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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별 사용자의 정보를 담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
하여 확률 모델기반 사용자의 상황 인식 및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본 논
문에서는 저수준 모바일 로그정보들과 사용자 상황
간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선험적 지식으로 활용하는 

행동인식 베이지안 확률모델의 구성방법을 제안한다. 

긍정적,부정적 관계의 저수준 모바일 데이터와 고수
준 행동간 연관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확률모델의 

구조학습에 활용한다. 실제 수집한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견한 연관규칙과 제안하는 방법으로 구
성된 확률모델의 행동인식 추론 결과를 살펴본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전문가와 데이터에 의존
적인 상황인식 모델의 구성에서 벗어나 일반 사용자
가 참여, 수정 가능한 형태로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모바일 사용자 행동인식, 모바일 로그, 연

관성 분석, 베이지안 네트워크 

 

1. 서론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매우 

개인화된 장비로써 단순 통화 기능을 넘어 개개인의 

생활을 담는 필수품이 되었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융합의 중심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는 가속도, GPS와 

같은 센서나 카메라, MP3 플레이어와 같은 장치를 

포함하는 매체로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선 네

트워크를 이용한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이동 가능한 컴퓨터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사용자가 언제나 휴대한다는 

기존 특성에 컴퓨터로서의 기능성이 추가되면서 사

용자의 다양한 생활로그정보를 담는 매우 유용한 도

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초기 시도로 사

용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거나 하루 

일과의 요약이 가능해졌다[1, 2]. 

단순 요약이나 시각화를 넘어 모바일 데이터로부

터 사용자의 행동을 추론하는 것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의미한 일이지만 쉽지 않

은 일이다. 다양한 접근 방법 중 근래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확률 통계적 기법이 데이터 분

석 및 지식 표현에 적용되고 있다. K2, EM 알고리즘

[3]과 같이 과거에 적용되던 일반적인 구조, 파라미

터 학습방법 이외에, 회귀분석과 같은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이 확률모델 학습에 접목되고 있다[4]. 데이

터 간의 연관성으로 나타나는 사용자 행동 패턴 또

한 행동 추론을 위한 확률모델 구성의 사전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관성 분석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모바일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간 패

턴을 분석하고, 연관규칙을 베이지안 네트워크 확률 

모델의 구조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추

론 대상이 되는 고수준 사용자 행동정보를 9가지 카

테고리로 정의하고, 연관규칙 알고리즘 중 Apriori[5]

를 이용하여 저수준 모바일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찾

는다.  

 

2. 관련연구  
 

2.1. 사용자 행동인식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많

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 Mori 

등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임베디드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연관 규칙을 

파악한 후 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자 

하였다[6]. 반복적인 일상 생활속에의 행동 인식을 

주된 타겟으로 하였으며, 임의성이 높은 사용자의 

행동 변화나 센서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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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같이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접근방법이 눈에 띈다. Wenzhi 등과 

Horvitz 등은 각각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변화 패턴이나 간단한 행동을 인식/예

측하고자 하였다[7, 8]. 한편, 사용자 운전시 행동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졌는데 Krumm 등과 

Serban 등은 확률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운전자의 목

적지를 자동 인식하거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가 입력할 명령어를 예측하고자 하였다[9, 10]. 

Kumagai 등은 운전자가 차를 멈출 시점에 대해 인

식하기 위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

계열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였으며[11], Althoff 등은 

자동화된 자동차가 충돌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들의 이동 패턴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2].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으로 Yan 등은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휴대폰 사용

자들의 통신 캐리어 변경 시점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13].  

위와 같이 다양한 문제 도메인에서 사용자 행동 분

석과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확률 모델이 채택되었다. 

