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휴대폰에서의 상황인지 기술은 상황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추론하여 서
비스를제공하는기술이다.  최근휴대폰은단순한음성
통신 기능에서 벗어나 그림 1과 같이 개인용 업무기기
및오락의매체로발전하고있으며보다많은정보를수
집하고처리할수있는형태로진화하고있다.  이미휴

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문서를 생성
하고가공하는단계로발전하였으며휴대폰에서수집되
는정보와사용자가생성한컨텐츠를토대로다양한부
가서비스의창출이가능해졌다. 
특히차세대이동전화서비스의등장과개인용컴퓨

팅 환경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과 고성능 CPU, 충분한 저장용량, Wi-Fi,
블루투스등의통신기능, 그리고스케쥴러, 주소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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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휴대폰은 단순한 음성통신 기기에서 벗어나 개인용 복합 업무기기 및 생활의 필수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휴대폰을이용하여사진이나동영상은물론문서를생성하고가공하는단계로발전하였으며센서기술의발전에
따라휴대폰을통해서수집된정보를분석하여사용자가처한상황에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이필요해지
고있다.  본 논문에서는모바일환경에서발생하는제약을극복하여휴대폰사용자의상황을수집하고분석하기위한
확률기반의통합형지능기술을제시하고이를통해서가능한상황인지서비스를소개한다.  휴대폰으로얻을수있는
로그로부터파악된사용자와환경의상황으로일상을요약(만화다이어리)하거나특정상황을검색(라이프브라우저)
하기도하고유관정보를추천(지능형폰북)하는서비스에대해서실제구현과성능평가를통하여상황인지기술의가
능성을모색한다.

주제어: 휴대폰, 상황정보, 상황인지, 라이프로그, 사회관계망

Recently, cell phone is not merely a means of voice communication but a necessity of life for providing
personal services and business support.  Cell phone is already used to write and edit documents as well as create
photographs and video data.  Context-aware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provide user adaptive services with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 cell phone with sensors.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ive intelligent
framework based on prob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user's context information by overcoming mobile
constraints, and also introduces some possible context-aware services from the framework.  Daily life
summarization (cartoon diary), context search (life browser), and recommendation (intelligent phone book)
services are developed and evaluated to show the feasibility of context-aware services in cell phone.

Keywords: Cell phone, Context information, Context-awareness, Life log, Social network



극복할필요가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메모
리를적게사용하는경량의추론및학습기술, 휴대폰에
서 가용한 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전처리 및 사용자 모델
링기술, 수집된 상황정보를 시각화하고 검색 및 관리할
수있는인터페이스, 휴대폰사용자의정보를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공유하기위한기술등의개발이필요하다.

II. 관련연구

휴대폰관련상황인지의관련기술은수집하는상황

디어 플레이어, E-Book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있다.  전자정보센터[1]에 따르면스마트폰은
비싼가격과소수의사용자층때문에아직많이보급되
지못하고있으나그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휴대폰의저장공간및메모리의폭발적인증가와성

능의 대폭적인 향상으로 많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관리
할수있게되었고장기간에걸친사용자기록도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PC 에 비해서 제한된 메모리 공간,
제한된컴퓨팅능력, 배터리의한계등은여전히문제점
으로남아있다.  휴대폰에서의상황인지서비스를위해
서는휴대폰에특화된지능기술을통해이러한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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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

일정관리, 카메라, 게임, mp3 ...

XScale 400Mhz → 600Mhz ...

100g~300g

그림 1.  멀티미디어복합기로서의휴대폰의발전

CCoonntteexxtt  LLeevveell

기기술술복복잡잡도도

Attentive
CellPhone

DrWhatsOn

CyPhone

Yahoo(ZoneTag)

MIT(Affective)
CMU(MyCampus)

Mobileam VTT(Kontti)

NTT(Bayes)

Intel(ML)

VTT(PCA&ICA)

Waseda Univ.(Smart Object)

VTT(Symbolic Clustering)

NTT(Matrix Computation)Ericsson(LBS)

Microsoft

Nokia(7650)

TiltText

그림 2.  기술복잡도와상황정보의수준을기준으로한기존연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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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을 적용하여 RFID 태그를 통해 상황정보를 수
집하기도하였다.
그 밖의 연구로는 상황정보의 공유와 이를 위한 프

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Gaia[2]와 레이어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컴
포넌트를제공하는CAPNET[3] 등이있다.

