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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방 한 양의 라이 로그를 효과 으로 검색하

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라이 로그를 일화기억 형태로 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검색을 수행하 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하고 충분한 질의어가 제공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질의어 입력에도 연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의미기억 기반의 모바일 라이 로그 연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입력데이터를 이용해 의미기억 학습

을 하며 데이터간 계는 시맨틱 네트워크 구조로 생성된다. 계의 가 치는 데이터의 요성과 계의 

빈도수에 의해 통계  계산으로 결정된다.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활성화 확산 기반 화를 이용하여 정

보검색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해 실제 수집된 모바일 라이 로그를 바탕으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검색 과정을 보 다. 한 기존 일화기억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시나리오

로 제시하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 다.

키워드: 모바일 라이 로그, 정보 검색, 지식 표 , 시맨틱 네트워크, 의미기억

Abstract Several methods have been investigated to retrieve life-logs that are collected by 

various sensors in mobile devices. Previous works used to store mobile life-log as episodic memory 

and search the data, which hinders from finding information when queries are not enough and 

accur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mobile life-log search based on semantic memory. 

Semantic memory is represented as semantic networks that 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ata, and 

the weights of edges are determined by the importance of data and frequency of relationship. Priming 

based on spreading activation to retrieve information makes it possible to search the data with respect 

to the insufficient and inexact queries. In order to show the usefulness and practicality of the proposed 

method, we collected mobile life-log, constructed a semantic network, and searched the data. The 

method gives the appropriate answers to the queries hard to find in episodic memory and produces 

higher scores in a usability test.

Keywords: mobile life-log, information retrieval, knowledge representation, semantic network, 

semantic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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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이 로그는 한 사람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데이

터이며 웨어러블 장비, 컴퓨터 사용 로그, 웹 로그 등의 

센서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특성과 흔 을 표 하고 있

다[1]. 모바일 기기는 휴 가 용이하여 실용 이고 신뢰

성 있는 모바일 라이 로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다양한 센서로

부터 수집된 모바일 라이 로그는 데이터의 특성이 이

질 이며 개인의 삶을 표 하기에 그 양은 매우 방 하

다[3]. 이러한 데이터를 표 하고 원하는 정보에 한 

검색 방법이 다양한 에서 제안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라이 로그를 일화기억의 형태로 

장하 으며, 원하는 데이터 검색을 해 질의어 매칭과 

이벤트요약, 메타 데이터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

들은 데이터 검색을 해 상세한 데이터의 입력이 요구

되고, 입력하는 질의어의 값의 범 가 충분하지 않으면 

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의 검색 결과를 제공한

다. 한 불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검색은 

불가능하고 검색 결과에 해 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인간의 의미 기억은 상황 사실들의 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장한다. 이는 사건 자체에 한 기억을 뜻하

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 된 각각의 정보의 계를 강

화시키는 것이다[4]. 인간은 의미기억은 단서를 이용해 

회상을 한다. 처음부터 어떤 질의어를 입력해야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는 다수의 기 

사실에 집 이 가해지면 그들과 연 된 다른 다양한 종

류의 사실들을 떠올리는 활성화 확산기반의 화(Pri-

ming)를 통하여 회상을 한다[5]. 이 과정은 불충분하거

나 불확실한 정보가 있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의미기억 모델을 기반으로 하

는 모바일 라이 로그 연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인간 

의미기억 같이 데이터와 그들의 계를 이용해 모바일 

라이 로그로 장하며 인간의 경험에 의해 학습된 기

억 구조를 상호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낸다. 제안

하는 방법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계 인 방법을 이용해 

계의 가 치를 학습하고, 시각화된 네트워크에서 검색

을 수행하고 검색결과 한 시각화된 그래 로 제공하

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먼  검색을 해 질의어를 

입력하면 질의어의 키워드만으로 구성된 기 그래 를 

구성한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선택하여 집 을 가하

면 활성화 확산에 의해 연 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

다. 한 제안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해 실

제 수집한 모바일 라이 로그를 이용해 시맨틱 네트워

크를 구성하 다. 실험에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제안

하는 방법이 기존 일화기억에서 해결하기 힘든 검색에 

해 가능함을 보 다. 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제

안하는 방법의 연  검색 과정  결과가 인간 친화

이며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방법임을 입증하 다.