이는 확률 모델이 이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음이 많고 불확실한 실제 상황에서 데이

터를 처리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특정한 행동의 

재현 예측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용자의 일상 생황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예측하지는 않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수집 가능한 개인화된 정

보를 활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률 모델

의 장점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

식을 융합하여 모바일 사용자의 일상 생활의 인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베이지안 네트워크 확률 모델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 BN)는 문제 도

메인의 인과관계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도

구로 랜덤변수 V와 변수간의 조건부 확률테이블 

P(V)로 구성된다. BN은 네트워크 그래프 G 와 확률

값 P 의 튜플 (G, P)로 표현되며, 그래프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형태의 랜덤변

수 V와 변수간의 에지 E=(Vi, Vj) 로 구성된다. Pa(Vi)

를 노드 Vi의 부모 노드의 집합이라고 할 때, 확률테

이블 P는 G에 속하는 모든 Vi∈V에 대한 P(Vi|Pa(Vi))

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BN은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실세계 문제에 자주 

활용된다. 첫째,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같이 센서 데이터에 잡음이나 누

락이 존재하며 변화가 많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추론 

결과를 보장한다. 둘째, 사전 지식을 활용한 네트워

크 구성이 용이하다. 도메인의 사전지식과 보유한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 네트워크 모델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BN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중간과정이 블랙박스인 인공신경망과 대비하

여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트래킹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BN 튜닝작업이 가능하며, 일반 사용

자의 지식을 반영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장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수집되는 사용

자 로그와 사용자의 행동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행동인식 확률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

명한다. 그림 1은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동인

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구조를 보여

준다. 

 
그림 1 – 연관도 분석기반 사용자 행동인식 확률모

델 구성 시스템 구조 
  

 모바일 사용자 행동인식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단계

로 구성된다. 먼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얻을 수 있

는 저수준 데이터를 고수준 데이터인 사용자의 현재 

상황과 함께 수집한다. 사용자 로그가 분석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면, 저수준 모바일 데이터와 고수준 

사용자의 특정 행동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한다. 

Apriori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적용하며, 이 때 긍정

적인 연관성뿐만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와 사용자 행

동간의 부정적인 관계도 분석한다. 분석된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 패턴은 이를 인식하기 위한 추론 모

델의 기본 입력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

실성에 강인한 베이지안 네트워크기반 모델링 방법

을 채택하였으며, 저수준-고수준 데이터간 연관성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학습시 이용된다. 

 

3.1.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의 종류가 많을수록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 인

식의 단서로 쓰일 수 있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모된다. 본 절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로부터 사

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수집할 데이터의 범위

와 행동 카테고리를 명확히 한다. 



  

모바일 데이터 수집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저수준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현재시간 및 요일과 

같은 시간적 정보와 GPS로 대표되는 공간적 정보로 

구분된다. 모바일 사용자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와 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는 일상에서 행동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시공간 정보는 특정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자주 이용되는 MP3 플레이어

의 동작 여부도 사용자의 컨텍스트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한편, 행동이나 의미적 장소와 같은 고수준 정보는 

사용자 어노테이션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때 장소를 

입력 받는 이유는 단순 GPS 좌표와 해당 위치의 시

멘틱한 정보를 매핑시켜 의미적 장소정보와 행동간

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특정 행

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행동과 의미적 장소 정보를 

입력 받았으며, GPS 값이 등록된 의미적 장소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unknown으로 처리하였다. 그 외에   

저수준 정보는 1분 단위로 자동으로 수집하였다.  

 

행동 분류 

 

모바일 사용자 행동은 Statistics Canada에서 조사한 

GSS (General Social Survey on Time Use)를 참조하여 

정의하였다[14]. GSS는 사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례 서베이로써 사람들의 시간 사용분석

을 위해 행동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였다. GSS에 따

르면 행동은 10가지 대분류, 24가지 중분류, 177가

지 소분류로 나뉘는데, 세세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도 동반한다. 

따라서 10가지 대분류 중 유의미한 8가지로 재구성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의 사용자 행동 인식 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세부 행동 항목은 사용자들이 자주 

취할만한 행동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사용자의 대분

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이 수집하였다. 정의

되지 않은 행동은 대분류 내에서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류한 행동은 표 1과 같다.  
 