2.  고수준상황정보

모바일 센서 및 로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과
함께 휴대폰에서의 상황인지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
다.  MIT Reality Mining Group에서는헬싱키대학에
서개발한 ContextPhone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상황
인지휴대폰을개발하고자하였다.  이그룹에서는엔트
로피 분석과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하여사용자가현재있는장소를예측하
는방법을개발하였다.  블루투스모듈을이용하여근접
한 사람들과 프로파일이 일치할 경우 만남을 주선하는
Serendipity 서비스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GPS 위
치정보, 블루투스, SMS, 애플리케이션사용정보등을
사용하여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을 구축하는 연
구를진행하고있다.
VTT 연구소에서는 Nokia로부터 지원을 받아 센서

기반의상황인지휴대폰을개발하였다.  VTT 그룹에서
는 휴대폰으로부터 들어온 조도와 가속도 정보를 주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추론하는 모듈
을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수집된정보를퍼지로표현
하고 퍼지추론과 베이지안 추론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
자의상태를추론하였다.  이연구에서는사용자가현재
어두운곳에있는지혹은달리고있는지등을추론하여
휴대폰화면의글씨크기와밝기를조절해주는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RFID 센서를 휴대폰에 장착하
여 RFID의 인식 결과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거나 교육
서비스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
지에사용자의현재위치등의상황정보를포함시켜전
송하는연구도진행하고있다. 
MIT Ambient Intelligence Group에서는 휴대폰

의위치정보를토대로사용자가찍은사진에이름을붙
여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MIT Wearable
Computing Group에서는 휴대폰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특징추출, 분류, 행동으로이어지는소프트웨어
모듈을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버클리 대학의 Garage
Cinema 그룹에서는휴대폰에서촬영한사진정보로부
터위치및사용자가누구인지와같은정보를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테스트해 보았다.  CMU의 SenSay
프로젝트는 사용자의 움직임(Motion, Speech), 위치
(GPS, WiFi), 스케줄(시간 사이클, 캘린더), 생리학적
인정보(열량, 온도) 등을바탕으로사용자의상태를추
론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핸드폰 세팅을
제공해 준다.  사용자의 상태를 분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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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와 이용하는 기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정보를 저수준 상황정보와 고수준
상황정보로나눈다.  저수준상황정보는센서를통해직
접수집된값을그대로이용하는것이고저수준상황정
보를전처리하고해석하여사람이이해할수있는형태
로 변형된 것을 고수준 상황정보라고 한다.  고수준 상
황정보는서비스에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다.  그림 2
는 상황정보의 수준과 사용된 기술의 복잡도를 기준으
로관련연구동향을간략히보여주고있다.

1.  저수준상황정보

Nokia의 지원을 받은 VTT 연구소는 적은 배터리
소모와 무선통신 기능, 가속도, 조도, 근접 센서, 온도
센서, 나침반 센서 등을 탑재한 SoapBox(Sensing,
Operating and Activating Peripheral Box)를개발하
였다.  유럽의휴대폰기업과연구소를중심으로진행된
TEA(Technology for Enabling Awareness) 프로젝트
는 휴대폰에 부착가능한 센서 모듈을 제작하였고 수집
된 센서정보의 지능적인 처리방법을 개발하였다. 가속
도, 온도, 조도, 접촉, 압력, 적외선, 소음 센서를 포함
하고있으며휴대폰에장착가능한모듈을실제제작하
기도 하였다.  유럽의 기본 연구는 다양한 응용 연구의
기초 플랫폼이 사용되었다.  실제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지사용자가지니고있는지등과사용자의상
태(걷기, 뛰기, 조깅, 산책) 등을 구분하기위해센서정
보를분석하는연구도진행되었다. 
휴대폰에직접여러가지센서를장착하여정보를수