2. 련연구

2.1 라이 로그 검색

라이 로그는 다양한 센서와 어 리 이션 등을 통하

여 각 개인의 삶을 기록한 데이터이다[1]. 라이 로그는 

다양한 이질 인 데이터의 집합으로 표 된다. 를 들

어서 비디오 상정보, GPS, 행동 등 다른 종류의 데이

터가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사람의 행동과 주변 환

경은 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로그를 기록하기에 

방 한 양을 지니고 있다. 이 게 이질 이고 방 한 데

이터를 표 하고 정보를 도출해내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라이 로그를 효과 으로 찾고 확인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Horvitz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

용하여 기억에 도움이 될 만한 요하고 흔하지 않는 

사건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 이를 토 로 계층

 구조로 사용자의 과거 기억을 정리해 보여주는 방법

을 제안하 다[1]. T. Ushiama는 많은 양의 로그의 복

잡성을 이기 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하여 

질의어가 입력되면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 결과를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6]. Doherty등은 

수집한 라이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이벤트에 따라 자

동으로 라이 로그 데이터를 분류하여 사용자가 체

인 로그를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 다[7]. 

Farrahi등은 요약하여 사용자가 클러스터링된 이벤트를 

통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8]. Aizawa

등은 기존의 질의어 매칭 방법을 기반으로 이미지 처리

를 사용한 라이 로그 검색 방법을 제안하 다[3]. 

Kelly는 사용자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

지를 알 수 있는 질의어 매칭 방법을 제안하 다[9].

기존 방법들은 일화기억기반의 검색과 로그를 학습한 

모델을 통하여 검색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일화기억기반 검색은 정확한 질의어를 알지 

못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질의어를 입력할 때 규정 범 를 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무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어떤 데이터가 사용자가 정말 찾고자 한 데이터인지 알

기 어렵고 확인하는데 추가 인 노력이 들게 된다. 모델 

기반의 데이터 검색은 표  데이터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 이 있다. 라이 로그 데이터는 매우 다양해

서 재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의 종류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더해질 수 있으며 값의 도메인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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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로그가 입력될 때 새로운 모델을 설계해야하는 단

이 있다.

2.2 의미기억 기반의 연  검색

인간의 기억은 그림 1과 같이 외 기억과 암묵기억으

로 나 어지게 된다[10]. 외 기억은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아는 것이다. 기술이나 

조건부 반사 같은 기억이 여기에 속한다. 암묵기억은 과

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미한다. 외 기억은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으로 분류된다. 의미기억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는 다른 사실들과 연 되어서 장된다. 즉, 정보라

는 노드가 존재하고 그 사이의 계가 존재하여 한 가

지 사실에 집 (attention)이 일어나면 그와 연 되어있

던 다른 사실들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일화기억은 사건

이 하나의 일화(event)단 로 장된다. 사람이 어떤 사

실을 검색할 때 데이터간 의미 계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을 의미검색 는 연 검색이라고 한다[5]. 따라서 

연 검색 방법을 설계하기 해서는 의미기억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기억에서 기억과 회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

해서 하게 되는 사실에 해서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잘 기억이 되어 있다. 둘째, 특정 데이터 사이에 동일한 

계가 자주 발생하면 기억율과 회상율이 높아지게 된

다[11]. 의미기억의 구조상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

째,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이다. 개개인의 네트워크 

구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정해진다. 둘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는 새

로운 노드와 연결을 지닐 수 있어야한다. 셋째, 네트워

크는 재구축 가능해야한다. 새로운 경험이 하여졌을 

때 네트워크의 구조와 연결의 가 치는 변화가능해야한

다. 넷째, 의미기억의 시맨틱 네트워크는 가 치를 지녀

야한다. 어떤 데이터들끼리 상호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를 구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한다. 의미기억

의 회상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 어진다. 첫 번째는 입

력한 데이터와 유사한 그래  구조를 패턴 매칭을 통해 

찾아내는 방법이다[12]. 이 방법은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유사한 구조의 사실이 입력되었을 때 그 구조에 해당하

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활성화 확산이

그림 1 인간 기억 모델

다. 특정 데이터에 집 에 가해지면 그와 연결된 다른 

데이터도 함께 활성화된다. 활성화의 근거는 계 사이

의 연 도, 즉, 가 치에 따라서 결정된다[13]. Baar는 

통합 작업 공간(Global workspace)이론에서 사람의 기

억 하나 하나를 작은 단 로 독립 인 지식으로 여겼다. 

무의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경우 의식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과 연 된 데이터가 집 되어 활성화되

게 된다[14].

2.3 화기반 연  검색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연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  탐색방법, 패

턴 매칭, 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활성화 확산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노

드에 집 에 가해지면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와 연

된 다른 노드들이 그 순간 정해진 유의수 을 넘는 가

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노드들도 함께 활성화되는 것

이다. 메타 데이터와 그래  탐색방법에서는 가 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화는 이들 방법에 가 치가 부여

된 것이다. 한 가 치가 부여됨으로 인해 패턴 매칭을 

이용한 방법도 장 으로 가져올 수 있다. 구조화된 데이

터라면 그 구조와 유사하게 가 치가 확산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검색 방법은 인간의 의미 기억 상에서 수행

하는 검색과도 유사하다[15-17].

