  로그는 치 분석  

처리를 통해 확률 인 분석이 가능한 증거 데이터가 

되고, 확률 추론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  행동을 

추론하여 어 리 이션에서 활용하게 된다.

3.1 모바일 로그 수집기

모바일 장치에서 GPS 정보를 분석하여 서버에 사용

자의 치 정보를 송하기 하여 모바일 로그 수집기

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이때, GPS 정보는 NMEA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형태

로 달되며, GPGGA(Global Positioning System Fix

그림 1 시스템 임워크

Data)와 GPRMC(Global Positioning Recommended 

Minimum Data) 만이 활용되어, 시간, 도, 경도, 계산

종류, 고도, 사용된 성 수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게 수집된 정보는 소켓 통신을 통해 서버로 송된다.

3.2 치 분석기

사용자에게 재 치한 곳의 주소가 무엇인지, 치한 

곳 주변의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

공하기 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장소에 한 정보는 Yahoo Map API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 다. 이 모듈은 일정주기(5 ) 단 로 시

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새로 추가된 모바일 

사용자의 정보  치 정보( 도, 경도)를 Yahoo Map 

API에 요청하여 해당 치에 한 장소 정보(주소)를 

받아온 뒤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를 갱신한다. 다음으

로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Yahoo Map API의 Yel-

low Page에 요청하여 해당 장소 주변에 치한 여러 

종류의 상호 등에 한 정보를 받아온 뒤 해당 정보들

이 제안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안된 시스템의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다.

그림 2 치 분석 과정

3.3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상황 인식

본 논문에서는 라이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상황 

인식을 하기 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베이지

안 네트워크는 노드의 연결 계를 표 하는 방향성 비순

환 그래 (DAG: directed acyclic graph) 형태이며, 이 

구조에 따라 정의된 조건부 확률 테이블(CPT: co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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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probability table)에 의해 은 비용으로 많은 확

률 계를 효율 으로 표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다

[8]. 실세계와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같은 확률 모델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9].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인

식하기 해 사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추

론하고자 하는 상황과 련된 장소 정보, 시간 정보, 그

리고 장소에 머문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수면, 공부, 식

사 활동, 바쁨 여부, 이동수단 이용(버스, 지하철 등)을 

추론하도록 설계하 다. Yahoo API에서는 동에 한 

정보 이상의 자세한 치정보는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에서의 주요 건물에 한 내용은 별도로 DB에 추가하

여 사용하 다. ‘Move’ 노드는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

할 경우 지하철역이나 버스 역 근처에서 GPS 신호가 

끊어지면 시간에 따라 Move인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도

록 설계되었다.

GPS 신호는 끊기거나 실제 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잠시 끊긴 것과 장시간 끊긴 것을 구분하기 해 신

호가 끊어진 시 부터의 시간을 계산하여 각 상태 노드

에 가 치를 주는 근거로 사용하는 ‘Stay’ 노드를 설계

하 다. 를 들어, A학생이 심시간에 학생회 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심 식사 확률이 높아지지만 Stay 시

간이 두 시간 지날 때까지 식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므

로 신호가 끊어진 시 부터 재까지의 시간차에 따른 

가 치를  수 있다.

그림 3 사용자 상황 인식을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3.4 로그 시각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의 시각화는 사용자의 치 정보와 상태 등 기타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로그 형태로 장하

여 일기, 혹은 여행을 하면서 남긴 기록을 정리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첫 번째는 Map과 장된 사진을 함께 시간

그림 4 로그 시각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도 기반 시

각화 인터페이스

그림 5 블로그에 의한 라이  로그 요약, ‘show map’ 

버튼을 르면 해당 지도가 표시된다.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이고(그림 4), 두 번째는 사진과 

치, 모바일 사용자가 생성한 코멘트 등이 블로그 형태

로 보여주는 방식이다(그림 5).

Map  :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하여 야

후 맵 API를 이용하 다. 맵 상에서 사용자의 이동 궤

이 시간순서에 따라서 표시되면 각각의 치에 하

여 해당 시간과 주소가 표시된다.