집하는방법은휴대폰의가격, 배터리효율및디자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부가
적인 센서의 사용없이 휴대폰에서 획득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상황정보를수집하는방법이있다.  이런방법
은 대부분의 상황정보 획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범용
적이지 않고 기기에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기기가
바뀌면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
다.  상황정보수집을위한프레임워크는UC Berkeley
의 Context Toolkit이나 헬싱키 대학에서 개발한
ContextPhone 등이있다.  노키아의지원을받아헬싱
키대학에서진행한 ContextPhone 프로젝트는휴대폰
으로얻을수있는다양한정보를지속적으로수집해주
는소프트웨어이다.  Nokia 60 시리즈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하며 공개 소프트웨어로 소스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 블루투스 정보,
SMS, 전화 통화내역, 애플리케이션 사용기록, 미디어
(사진,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배터리 상태, 주소록
검색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MIT Reality Mining Group의 상황인지 휴대폰 연구
에사용되었으며모바일블로그, 상황인지주소록등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VTT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서는 휴대폰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라



SOM(Self-Organizing Map)이 사용되었다. 2009년
현재에도 VTT와 MIT Reality Mining 그룹에서는 연
구가계속진행되고있다.
또한 모바일 상황인지 서비스의 빠른 설계 및 구축

을 위한 SOCAM(Service-Oriented Context-Aware
Middleware)[4]은 상황정보의 수집, 해석, 발견을 위
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저수준 상
황 정보로부터 고수준 상황정보를 추론하기 위한 추론
기능과 WOL(Web Ontology Language)을 이용하여
표현한다는 것이다.  MiddleWhere[5]는 사용자의 위치
탐지와 위치에 따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기 위
한미들웨어로서위치인식을서비스에접목하기위한기
본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주어진 센서정보로부터 정
확한위치를찾기위해서확률추론기법을이용한다.  그
외에 상황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
는CALEEF[6] 같은미들웨어도개발되었다.

III. 상황인지를위한지능기술

초기에는 휴대폰에 장착된 센서를 이용하여 저수준
상황정보를수집하는미들웨어가주류를이루었으나점
차 휴대폰에서 고수준 상황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
템이개발되고있다.  휴대폰에서고수준상황인지를위
해서는그림 3과같이특화된지능기술을적용할필요
가 있다.  이는 상황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
분과정보를처리하고해석하는부분및인지된고수준
상황정보를이용하여응용서비스를제공하는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장에서는 수집된 로그정보의 변환/마이
닝, 추론/학습, 모델링, 해석의 4가지부분에적절한지
능기술을 소개하여 휴대폰을 위한 통합형 상황인지 방
법론을제시한다.

1.  로그수집과변환/마이닝

휴대폰에서사용자가처한상황을알아내기위해가
용한 정보는 사용자 개인정보(사용자 프로필,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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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론/학습

휴대폰에서 수집된 정보는 통계 처리나 마이닝 과정
을통해서언어정보로변환할수있다.  이정보는센서로
부터 획득된 것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만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사용자의
상태를구체적으로알려주지는못한다. 따라서수집된정
보로부터사용자의상태를추론할수있는기술이필요한
데,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10]나
HMM(Hidden Markov Mode)[11]등의 확률 모델이
많이이용된다.  이는모바일환경에서발생하는다양한
불확실성(실생활의 불규칙성, 센서의 불확실성, 인과관
계의 불확실성, 사용자 의도 및 감정의 불확실성)이 확
률값으로 잘 표현되고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베
이지안 네트워크는 적은 비용으로 복잡한 확률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 및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며[10]
HMM은시간상연속적이고지속적인변화를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류에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11].  Iso
등은 개개인의 걷는 자세를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서 구분할 때 베이즈 이론을 기초로 하는 확률 모델을
이용하였다[12].  Preuveneers 등은모바일폰을이용
하여 당뇨병 환자들의 운동량과 위치를 연관짓고 활동
량과혈당치를측정한다.  여기서사용자의활동량을추
론하기위해서HMM이이용되었다[13].  이외에도모
바일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효
과적으로 고수준의 상황정보 및 특이성을 추출하기 위
한 협력적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이 개발되기
도 하였다[14].  이 방법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적은
메모리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가진 모바일 환경에서도
적절하게작동하도록한다.  또한배터리문제를해결하
기위하여에너지효율을위한프레임워크[6]나일반적
인통화패턴을학습하여배터리를충전해야할시점을
추론하는기술[15],[16]도개발되었다.