본 논문에서는 라이 로그의 검색을 일화단 로 표

하기 해 화기반의 연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화

를 이용한 검색을 수행하기 앞서 입력데이터에 해 시

맨틱 네트워크의 규칙을 생성하고 구조를 학습하는 단

계를 거친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은 모바일 라이 로그의 효과 인 검색을 

해 의미기억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화를 이용해 검색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체

인 구조를 보여 다.

제안하는 모델은 크게 의미기억의 학습과 화를 이

용한 검색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학습에서는 일화

기억 형태로 수집된 모바일 라이 로그를 시맨틱 네트

워크로 생성한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정의한 생성 규칙

에 따라 장된다. 여기서 시맨틱 네트워크의 가 치는 

수집된 모바일 라이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다. 

두번째는 검색 단계이다. 검색을 수행하기 해 사용자

는 먼  자신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해서 알고 있

는 사항을 키워드 집합 형태의 질의어로 사용자 인터페

이스에 입력하게 된다. 시스템은 체 시맨틱 네트워크 

 입력된 키워드에 해당하는 노드와 그들 사이의 계

만으로 구성된 그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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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방법 개요

용자가 특정 노드에 집 을 가하면 계 가 치를 기반

으로 이 노드와 연 된 필터링된 노드와 계를 결과로 

반환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이 과정

을 반복하여 검색을 수행하게 된다.

3.1 시맨틱 네트워크 학습

3.1.1 모바일 라이 로그 로깅

모바일 라이 로그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부터 기록, 수집되는 개인의 일상에 한 정보이다[2].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상에서 구 된 모바일 로그 수

집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

이터를 얻어 서버에 장하 다. 표 1은 정기 으로 수

집되는 모바일 라이 로그의 종류를 보여 다. 수집된

표 1 수집되는 모바일 라이 로그

수집경로 로그종류 속성

모바일기기센서

통화로그

시작 시간, 끝 시간, 상 방 

화번호, 유형

(수신/발신/부재 )

문자로그
시간, 상 방 화번호,

유형(수신/발신), 메시지

GPS로그 시간, 도, 경도

블루투스로그 시간, 주변 블루투스 아이디

사진로그 시간, 촬 일, 일명

음악로그 시작시간, 끝시간, 감상 일명

어 리 이션 장소로그 시간, 장소

어 리 이션에서

수동 입력

행동로그 시간, 행동

감정로그 시간, 감정

웹 날씨로그 시간, 날씨, 기온

로그는 크게 연속  로그와 비연속  로그로 분류된다.

정기 으로 수집되는 연속  로그는 문자로그, GPS로

그, 블루투스 로그, 날씨 로그, 고수  상황인 행동과 감

정로그가 있다. 이 데이터는 특정 시간단 로 지속 으

로 수집된다. 블루투스 로그는 사용자 주변에 어떤 사람

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서로의 블루투스 아

이디를 알고 있는 친구일 경우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

다는 것을 알게 되는 척도가 된다. 장소 로그는 해당 시

간에 사용자의 GPS좌표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치를 

가장 가까운 장소와 매칭시킨다. 날씨로그는 GPS좌표와 

시간을 기 으로 웹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 행동로그

와 감정로그는 모바일로그 수집기를 통해 사용자가 수

동으로 어노테이션을 한다.

3.1.2 구조 학습

모바일 라이 로그를 한 시맨틱 네트워크를 장하

기 해서는 사용자에게 검색시 정확도를 높여  수 있

는 구조를 택하여야 한다. 정확도를 높여  수 있는 방

법은 검색시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에 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해가 쉽고 직

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정보의 형태로 계의 시맨틱

스를 표 하여야 한다.

사람의 의미 기억의 구조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형

태이다. 어떤 정보에 집 을 가했을 때 종류에 상 없이 

계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성화시킨다. 사람이 회상

할 때 어떤 종류의 기억을 먼  떠올리는 지를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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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호연결된 시맨틱 네트워크 구조

표 2 계 시맨틱스 분류

분류 도착노드종류 시

의미정보

화/문자 Receive/send call from./to

행동 Do

감정 Feel

소유 Has

상황정보

부 상황 With

시간
When doing/feeling/taking/

listening/being with

장소 In

주변사람 Is familiar with/with/nearby

구성이 된다. 즉, 기 구조는 사람의 의미 기억의 구조

와 마찬가지로 상호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로 형성되도록 

하며 데이터에 따라 정보를 연결하고있는 가 치를 학

습하여 사용자의 경험에 맞추어진 시맨틱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노드의 종류에 한 상호 연결된 시맨틱 네트워크의 구

조를 보여 다.