모바일 데이터 전처리 

 

수집한 데이터는 각 구분 요소별로 표 2와 같이 각

각의 레이블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데

이터는 고유의 레이블을 가지며 특정 순간에 수집된 

데이터와 그렇지 못한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태로 변

환 및 수정하였다. 장소는 사용자가 입력한 명칭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GPS 수신 가능 여부에 따

라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다. 시간은 2시간 단위로 

총 12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요일은 평일과 토/

일요일로 분류 하였다.  

 

3.2. 데이터-행동 연관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문제 도메인의 선험적 지식을 획득하

고 이를 확률모델의 구성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진 각 데이터 요소간의 연관성을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priori 알

고리즘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이 존재하지만 모바일 데이터 분석과 확률모델 

설계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변형을 가하는 접근방법

을 취하였다.   

 데이터-행동간의 연관성은 각각의 행동 컨텍스트 

에 따라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관계 두 가지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특정 행동상황 Ci 가 발현되는 경우 

자주 같이 수집되는 시간이나 장소 등의 데이터를 

표 1 - 모바일 사용자 행동 분류 

대분류 소분류 

활동적 취미(AL) 농구, 당구, 산책, 축구 

비활동적 취미(PL) TV보기, 컴퓨터 

교육 관련활동(ER) 수업, 세미나/비정기강좌 

집안일 관련활동(HR) 집안일 

업무 관련활동(WR) 업무, 미팅, 출장 

개인활동(PA) 
식사, 밤잠, 휴식/낮잠, 

종교활동 

사회활동(SS) 봉사활동, 캠프 

사교활동(SA) 
식사/차, 술, 결혼식/장례

식 

문화활동(EE) 영화/공연, 스포츠 관람 

 

표 2 - 전처리 후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 

구분 데이터 

장소 

학교/ 영화관/ 오페라하우스/ 집/ 

대중교통/ 공공빌딩/ 군대 훈련소/ 

동아리방/ 게임방/ 길/ 쇼핑몰/ 

AS 센터/ 공원/ 술집/ 클럽/ 식당/ 

학생식당/ 패스트푸드/ 중국집/ 

영화관/ 백화점/ 운동장/ 마트/ 

알수없음 

장소속성 실내/실외 

시간대 

0 시~2 시/ 2 시~4 시/ 4 시~6 시/ 

6 시~8 시/ 8 시~10 시/ 10 시~12 시/ 

12 시~14 시/ 14 시~16 시/ 16 시~18 시/ 

18 시~20 시/ 20 시~22 시/ 22 시~24 시 

요일 주중/ 토요일/ 일요일 

기타 MP3 

행동 
활동적 취미/ 비활동적 취미/ 교육/ 

집안일/ 업무/ 개인/ 사교/ 문화 

 



긍정적 상관관계로, 같이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를 

부정적 상관관계로 정의하였다. 임계값 이상의 신뢰

도 𝜃𝑐  와 지지도 𝜃𝑠를 긍정적/부정적 상관관계에 각

각 설정하여 사용자 행동과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긍정적/부정적 상관관계 분석시 설정되는 신

뢰도와 지지도는 다음 수식 (1), (2), 그리고 (3), (4)와 

같이 각각 정의된다.  