3.  모델링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주어진 정보만을 추론하여 고
수준의유의미한상황정보를얻기는어렵기때문에, 사

러, 주소록),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사진, 동영상
등), 휴대폰 사용기록(전화 통화내역, SMS 발송내역,
애플리케이션 이용기록), 휴대폰에 장착가능한 센서정
보(위치, 온도, 습도, 조도, 접촉 여부, 근접 물체인식,
가속도) 등이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는저수준이기때문에추론이나학습또는서비스에이
용하려면 전처리를 통해서 의미 변환과 마이닝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GPS 신호에서 오류가 포함되거
나 신뢰도가 낮은 정보는 마이닝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하며위도와경도좌표를해당하는장소나건물이름, 주
소, 거리명등으로변환하는작업은물론이고정보의발
생빈도, 집중도, 발생 이후 지속시간 등의 통계적 분석
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패턴의 분석을 위해서 각종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이용
될수있으며주기적으로발생하지는않지만중요한정
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KeyGraph 등의 기회발견 알고
리즘이사용될수있다.
의미변환을위해서는통계처리나퍼지규칙등이활

용될수있다. 특히퍼지표현은실제센서에서수집되는
저수준의 로그값을 멤버쉽 함수를 통해서 사람이 이해
하기쉬운언어의형태로표현해주기때문에, 이후의추
론이나학습에이용되는베이지안네트워크나온톨로지
등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이다.  실제
VTT 연구소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센서 정보
에퍼지규칙을적용하여언어형태로변환하고, 이후 상
황정보온톨로지를이용하여사용자의상황을추론하였
다[7].  연세대학교에서는 통계처리와 규칙 기반 방법
을통해서수집된정보를언어적형태로변환하는방법
을제시하였다[8].
그림 4는 연세대학교에서 GPS 좌표정보를 장소명

으로 변환하는 예이다[8]. GPS의 위도, 경도 좌표를
X, Y 좌표값으로 변환한 이후에 다각형이나 원으로 표
시된주요장소에방문했는지여부를좌표계산을통해
서판단하고오류값을보정해준다.  휴대폰에서가용한
다른정보는표1에서보는바와같이기본적인통계분
석을수행하여처리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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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데이터

MP3 음악

통화내역

SMS 내역

사진촬영내역

분석내용

장소별방문지속시간(일별), 장소별방문지속시간(월별),
장소별방문빈도(일별), 장소별방문빈도(월별)

음악별청취빈도(일별), 음악별청취빈도(월별),
곡별청취지속시간(일별), 곡별청취지속시간(월별)

전화번호별그룹, 전화번호별통화지속시간(일별), 전화번호별통화지속시간(월별),
전화번호별통화빈도(일별), 전화번호별통화빈도(월별)

전화번호별그룹, 전화번호별통화빈도(일별), 전화번호별통화빈도(월별)

사진촬영빈도(일별), 사진촬영빈도(월별)

표 1.  휴대폰정보에대한통계적분석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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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모델을 구성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4].  행동이론
의요소들을기반으로하여의미망의계층구조를구성
하고 구성된 의미망을 상황인지에 이용하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18].  이 연구에서는 RFID 센서로부터 수집
된 물체정보와 환경정보의 행동과의 관계를 의미망 형
태로 구성하고 CBR(Case Based Reasoning) 방법을
통해서사람의행동을추론하여그에맞는서비스를제
공한다[19].  이 외에 국내에서는 SALTLUX 등의 업
체에서 온톨로지 기술을 모바일 기기에 활용하려는 시
도가이루어지고있다. 

4.  해석과응용서비스

로그 수집과 변환 및 마이닝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
황정보의해석과응용서비스역시밀접한관계를가지
고 있다.  인지된 상황정보를 미리 정의된 규칙에 의해
서비스한다면 사용자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 네트워크
(Behavior Network)나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등이활용될수있다.  P. Maes가
제안한 행동 네트워크는 행동들 사이의 연결, 외부 환
경, 목표를 구성요소로 하여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모델[20]로서 행동을 제공할 서비스
의기본요소로구성하면상황에맞는서비스가융통성
있게제공될수있다[21]. 
최근에는특정개인의취향이나행동을추론하여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

용자와 환경의 모델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가정보를 제
공할필요가있다.  최상의모델은보통사람이갖고있
는 상식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식정보를 보유
하기어려워기술적인모델링방법이요구된다.  사용자
가 처한 특정 상황이나 행동은 추론/학습 모델과의 호
환성을위해베이지안네트워크로구축할수있으며, 좀
더 일반적인 지식은 도메인 온톨로지에 입각한 의미망
(semantic network)으로모델링될수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가주로특정사건을모델링하는데이용된다면
의미망이나 온톨로지는 그런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네
트워크 형태로 모델링하고 그 연관관계를 통해서 내재
된정보를찾아내는데도움을줄수있다. 
휴대폰 도메인에 적절하게 구축된 의미망이나 방대