표 2는 설계된 시맨틱스의 분류를 보여 다. 시맨틱스

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첫 번째는 주어가 되

는 데이터와 목 어의 직 인 계를 표 하는 의미

정보이다. 두 번째는 주어가 되는 데이터와 목 어의 간

인 계를 표 하는 상황정보이다. 의미정보가 사건

을 장하고 있다면 상황정보는 사건과 함께 발생하는 

부 상황을 의미한다.

3.1.3 계 가 치 학습

시맨틱 네트워크를 통한 연 검색을 해 특정 데이

터를 선택했을때 어떤 노드가 더 높은 연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 할 수 있도록 계에 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바일 라이 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계의 가 치를 학습하기 해서는 세 가지 요

소가 고려되어야한다. 첫째, 동일한 일화기억 상에 자주 

함께 입력된 데이터간의 계가 그 지 않은 계보다 

연 도가 높다. 둘째, 사람은 반복 으로 학습된 기억을 

먼  떠올린다. 특정 노드간 계와는 별개로 자주 기억

되는 데이터의 가 치는 높다. 셋째, 회상될 확률이 높

은 노드와 함께 자주 기억된 데이터의 연 도는 높다. 

그림 4는 에서 설명한 계 가 치 학습 알고리즘의 

pseudo-code를 보여 다.

다음 식 (1)은 제안하는 계 가 치 학습 방법의 기

본 정의를 나타내며, 노드 v와 노드 u사이를 이어주는 

계의 가 치를 나타낸다. W출발노드,도착노드 는 출발노드와 

도착노드 사이 계의 가 치를 의미한다. N출발노드,도착노드

는 출발노드와 도착노드의 데이터가 함께 등장한 횟수, 

즉, 일화기억에서 함께 등장한 계의 횟수를 나타낸다. 

Bv 는 노드 v를 가리키는 노드의 집합이다. 노드 v로부

터 도착하는 노드의 집합을 Fv 로 정의하 다. 노드자체

에 가 치를 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가리키는 가

치의 합을 노드의 가 치로 삼는다. 계의 가 치를 

구하기 해 출발노드의 가 치-출발노드로 도착하는 

계의 가 치의 합을 출발노드와 연결된 모든 계의 

수를 합한 값으로 나 다. 그리고 v와 u를 잇는 계

의 가 치를 나  값에 곱한다. 여기서 c1, c2 는 정규화 

상수를 나타낸다.

 (1)

                (2)

그림 5는  식 (1)과 (2)를 이용한 가 치 학습의 

시를 보여 다. 그림 5(a)는 기노드를 나타낸다. 노드 

D로부터 출발하는 계들의 가 치를 구하는 과정이며 

W는 가 치를 의미하고, N은 계의 수를 의미한다. 

노드 D의 가 치는 노드 D로 도착하는 계들의 가

치의 합이다. 하나의 수를 가진 계에는 노드 D와 연

결되어있는 노드 E, F, G사이 계의 총합을 나  값을 

부여한다. 그림 5(b)와 같이 노드 D로부터 얻는 노드 E

에 해당하는 W값은 계의 수인 N=2에 의해 0.2가 되

며 노드 A로부터 얻은 값을 합하여 최종 으로 노드 E

는 0.5의 값을 갖게된다. 이와 동일하게 노드 D와의 

계에서 도착노드에 해당하는 노드 나머지 F, G의 가

치는 노드 D로와의 계의 가 치와 다른 노드와의 

계의 가 치의 합으로 구해진다. 즉, 그림 5(c), (d)와 

같이 각 노드 F, G는 계 N=4에 의해 각각 0.4의 값

으로 최종 결정된다.

 과정을 각 계의 모든 값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



14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 트웨어  응용 제 40 권 제 3 호(2013.3)

그림 4 가 치 학습 알고리즘의 pseudo-code

해서 실행한다. 수렴의 의미는 이  단계에서와 재 단

계에서 계의 값이 변한 횟수가 0이라는 것이며, 체 

그래 의 가 치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학습 시간을 감안하여 두 계의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

는 경우와 이  가 치 값과 재 가 치 값의 차이가 

특정 유의수  보다 낮을 경우 값이 고정되었다고 단

하 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특성상 반복횟수가 증

가 할수록 모든 값이 수렴한다[18]. 이는 제안하는 방법

이 학습을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정 인 가 치를 

계산한다는 것을 뜻한다.