User Status : 좌측 하단에 사용자의 시간, 상태, 주

소, 근처 치 정보가 표시되어 재 사용자의 치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보다 정확한 치 제공을 

해 근처 치와 그에 따른 사용자와의 거리를 산출하

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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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해당 날짜

의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달력 형태로 제공

하여 손쉽게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Current Time : 기본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

용자의 이동 궤 이 변화하는데, 재 이동 궤 의 시간

을 표시하여 시각화 되는 로그 데이터의 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s : 우측에 해당 시간에 표시될 추가 인 정보 

즉, 사진  코멘트를 표시한다. 사진  코멘트는 해당 

특정 시간 동안 표시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다.

Picture List : 사용자가 선택한 해당 날짜에 은 사

진을 List 형태로 제공한다. 사진을 클릭하여 해당 사진

을 크게 확 하여 사진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5 모바일 장치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6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속하게 되

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용자의 치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게시 은 사

용자 치에 따른 치 분석기에서 추출된 주소 정보에 

따라서 별도로 생성되며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과 지역

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게시물의 확

인  등록을 통해 지역에 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모바일 장치용 인터페이스

4. 어 리 이션 성능 평가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사용자의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서버의 OS는 Windows 2003 Server이며, 

데이터베이스는 MSSQL을 이용하 고, 웹 페이지는 ASP. 

NET과 JavaScript로 작성되었다.

4.1 치 분석기 정보 수집 결과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에 

한 치 분석기를 통해 수집된 장소  주변 상호 정보

에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방 하고 변경이 많은 장

소  주변 정보에 해서 모바일 장치에서 수집된 로

그 데이터에 계된 정보만을 효율 으로 수집하고 

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치 분석기 정보 수집 결과 값

항목 값

수집된 로그 데이터 7315 개

수집된 장소 정보(주소) 104 개

수집된 주변 상호 정보 1609 개

채택된 주변 상호 정보 228 개 (14%)

선택된 주변 상호와 

실제 치의 평균 거리
0.145 km

4.2 일상 생활 로그의 시각화

개인의 일상 인 생활을 수집한 로그는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효과 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림 7은 실험을 해 실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한 장소와 해당 시각  행동 상태를 보여 다.

그림 7 사용자의 실제 로그 다이어그램

그림 8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의 실제 

생활을 제안하는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것

이며, 그림 9는 사용자의 상태와 치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보여 다. 

모바일 사용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속하여 다른 

사용자의 상태  치를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림 10은 다른 모바일 사용자의 정보를 확

인하는 인터페이스이다. 기본 으로 재 친구의 치 

정보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근처 치 정보를 5개까

지 거리와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악

할 수 있도록 하 다. 알림말을 제공하여 모바일 사용자

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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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와 제안된 모바일 로그 수집기를 이용하

여 수집된 사용자의 치  상태 정보, 코멘트, 사진 

정보가 실시간으로 블로그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5는 

블로그 화면을 통해 개인의 일상 기록을 확인하는 화면

을 보여 다.

그림 8 사용자의 이동궤 과 각 치에 한 정보

그림 9 사용자의 상태 정보

그림 10 다른 모바일 사용자 정보 공유  블로그

그림 11 사용자의 여행 기록  정보 시각화

제안하는 방법은 여행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1은 제안된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사용자의 치  부가 정보

를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치로부터 실시간으로 사용자

의 로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의 치  상

태를 추출한 뒤 시각화하여 효율 으로 사용자의 일상을 

리할 수 있는 어 리 이션을 제안하 다. 한 실시간

으로 수집된 정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

여 상호 사용 가능하도록 하 다. 실제 사용자의 수집된 

데이터가 시각화 되는 것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사용자 

간의 정보가 공유되는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어 리 이션의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검증과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자간의 추론

된 상태를 통해 최단 경로  장소 추천 등 한 부

가 서비스에 한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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