한 데이터로 일반적인 상식을 모델링한 의미망이 활용
될수있는데휴대폰에서수집된상황정보를의미망형
태로 모델링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간의 기억
방식과 유사하게 의미관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5는 휴대폰의 실제 로그로부터 구성된 의미망의
예를보여준다.  현재개발중인의미망은사람, 시간, 장
소 등의검색에핵심이되는키워드를네트워크의중심
으로 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시각화한다.  또한 생성 시
간과데이터의발생빈도등으로각노드의중요도를계
산하여의미망을이용한검색을더욱용이하게할수있
다.  일반적인상식을의미망의형태로구성한사례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축된 WordNet이나 MIT
Commonsense 그룹이 웹을 통해서 상식을 수집하여
구축한ConceptNet 등이있다[17].
Gu 등은 상황인식 서비스를 위해서 상황정보 온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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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사회적 상황정보를 추론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회
관계망을 모델링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사용자가친구나동료들과의최근연락관계등을쉽게파
악하여 고정된 형태의 휴대폰 주소록을 사회관계망을 기
반으로동적으로조정하는어플리케이션이가능하다.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상황정보 그 자체를 친밀한 사
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특정 서비스와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Khashchanskiy 등은가족들사이에쇼핑할품목을공
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품목을 서버에 업로드
하면자동으로모바일기기로다운로드하여쇼핑품목에
기재된상품을구입할수있는장소를방문하였을때그
것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23].  Buriano는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들과 사진과
상황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여행안내
서비스에대한정보공유서비스를제안하였다[24].  그
밖에 개인의 사회적 관계(직장동료, 상사, 친구 등)에
따라서어떠한상황정보를공유하고공유하지않으려고
하는지에대한연구등사용자모델링에관한연구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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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함께분석하고공유하기위한연구가많이진행
되고있다.  사회관계망분석은수집된데이터로부터친
밀도 등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22] 모바
일 환경에서 수집되는 상황정보에 이 기법을 적용하려
는연구가시도되고있다.  사회관계망분석에이용되는
데이터는 대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며 통계적 기법
을 사용해 분석한다.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 패턴을 이
용해사람들사이의관계를보다쉽게이해하고그중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파악한다.  이
기법은주로사회적인문제를발견하고해결하는데이
용되어왔으나최근에는설문조사가아니라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수행하는연구가많이진행되고있다. 야후, 마이크로소
프트, 구글 등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유렉스터
(Eurekster), 오컷(Orkut) 등의지인네트워크서비스
를제공하고있으며국내에서는싸이월드(Cyworld) 등
이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MIT에서는휴대
폰사용자들을대상으로 GPS 위치정보를활용하여사회
관계망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베이지안네트워크를이용하여사용자의휴대폰사용로그

그림 6.  상황정보수집을위한모바일인터페이스(좌), 장소좌표의레이블링(우)

15

10

5

0

Event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시간(단위: 분)

그림 7.  특정상황정보의집중도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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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있다[25].

IV. 연구사례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지에 필요한 지능 기술을 4가
지 단계에 따라 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구현
하고자하는서비스의목적에따라서다양한기술을적
절히 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지능기술의가능성을보이기위해실제로서비
스에활용한사례를살펴본다.  각적용사례는내부적으
로 상황정보의 수집, 변환, 추론, 모델링, 해석 등의 기
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목적에 따라서 수집
이나 추론에 중점을 두거나 모델링이나 해석에 치중하
는경우도있다.

1.  상황정보의수집및마이닝

대부분의 상황인지 기술은 상황정보의 수집과 전처
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상황정보의
처리를 위해서 모바일 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의 통계
적처리와GPS 좌표를이용하여사용자의위치를판단
하기위한플랫폼을개발하였다.  그림 6은상황정보수
집을 위한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주요 장소를 다각형으
로감싸서영역을레이블링하는방법을보여준다.
방문한장소정보를포함하여블루투스, 가속도센서

정보, 배터리 정보, 사진, SMS, 통화내역 등의 상황정
보는 그 빈도와 지속시간, 그리고 집중도를 계산하여 패
턴을파악하는데이용된다.  그림7은집중도를계산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특히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보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는 빈도계산 외에 집중도를 함께 계산하여 어느 시점에
가장집중적으로이벤트가발생했는지체크한다.