3.2 화 기반 연  검색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의 화기반 

연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질의어

를 입력하면 질의어에 포함된 키워드 값을 지닌 노드들

과 계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

진 그래 를 시맨틱 네트워크상에서 검색-추출한 후 질

의어 기반의 그래 를 생성한다. 한 연 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시

스템은 사용자가 선택한 질의어와 계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을 활성화 한다. 만약 연 이 되어 있는 모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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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가 치 학습 시

드들이 활성화 된다면 검색의 정확도와 그 의미가 어

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학습된 계 가 치에 기

반하여 노드를 필터링한다. 가 치에 따라 활성화를 확

산시킬 노드와 그 지 않은 노드를 결정한다. 가 치 계

산 후 유의수 을 만족하는 노드들과 키워드 사이의 

계들을 사용자에게 보여 다. 이 때 결과로 나온 그래

를 결과그래 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지 못하 을 경우 사용자는 재 결과그래

에서 검색 과정을 반복 수행함으로 데이터를 찾는다.

다음 식을 통하여 연 노드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

는 가 치를 계산한다. R'(u) 는 선택된 노드와 연 된 

데이터 u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가 치를 의미한다. 

B'u 는 u를 가리키는 계의 출발노드의 집합이다. 

N(B'u)는 집합 B'u 의 크기, 즉, u를 가리키는 계의 

출발노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Wv,u 는 노드 v와 노드 u

를 잇는 계의 가 치이다. B'u 에서 Wv,u 의 값이 유의

수 을 넘는 값의 합이 연 된 데이터의 가 치를 B'u

의 개수로 나  값을 의미한다. 하나의 정보만을 생각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함께 회상에 

향을 주는 것이다. B'u 의 개수로 나 어 평균을 구한 

이유는 키워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 치가 계산되는 

데이터와 연 도가 낮은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경우에

도 가 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c3 는 

정규화 상수이다. 단, 선택한 노드와의 계 가 치는 

더 많은 향을 끼치게 하기 해 1보다 큰 c2 의 값을 

곱해 다. 이는 집 된 데이터와의 계를 다른 주변 노

드와의 계 가 치보다 요하다는 것임을 뜻한다.

               (3)

만약 검색을 수행할 때 다양성을 해 노드 종류에 

맞게 각 활성화 가 치를 정규화시켜 주어야 한다. 를 

들어서 사진을 촬 한 기억은 일화기억에서 한번만 나

타나게 된다. 이 경우 사진 노드가 가지는 가 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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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구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러 번 일화기억에서 나타나는 다른 노드들의 데이터에 

비해서 상 으로 검색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찾고

자 하는 사진은 검색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낮다. 따라

서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하여 아래식과 같이 각 종

류에 해당하는 체 노드의 일화기억상의 등장 횟수를 

더한 값을 나 어 다. R"(u) 는 정규화된 u의 가 치

이고 Tu 는 u와 같은 종류의 노드들의 집합니다. Nw 는 

노드 w가 발 된 수를 나타낸다.

                (4)

사람의 기억은 집 이 가해지면 다음에 기억을 연상

할 때 그 만큼 더 가 치가 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용자가 집 을 가한 노드는 다음 회상시 이익을 

다. 더해지는 가 치를 계산해주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계의 발 횟수를 c에 따라 증가시켜주고 시맨틱 

네트워크 가 치 학습 과정을 통해 최종 가 치를 반

한다.

                  (5)

4. 실 험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 직  검색 

시스템을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실제 개인의 모

바일 라이 로그를 수집하여 시맨틱 네트워크 생성규칙

에 따라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시

맨틱 네트워크 상에서의 검색 과정을 시나리오를 통하

여 보여주고 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루어진 검

색과 비교하여 정확도  검색 제공 능력을 비교하여 

평가하 다. 한 인간 친화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 으며 제안하는 방법이 사용자에게 편리

함을 입증하 다.

4.1 실험 환경

4.1.1 시스템 구

제안하는 시스템은 C#으로 구 되었으며 그림 6과 같다. 