 

𝜃𝑐.𝑝𝑜𝑠 =
𝑃(𝐶𝑖 = 𝑇 ∩ 𝐷𝑎𝑡𝑎𝑖)

𝑃(𝐶𝑖 = 𝑇)
  (1) 

𝜃𝑐.𝑛𝑒𝑔 =
𝑃(𝐶𝑖 = 𝐹 ∩ 𝐷𝑎𝑡𝑎𝑖)

𝑃(𝐶𝑖 = 𝐹)
  (2) 

 

𝜃𝑠.𝑝𝑜𝑠 = 𝑃(𝐶𝑖 = 𝑇 ∩ 𝐷𝑎𝑡𝑎𝑖)  (3) 

𝜃𝑠.𝑛𝑒𝑔 = 𝑃(𝐶𝑖 = 𝐹 ∩ 𝐷𝑎𝑡𝑎𝑖)  (4) 

 

 이 때, 적절한 신뢰도와 지지도를 설정하여 연관관

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규칙적인 사람 또는 

임의성이 높은 개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라도 행동 카테고리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적 상관관계를 찾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신뢰도와 지지도를 설정하여, 

사용자 행동의 임의성과 불규칙성에 따른 예외적 상

황에서 긍정적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는 본 방법에서 적용한 apriori 연관도 분석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를 나타낸다.  

 

3.3. 사용자 행동추론 확률모델의 구성 

 

발견한 데이터와 사용자 행동간의 연관성 규칙은 모

바일 사용자 행동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확률 모델의 

구조 설계에 도메인 지식으로 활용된다. 기준 신뢰

도와 지지도 이상의 빈발 항목집합 중 크기가 1인 

연관성을 확률모델의 행동-데이터 인과관계로 설정

한다. 연관성 분석에 사용된 각 데이터 D 와 사용자 

행동 컨텍스트 C 는 행동추론 네트워크 Ψ = (V, E) 

를 구성하는 노드 V  (Di∈V, Cj∈V) 로 표상된다. 이

때 모든 노드는 true/false의 바이너리 형태의 상태값

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행동간의 긍정적/부정적 연

관관계는 데이터 노드와 컨텍스트 노드간 인과관계 

E = (Di, Cj) 로 표현될 수 있다. 다수의 입력노드가 

존재하여 한 노드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부정적 관계를 연결하는 

hidden 노드 Hp와 Hn 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𝑃(𝐶𝑗) = 𝑃(𝐶𝑖|𝐻𝑝)𝑃(𝐻𝑝|𝐷𝑖)𝑃(𝐶𝑖|𝐻𝑛)𝑃(𝐻𝑛|𝐷𝑖) 

 

 (5) 

 연관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constraints기반 구조

학습을 마친 후, 수집한 데이터 로그를 EM 알고리

즘[3]을 이용하여 확률값을 설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모바일 사용자 데이터는 앞서 기술된 데이터 수집 

방법과 기준에 따라 총 13명의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의 기간에 걸쳐 삼성 스마트폰 T옴

니아 SCH-M490을 이용해 수집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 데이터-사용자 행동간

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사용자 행

동 추론 결과를 분석한다.  

 

4.1. 데이터-행동 연관도 분석 결과 

 

표 3은 데이터를 수집한 여러 사용자 중 두 사용자 

X와 Y에 대해 지지도 10% 신뢰도 30% 이상의 조

건에서 각각의 행동 카테고리와 모바일 데이터간 연

관성 관계를 보여준다. 연관도 분석결과 개개인의 

다른 삶의 패턴이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X와 Y는 모두 

노래방을 갔지만 그 요일에 차이를 보였으며, 비활

동적 취미활동에 있어서도 X는 주중의 학교에서 시

간을 보내는 반면, Y는 집이나 게임방 등을 찾았다.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X는 연관성이 높은 관계가 분

석된 반면 Y는 특별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으며, 

사교활동에서 X는 주중에 술집을 가는 것으로 밝혀

졌지만, Y는 주로 학교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패

턴을 보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과 비슷한 연령대라

는 유사성이 높은 프로파일을 가지는 사용자에 대해

서도 각기 다른 행동 패턴을 분석할 가능하였으며, 

이 연관규칙은 행동인식을 위한 사용자 모델링시 개

인별 특성을 반영될 수 있다.  