2.  고수준상황정보의추론및학습

사용자의취향이나행동등을휴대폰에저장된정보
를 바탕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추론이나학습기능이필수적이다.  추론이나학
습을 이용하여 지능화, 개인화된 서비스는 메모리와
CPU 사용시간의부담등의손실이있는반면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성, 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추론이나 학습 기능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능형 통화상대 추천 서비스가 있다[26].  이는 통화
를원하는상대를찾기위해전화번호나상대의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그룹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현재 상황정보와 사용자 상태를 바탕으로 통화상
대를추천해준다.
이 시스템은 추천을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먼저 사

용자와관련된휴대폰의상황정보를수집한다.  사용자
는대개특정한상황하에서특정한상대와통화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통화할 때의 상황정보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통화패턴을 학습한다면, 특정 상황
하에서사용자의통화상대를예측할수있다.  여기서는
통화 시의 사용자 감정상태를 추론하기 위하여 베이지
안네트워크를이용하며추론된감정상태와장소, 시간
등의상황정보를조합하여통화상대를추천한다.  추천
을위한방법으로는온톨로지형태의상황정보계층구
조를 만들어 현재 상황과 온톨로지와의 유사도를 계산
하여가장유사한상황에서의통화상대를추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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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행하면보다높은정확도를얻을수있을것이다.
이이외에도여러사람의상황정보를통합적으로고

려하여 그룹의 기호를 예측하여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
도 가능한데 실제 지역의 식당정보와 연동하여 음식점
을추천하는시스템이개발된바있다[27],[28].
추론및학습기능의또다른사례로실생활에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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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는 실제 구현사례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수집된 정보에서 통화상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29%였고3위안에포함되는경우는54%, 5위안에포
함되는 경우는 66%였다.  휴대폰의 한 화면에 표시할
수있는 10위까지고려한다면정확도는 91%까지높일
수있다.  데이터수집기간을늘리고사용자에대한학습

1위
29%

10위밖
25%

6~10위
9%

4,5위
12%

그림 9.  통화상대추천서비스의예(좌) 및추천된상대의정확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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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만화로사용자의경험을요약하는시스템의전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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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여러사건을휴대폰에수집된정보를토대로재구
성하고 사람에게 친숙한 만화형태로 요약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29].  모바일 환경에서 수집가능한 사용자
정보는한정되어있는반면실제환경에서발생할수있
는 사건의 종류는 무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실제생활에가까운이야기를만드는것은어려운일이
다. 따라서사용자의행동을추론하기위한기술과스토
리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용되었다
[30],[31].  그림 10은만화형태로개발하기위해서사
용된기술을나열한것이다.  상황정보의수집, 전처리,
추론, 이야기 생성, 만화생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이
함께정리되어있다.
생성된 스토리와 상황정보는 그림 11과 같이 만화

형태로 조합된다.  만화는 사용자가 그 시간에 있었던
장소배경, 시간배경, 그리고날씨와수행한행동, 주변
인물등의요소를토대로구성된다. 

3.  상황정보의의미망/온톨로지모델링

상황정보를 의미망이나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모델
링하는 기술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의 추론이나 지식 저장/검색을 위해서 사용된다.  여기
서는 의미망이 사용된 사례로 휴대폰을 통해서 수집한
상황정보를효과적으로사용자에게보여주고검색할수
있도록하는라이프브라우저를소개한다[32].  라이프
브라우저는 휴대폰으로부터 수집된 상황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개인의일상을기록으로저장하여검색하
며해석하는기능을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또한 상황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손쉽게개발할수있도록해준다[33],[34].
라이프 브라우저는 네이버맵이나 구글맵과 같은 오픈
소스 API의 매쉬업을 통해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위치
이동패턴정보를제공하며상황정보의효율적인검색을
위해질의어개념을확장하는알고리즘, 그리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위치 변환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
림 12는 라이프 브라우저의 개요를 보여준다. 이 플랫
폼의 일부로 일반 상식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의미망의
일종인ConceptNet이이용되었다.
라이프 브라우저의 특징적인 검색 기능인 의미확장

검색은 ConceptNet에서 제공하는 의미망의 상식정보
와베이지안확률모델의추론분석을통해사용자질의
어와 상황정보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해당하는 상
황정보를검색해주는기능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용
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단서로 주어지지 않은 키워드에
대해서도 ConceptNet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여러키워드로확장되어검색을수행하게된다. 키워
드 확장 검색은 일반적인 검색에 비하여 약 42% 정도
향상된검색결과를보여주었다.  그림 13은 검색을위
한인터페이스이다. 