시맨틱 네트워크 시각화에는 마이크로소 트의 NodeXL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19]. 시스템은 수집된 모바일 

라이 로그를 처리하여 시맨틱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구성된 시맨틱 네트워크는 각 노드의 가 치 계산을 통

해 최종 으로 구조를 완성한다. 한 완성된 시맨틱 네

트워크 상에서 사용자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검색 인터페이스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활성화 확산 기능을 추가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검색과정을 효율 으로 보여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이  연구

의 성과인 시각화 기반 검색과 그래  간략화 알고리즘

인 의미 추상화를 용하 다. 의미 추상화란 복잡한 그

래  상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종류의 노드들로만 구성

된 그래 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온톨로지 그래 에서 

삭제/복원할 노드의 종류를 선택하면 의미 추상화된 그

래 인 유도 그래 가 생성된다[20].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기 그래 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질의어 입력

창을 두었다. 검색 시스템의 검색 방법은 3장에서 소개

한 화기반 연 검색을 따랐다. 유도그래  뷰어에서 

사용자가 노드를 선택하면 그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를 시스템이 입력으로 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그 결과를 

노드 선택창과 동일한 유도그래  뷰어에 보여주도록 

하여 연속 인 검색이 가능하게 하 고 인터페이스의 

복잡성을 다.

4.1.2 실험 데이터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 실제 스마

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라이 로그를 수집하 다. 모

바일 라이 로그 수집에는 Windows Mobile 6.0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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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 검색 1단계: 질의어 업력

표 3 수집한 데이터의 시간 주기

시간 간격 수집 데이터

1분 GPS좌표(장소), 행동, 감정, 주변 블루투스 아이디

1시간 날씨

비정기 사진촬 , 음악감상, 문자 송신/수신, 화 송신/수신

의 삼성 자 스마트폰 SCH-M490이 사용되었다. 모바

일 라이 로그 수집기는 C#을 기반으로 구 되었으며 

모바일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센서데이터들과 함께 사용

자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 등을 어노테이션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구 되었다. 수집 

기간은 2009년 9월 3주～4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데

이터 수집을 하여 피실험자는 기존의 휴 화 신 

주어진 수집용 기기를 사용하게 하 다. 그리고 연속 수

집 시간은 24시간으로 각 개인의 특성이 잘 반 되게 

하 다. 수집 상은 20 와 30  남자 10명과 여자 1

명, 총 11명 학원생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한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기에 

이들  가장 합한 1인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상이 

모두 학생들이라 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연

 검색을 한 실험에는 부분 합하지 않았다. 따라

서 그  데이터 수집을 충실하게 하고 로그 상에 다른 

이들과 다른 다양한 경험이 나타난 25세(2009년기 ) 남

자 학원생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사진 데이터는 다른 

수집 상자보다 많은 23개를 지니고 있다. 표 3은 수집

한 데이터의 시간 주기를 보여 다. 실제 이 게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일화기억으로 구성하기 해 처리 과

정에서 5분단 로 동기화하 으며 총 1,162개의 모바일 

라이 로그 집합으로 표 되는 일화기억을 생성하 다.

수집한 모바일 라이 로그를 바탕으로 앞서 제안한 

구조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 총 1,254개의 노

드와 9,801개의 계를 지닌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된 온톨로지로 생성하며, 이를 

통하여 체 그래 에서 특정 종류에 해당하는 노드의 

수와 어떤 종류의 노드들 사이에 계가 깊은 지를 

악할 수 있다.

4.2 실험 결과

4.2.1 연 검색 시나리오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 검색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

게 사용자가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정을 보여 다. 

검색 데이터는 사진이다. 찾고 싶은 사진과 함께 기억된 

일화기억은 직장내 업무(행동), 본방(장소), Relaxed(감

정), OCWORLD(주변 블루투스아이디)이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직장내 업무라는 행동

들로 존재하며, 사용자의 상태는 어떤 행동과 연 된 어

떤 사진을 찾고 싶은데 다른 사실들을 떠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정한다. 먼  일반 인 검색 시스템에 행동

만을 질의어로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텍스트로 많은 결과를 보여주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사용자가 기억이 나는 감정은 기분

이 나쁘지 않았을 때 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반 하기 

해 ‘행복(happy)’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입력을 하면 

해당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 었던 사진이 없으므로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다음 실험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같은 질의어 입력

하 다. 그림 7은 질의어로 사용자아이디(30), 행동(업무

(직장내)), 감정(happy)를 입력하 을 때 나타나는 기

화 그래 이다. 이 그래 를 보고 직장내 업무 일 때 

은 사진은 확실하므로 이 부분을 선택하여 활성화해

주며 생성된 네트워크는 그림 8과 같다. 사용자는 이 네

트워크 상에서 감정이 행복할 때 은 사진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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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 검색 2단계: 활성화 확산

그림 9 연 검색 3단계: 활성화 확산2

relaxed라는 감정이 OCWORLD라는 인의 블루투스 아

이디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짐을 확인하고 relaxed라는 

감정일 때 은 사진임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켜 다. 그 결과는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사진이 검색이 되었는데 어떤 사진이 자

신이 찾고 있는 사진인지를 데이터의 계를 통하여 확

인하고 싶지만 그래 가 복잡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이

를 해결하기 해 유도 그래 를 생성한다. happy라는 

감정이 잘못 입력된 감정이므로 감정에 해당하는 노드

는 모두 지우기로 하고 온톨로지 그래 상에서 감정을 

선택한다. 그 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그 결과 

자신이 입력하거나 선택한 데이터와 유기 으로 잘 연

결된 사진 노드를 확인하고 검색을 완료한다.