L1 = {large 1-RawDataSets}; 

for (k = 2; Lk-1 ≠ 𝜙; k+ +) do begin 

    Ck = apriori-gen(Lk-1);//New candidates 

    forall DataLog t ∈ 𝒟 do begin 

    Ct = subset(Ck,t);//Candidates contained in t 

    forall candidates c ∈ Ct do 

        c.count++; 

    end 

    Lk = {c ∈ Ck|c.count ≥ minsup}; 

end 

Answer = ∪ kLk; 

그림 2 – 연관성 분석을 위한 Apriori 알고리즘 

의사코드 

 



 이와 같이 개인별 특성은 각 행동 카테고리별로 연

관성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표 4는 데이터 수집 

대상인 대학생의 교육관련 활동에 대한 모바일 데이

터와 행동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먼저 평일 오후 

시간 학교에서 교육관련활동을 하는 패턴분석 결과

를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집이나 도서관 

등 장소의 차이, 이동시의 행동 차이, 그리고 활동시

간의 면에서 세부적인 개별차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행동인식을 위해 전문가가 모두 고려할 수 

없는 요소들이며, 개인별 행동인식 및 예측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개략적인 행동 패턴은 짐작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

한 사용자 특성의 이해를 위해 특정 행동 카테고리

에서는 소분류의 행동을 사용하거나 보다 정밀한 요

일 및 시간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2. 사용자 행동인식 결과 

 

행동과 데이터간 연관성 분석 결과를 사전지식으로 

활용하여 베이지안 확률 모델에 구조학습에 적용하

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EM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파라미터 학습을 하여 사용자 행동인식 모델을 

구성하였다. 10-fold 교차검증을 수행하였으며 표 5

는 전체 사용자에 대한 인식 결과를 추론한 혼동행

표 3 – 발견한 행동-데이터간 연관성 규칙 

행동 사용자 X 사용자 Y 

활동적  

취미 
집/ 실내/ 노래방/ 18to20m/ 20to22/ 주중 노래방/ 실내/ 20to22/ 토요일/ 일요일 

비활동적 

취미 

도서관/ 학교/ 알수없는장소/ 12to14/ 14to16/ 

16to18/ 주중 

집/ 실내/ 게임방/ 0to2/ 10to12/ 12to14/ 14to16/ 

22to24/ 토요일 

교육  

관련활동 

학교/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10to12/ 

12to14/ 14to16/ 18to20/ 20to22/ 주중 

학교/ 길/ 알수없는장소/ 8to10/ 10to12/ 12to14/ 

22to24/ 주중/ 토요일 

집안일 

관련활동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to18/ 18to20/ 주중 쇼핑몰/ 마트/ 16to18/ 일요일 

업무 

관련활동 
학교/ 8to10/ 12to14/ 일요일 길/ 알수없는장소/ 8to10/ 10to12/ 주중 

개인활동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0to2/ 6to8/ 8to10/ 

12to14/ 18to20/ 주중/ 토요일 

학교/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0to2/ 6to8/ 

12to14/ 22to24/ 22to24/ 주중 

사회활동 실외/ 군대훈련소/ 길/ 8to10/ 12to14/ 주중 없음 

사교활동 술집/ 20to22/ 주중 
학교/ 집/ 실내/ 식당/ 12to14/ 18to20/ 20to22/ 

주중/ 일요일 

문화활동 
학교/ 실외/ 길/ 식당/ 알수없는장소/ 12to14/ 

16to18/ 18to20/ 20to22/ 주중/ 토요일 

도서관/ 힉교/ 길/ 16to18/ 18to20/ 주중/ 토요일/ 

일요일 

 

