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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로 인해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개인 라이프로

그가 쌓이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로그들을 이용해 구조화하고 지식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지식구조화 관련논문들에 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

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조사결과로 시맨틱 네트워크를 사용한 방법은 지식을 구조화함에 있어서 유

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상에서의 

개인 라이프로그를 수집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었다. 

개인의 지식을 반영하는 라이프로그는 단말기를 통해서 

얻을수 있다. 개인의 지식을 대표하는 라이프로그에는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 

정보와 통화 로그나 어플리케이션 로그 등 기타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로그데이터들은 가공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사용자로부터 얻은 센서정보와 

다양한 로그를 이용해 가공하고, 의미단위로 구조화할 

수 있는 기술의 동향과 방안에 대해서 소개한다. 

 

2. 라이프로그수집  

정보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또 정보의 

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되는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이다. 즉, 개인라이프로그는 특정 경험이나 

실천에서 얻은 지식을 반영하며, 개인 라이프로그는 

개인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로그는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관계, 감정 등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1].  

최근 다양한 센서들이 보편화되어 이로부터 얻는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라이프로그 수집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상의 통화기록, SMS (Short 

message Servic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가속도센서, 이미지, 음악파일정보 등을 모바일 로그라 

정의한다[2]. 라이프로그는 사람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모바일상에 기록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3]. 하지만 이러한 로그를 처리 및 재가공의 

과정을 거치기전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수집된 라이프로그를 의미적인 구조로 발생하기 위해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된다.  

 

3. 라이프로그 구조화 모델 

수집된 로그는 구조화 모델을 통해서 재가공된다. 

구조화의 목적은 입력된 로그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구조화된 정보는 저장하고 검색하는데도 

효율적이다.  

Takata는 라이프로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4]. 구조화 하는데 사용한 방법은 

라이프로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과정이다. 이는 개인의 

행동과 이동상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visual feature를 

이용해 연관성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른다. 

영상중에서 대표적인 장면을 선택하고 각 이미지의 

연관성을 계산하고 실제 생활정보와 연관된 라이프로그 

이미지를 상태 값으로 사용하였다.  

Maekawa가 제안한 Object-Blog System에서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컨텐츠를 생성하고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것이 특징이다[2]. Generating 

content단계에서 텍스트, 그래프, 그림과 같은 형태로 

컨텐츠를 생성하고 센서 데이터처리를 이용해 표현한다. 

사용자의 컨텍스트는 센서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다. 검색 및 수집단계에서 계층적 구조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Murakami는 지식을 구조화 할 때 시맨틱 네트워크와 

knowledge space를 구성하였다. 연관을 갖는 

데이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의 생성규칙은 히스토리구조에 함께 

등장한 키워드는 연결하고 등장횟수가 많을수록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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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더 크다[5]. 

Rawassizadeh는 기록된 로그데이터를 메타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지식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이는 

메타데이터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다양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하였다[6]. 

Tian등은 PLL (Personal Life Logs)의 Activity단위로 

구조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PLL object clustering, 

preprocessing 과정을 통해 같은 종류의 

PLL컨텍스트에 따라 클러스터링하고, PLL의 종류에 

따라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heterogeneous PLL object clusetering 기법을 통해 

서로 다른 종류의 PLL을 통합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7]. 

Rocha 등은 라이프로그 구조화와 검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맨틱네트워크와 

온톨로지를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8]. 

Cadenas 등이 제안한 방법도 온톨로지를 이용한 

네트워크형태로 지식을 구조화하고 표현하였다[9]. 

온톨로지기반의 마인드맵도 지식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지식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데 사용된 

모델은 시맨틱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온톨로지기반 

마인드맵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시맨틱 

네트워크는 지식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고 인과관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맨틱 네트워크는 지식을 구조화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4. 라이프로그 시각화 

Eitoku는 일정과 만난 사람에 따라 이벤트를 

표현해주는 Panoramic view를 고안하였다[10]. 특정 

사용자와 만난 횟수와 약속의 중요성에 따라 색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Badii는 저장된 비디오데이터 검색을 위해 비디오에 

색인된 토픽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디오 토픽간 관계를 Wordnet에 기반한 

시맨틱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각각의 토픽을 선택할 

경우 색인된 영상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Liddo는 시스템에 입력된 지식표현을 위해 

시맨틱네트워크의 형태를 적용하였다[12]. 그림 1과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문서를 

어노테이션하고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와 아크를 

구성하였다.  

Correia는 사용자의 경험을 3D공간상에서 보여주었다. 

가상의 갤러리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액자형식으로 

나타낸다[13]. Latif은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장소, 이벤트에 따른 시각화방법을 제안하였다[14]. 

시각화방법에는 네트워크 형태, 타임라인에 의한 

시각화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방법은 인간의 기억구조와 

비슷한 네트워크의 형태이다. 

 

5. 라이프로그 관련논문통계  

본 논문에서 조사한 관련연구의 규모는 저널16편, 

학회논문 31편 총 47편이다. 그림 2는 관련연구에서 

사용한 각종 로그정보의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종축은 년도에 따른 각종로그들을 연구로 

진행한 논문의 개수를 표시한다. 최근에 이르러 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의 증가로 웹로그의 

정보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무선통신로그, 위치정보로그 

또한 다른 종류의 로그들에 비해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림 1. 시맨틱 네트워크 시각화방법 

 

그림 2. 수집되는 로그의 정보의 종류 동향 비교 

 

그림 3. 라이프로그수집, 구조화/시각화 관련 논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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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그 수집과 정보의 구조화 및 시각화 

관련논문 동향의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에서의 종축은 년도에 따라 라이프로그수집, 구조화 및 

시각화에 관한 논문의 개수를 표시한다. 그래프로부터 

정보의 구조화 및 시각화의 연구가 로그 수집보다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각 

관련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그를 통계한것이다. 

웹로그, 영상정보, 물리센서정보, 모바일 위치 정보와 

무선통신정보 등은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그라는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모바일로그종류통계표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 지식구조화에 대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모바일 라이프로그를 

지식 구조화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의미적인 관계, 

인과관계 등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시맨틱 

네트워크가 유용하다. 사람의 기억구조와 가장 흡사한 

시맨틱 네트워크는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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