4.2.2 검색 결과 정확도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도 평가  비교를 해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인 키워드 매칭 기법에 한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방법은 동일한 데이터셋에 해서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해 나온 결과와 비교하 다. 자세한 실험

방법은 표 4와 같다.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원하는 사진

을 탐색하기 해 키워드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검색 시나리오는 “음식 에서 13시 30분에 식사 에 

친구와 었던 사진 3장 모두”를 검색하는 방법이다. 먼

, 검색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 일

의 확장자의 키워드인 “.jpg”를 이용해 검색을 하고, 다

음 검색 부터는 장소, 시간, 행동, 인물, 감정에 한 키

워드를 차례 로 하면서 검색을 수행한다. 

키워드 매칭기법의 평가방법은 검색의 결과로 나타나

는 데이터의 개수를 이용해 정확도를 계산하 으며, 제

안하는 방법의 평가는 검색에 성공할 때까지의 활성화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드의 개수를 이용해 계산하

다. 평가를 한 계산 방법은 Accruacy와 Recall을 

나타내는 식 (6)과 (7)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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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 검색 4단계: 감정노드가 제외된 유도그래  생성

표 4 검색결과 정확도 평가 단계

단계 종류 사용 키워드  검색 키워드

1 사진 “사진(.jpg)” “.jpg”

2 장소 “음식 ” “.jpg”+“음식 ”

3 시간 “13:30” “.jpg”+“음식 ”+“13:30”

4 행동 “식사 (meal)” “.jpg”+“음식 ”+“13:30”+“meal”

5 인물 “친구 (OCWORLD)” “.jpg”+“음식 ”+“13:30”+“meal”+“친구”

6 감정 “행복 (happy)” “.jpg”+“음식 ”+“13:30”+“meal”+“친구”+“happy”

(a) 정확도(Accuracy) (b) 재 율(Recall)

그림 11 키워드 매칭과 제안하는 방법의 비교

     (6)

     (7)

각 단계에서의 Accuracy와 Recall 계산을 해 체 

데이터의 개수와 원하는 정답의 수, 검색 결과의 개수를 

평가에 사용하 다. 여기서 최종 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인 세 장의 사진은 True positive을 나타내며 값은 

항상 3으로 유지된다. False positive는 각 단계에서 사

용하는 키워드키부터 얻은 검색 결과에서 정답인 3을 제

외한 값이다. 를 들어 검색결과 82개의 검색결과가 나

타났을때, False positive값은 79가 된다. False negative

는 체 데이터 수에서 검색결과의 수를 뺀 값이다. 를 

들어, 체 데이터가 1162개라 할 때, 검색결과가 82개가 

나왔을 때, False negative의 값은 1080로 결정된다.

그림 11은 키워드 매칭과 제안하는 방법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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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용성 평가 사후검증(Sheffe)

종속

변수
(I) 나이 (J) 나이 평균차 (I-J) 표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기존평균

20～24
25～30 -.88332 .36206 .068 -1.8211 .0544

30～40 -.18889 .32682 .847 -1.0354 .6576

25～29
20～25 .88332 .36206 .068 -.0544 1.8211

30～40 .69443 .34839 .157 -.2079 1.5968

30～39
20～25 1.8889 .32682 .847 -.6576 1.0354

25～30 -.69443 .34839 .157 -1.5968 .2079

제안평균

20～24
25～30 .64933 .16251 .002 .2284 1.0702

30～40 .50841 .14669 .007 .1285 .8883

25～29
20～25 -.64933 .16251 .002 -1.0702 -.2284

30～40 -.14093 .15637 .670 -.5459 .2641

30～39
20～25 -.50841 .14669 .007 -.883 -.1285

25～30 .14093 .15637 .670 -.2641 .5459

표 5 검색결과 유용성 사용성 평가

# 문 항 응답

1 제공하는 검색 기능은 유용하 습니까? 1 2 3 4 5

2 화면에 보여주는 검색 결과가 유용하 습니까? 1 2 3 4 5

3 검색 질문의 검색 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1 2 3 4 5

의 정확도  재 율의 비교 결과를 보여 다. 분석결과 

첫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

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키워드 매칭은 검색을 원하는 데

이터가 정확한 키워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되

는 키워드를 입력하여도 일치하는 결과만을 보여 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여 다. 한 텍스트로 보여

주는 검색방법은 검색 효율을 떨어뜨리고, 사용자가 검

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단 이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원하는 데이터에 한 연 도를 기반으로 검색결과를 

시각 으로 보여 으로써 보다 편리한 검색인터페이스

를 제공하 다.