표 4 – 발견한 행동-데이터간 연관성 규칙 

ID 연관도 높은 데이터 

1 
도서관/ 학교/ 대중교통/ 길/ 알수없는장소/ 

12to14/ 16to18/ 18to20/ 20to22/ 주중/ 토요일 

2 
학교/ 알수없는장소/ 8to10/ 12to14/ 14to16/ 

16to18/ 18to20/ 주중/ 토요일 

3 
학교/ 0to2/ 10to12/ 12to14/ 18to20/ 주중/ 

일요일 

4 
학교/ 알수없는장소/ 12to14/ 16to18/ 18to20/ 

주중/ 토요일 

5 
학교/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10to12/ 12to14/ 

14to16/ 18to20/ 20to22/ 주중 

6 
알수없는장소/ 10to12/ 12to14/ 14to16/ 16to18/ 

18to20/ 주중 

7 
학교/ 알수없는장소/ 8to10/ 10to12/ 12to14/ 

16to18/ 18to20/ 주중/ 토요일 

8 
도서관/ 학교/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12to14/ 

14to16/ 16to18/ 18to20/ 주중 

9 
도서관/ 학교/ 집/ 실내/ 알수없는장소/ 8to10/ 

10to12/ 14to16/ 주중/ 일요일 

10 
학교/ 집/ 실내/ 길/ 12to14/ 14to16/ 18to20/ 

주중 

11 
학교/ 길/ 알수없는장소/ 8to10/ 10to12/ 

12to14/ 22to24/ 주중/ 토요일 

 

표 5 – 각 행동 추론 결과 

  AL PL ER HR WR PA SS SA EA 

AL 293 0 129 0 0 88 0 0 0 

PL 0 30 0 0 0 0 0 0 0 

ER 271 13 924 7 0 225 0 10 0 

HR 10 0 0 3 0 7 0 0 0 

WR 0 0 40 0 30 40 0 0 0 

PA 0 19 302 0 20 639 0 0 0 

SS 0 0 0 0 0 0 0 0 0 

SA 0 0 97 0 0 50 0 3 0 

EA 0 0 20 1 0 4 0 0 5 

 



렬을 나타낸다. 각 레이블은 표 1에서의 행동 카테

고리 대분류 코드이며, 행과 열은 각각 사용자의 실

제 행동과 추론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적인 행동인식 결과는 58.8%로 기대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첫째로 행동별 수집 데이터의 수에 따라 초

기확률이 결정되었다. 전체 3280개의 레코드 중 46% 

를 차지하는 교육관련행동의 BN 초기확률값이 높게 

학습되어 인식 오류를 유발하였다. 둘째로 일부 사

용자에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한 행동이 BN 학습

에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를 낮추었다. 특히 교육관

련행동에서 연관성 규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큰 

오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미적 장소정보와 GPS 

측정치간의 불일치한 경우 인식결과가 떨어졌다. 일

부 데이터의 경우 수집단계에서의 오류로 행동과 장

소정보간에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 

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의 질이 높은 사용자에 대해서

는 높은 행동인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

별로 정확률이 91%, 85% 등 높은 경우가 존재하였

지만 특정 사용자의 경우 25%, 29% 등 매우 좋지 

않은 성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대

로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오류에 영향을 많이 받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터 수집시 오류를 감안

하더라도 전체 인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연관도 분석 조건에 대한 개인별 최적화 작업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행동 카테고리별 수집된 

데이터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 발현되는 연

관규칙에 따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한편 GPS나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미적 장소의 자동적 인식을 통해 수집단계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용자의 행동인식은 많

은 상황인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상황인지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사용자 

행동인식이라는 문제의 전문가인 각 개별 사용자의 

이해와 참여는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는 행동인식 확률 모델의 구성에 있어 데이터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보다 직관적인 구조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만족할 만한 좋은 성능을 얻지 못한 것

이 사실이나 자주 발현되는 연관규칙을 반영하는 파

라미터 학습 방법과 같이 적용된다면, 우수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직관적 

지식표현방법으로 일반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황인지 분야에도 웹 2.0

과 같은 사용자 참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연관도 분석과 부

합하는 파라미터 학습방법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 4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포함하

지 않은 가속도 센서 정보 및 일정정보, 소셜 네트

워크 정보를 이용한다면 세부적인 사용자 행동패턴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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