4.  해석과응용서비스

앞서소개한모든연구에서도추론기술이나모델링
기술이 사용되는 동시에 해석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
고있다.  상황정보의수집과고수준상황정보의생성은
모두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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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이용하였으며 동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인지하기위해서베이지안네트워크를활용하였다.
모바일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행동을 위해서 노래

하기, 놀기, 눕기, 뒤척이기, 밥먹기, 아침인사, 밤인사
등의 행동을 수행하는 행동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휴대
폰에서 얻을 수 있는 근무시간, 통화 횟수, 일정의 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바쁨, 관심없음, 지루함등의사용자상태를추론한다.
추론된 사용자의 상태는 최종적으로 캐릭터의 목표노
드의추론확률값에영향을미친다.  그림 14는베이지
안 네트워크로부터 추론된 사용자와 캐릭터의 상태정
보에의해서캐릭터의행동이변화하는것을보여준다.
이 시스템의 성능은 1(매우 부적합)~5(매우 적합) 사

고있다.  앞서소개한기술들외의응용서비스중하나
로 지능형 합성 캐릭터가 있다.  지능형 합성 캐릭터는
스마트폰상의 상황인지 서비스로서 사용자와 실시간으
로 상호작용하며 행동하는 에이전트이다. 지능형 합성
캐릭터가생동감을갖기위해서는실시간으로다양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여 적합한 행동을 자연스
럽게보여줘야한다.  기존의방법들은제공하는행동의
가지수도 적었지만 상황에 따른 행동의 인공성 때문에
얼마동안 사용한 이후에는 곧 캐릭터의 행동패턴이 간
파되어오히려거추장스럽게되곤하였다.  여기에서는
스마트폰에서사람과의효과적인상호작용을위해모바
일 지능형 합성 캐릭터의 행동생성 방법을 소개한다
[21].  캐릭터의 기본적인 행동생성을 위해 행동 네트

856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9권6호·2009년12월

장소 전화

SMS

그림 13.  라이프브라우저인터페이스와검색예

사진

쿼리영역

필터링
영역

미디어
리스트

맵관찰
영역

행동활성도

응원하기 애교피우기
위로하기

애교피우기

슬픔

중립

그림 14.  사용자와캐릭터의감정상태변화에따른캐릭터의행동변화예

자부심

나타나기

사용자감정

캐릭터감정

행복해하기

위로하기

춤추기

춤추기

음악재생 점심시간

흡족선호

행복함

웃기 노래하기 밥먹기 행복해하기사랑하기

노래하기

밥먹기

시간

행복해하기
울기 멈춰있기



Context-aware Computing & Service: 휴대폰을위한상황인지기술: 통합형방법과응용 857

이의 값으로 평가되었으며 행동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4~3.0 사이의 값을 얻었
고 행동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에는 4.2~4.5 정도의
값을얻었다.  결과적으로행동네트워크로생성된행동
으로더자연스럽게사람과상호작용할수있음을보여
준다. 
그 밖에 모바일상에서 사용자의 상황정보를 시각화

하고 공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지능 기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메
모리나 CPU, 배터리 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도 함
께진행되고있다.

V. 결 론

휴대폰은사용자가늘휴대하는특성을가지고있으
므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이동 패턴, 사진정보, SMS
정보, 응용프로그램사용내역등과같은사용자의생활
패턴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기이다.  휴
대폰에서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면 기존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상황인지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서 센서정보를 수집하
고지능기술을휴대폰에적용하려는시도가활발히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능 기술들은 범용적인
측면이 강하여 휴대폰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
기때문에모바일에특화된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최
적의 방법을 적재적소에 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
다. 이를 기반으로모바일환경에서휴대폰에서가용한
상황정보와 각종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의개발이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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