4.2.3 사용성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목 은 인간 친화 인 검색을 통해 

모바일 라이 로그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하여 어느 정도 친 함

을 느끼는지는 요한 척도가 된다. 20 ～30  학생

과 학원생 30명을 상으로 구 된 시맨틱 네트워크 

연 검색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라이 로그 시맨틱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직  검색해보게 하 다. 처

음 로그램을 배포한 후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표 5

의 사용성평가 문항에 답하게 하 다. 시맨틱 네트워크

를 시각화한 후 모바일 라이 로그를 검색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해 텍스트 주 모바일 라이 로그 

검색 시스템을 구 하여 배포한 후 둘의 검색  어떤 

것이 더 유용하 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사용하 다

[21]. 기존 검색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화기억 기

그림 12 사용성 평가 결과

반으로 질의어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 질의어와 매칭

되는 튜 을 반 하며 그 결과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

는 텍스트기반 연 검색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하 다.

그림 12는 사용성평가의 각 문항별 그리고 총 의 평

수를 보여 다. 기존에 사용된 일화기억을 기반으로 한 

회상보다 시맨틱 네트워크로 구성된 의미기억 상에서의 

검색 과정과 결과가 더 인간 친화 이라는 것을 보여

다. 표 6은 쉐페(Sheffe) 평가 방법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20 반, 20 후반, 30 로 그룹을 

나 어 평가해본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서 제안하는 방

법의 평균값의 차이와 유의확률이 낮았다. 즉, 친화도에 

있어서 더 안정 인 결과를 보장해주었다.

4.2.4 작동 시간

제안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구 된 시스템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해 시맨틱 네트워크 학습과 검색 과정에서의 

작동 시간을 측정하 다. 인텔 쿼드 코어 Q6600(2.4GHz) 

CPU, 4G바이트 램, 운 체제는 Windows 7(64비트) 환

경에서 수행되었다. 시스템은 C#언어로 구 되었으며 

마이크로 소 트 비주얼스튜디오 2010에서 디버깅모드

로 컴 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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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맨틱 네트워크 학습 소요 시간

학습과정 시간(hh:mm:ss)

구조학습 00:09:17

가 치학습 00:35:00

체 00:44:17

표 7은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학습에 오

랜 시간이 걸리므로 실시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 단 로 

학습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구 된 시스

템에서 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에 노드와 계가 장

되어 있다. 따라서 검색을 해서는 순차검색을 수행하

게 된다. 따라서 학습과 검색과정에 시간복잡도는 O(n3)

을 유지하게 된다. 데이터를 온톨리지 기반의 XML형태

로 장 후 인덱스 기반 검색을 수행하면 시간복잡도는 

O(n)으로 어들게 되어 실용 으로 사용할 시에는 더

욱 효율 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인간 친화 인 검색을 한 시맨틱 네트워

크 기반 모바일 라이 로그 연  검색 방법을 제안하

다. 이질 인 방 한 양의 모바일 라이 로그에서 데이

터를 비록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도 원하

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해 인간의 단서 의

존  화기반 연  검색을 모방하 다. 데이터 통계를 

통하여 시맨틱 네트워크의 가 치가 학습된다. 검색시에 

이 가 치를 기반으로 인간의 기억 발화 과정을 모방하

여 활성화 확산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한다. 실제 모바일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 다. 

일화기억 회상 방법으로 검색이 어려운 데이터를 제안

하는 방법을 통해 찾아낼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해 기존 방법인 키워드 매칭방법

과 비교실험을 수행하 으며, 사용성 평가를 통해 사용

자 친화 인 방법임을 입증하 다. 결론 으로 사용자가 

검색 과정과 검색 결과에서 더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

다. 먼  검색 시스템의 효율을 하여 시간 복잡도를 

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시맨틱 네트워크 장 구조를 

순차 인 근이 가능한 구조 뿐만 아니라 인덱스 근

이 가능한 구조로 수정, 메타데이터와 분산 시스템을 이

용하여 계산의 비용을 이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기억의 발화시 가 치를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은 망각

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억 감소함수를 가 치 계산에 

용 시키는 것을 향후 연구로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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