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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상황공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
바일 상의 상황공유 시스템은 다양한 모바일 센서를 이용하여 웹 기반 소셜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상황정보를 수집하
여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유된 상황정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존의 
모바일 상의 상황공유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와 같은 저수준 상황정보만 공유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수준 상황정보 
뿐만아니라 고수준 상황정보인 사용자의 행동 및 감정을 공유하는 스마트 폰 기반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에서는 결정 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규칙기반 방법으로 사용자
의 위치를 인식하였다. 실험에서 행동인식 정확도와 SUS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
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 폰의 여러 
가지 센서(GPS, 가속도 센서 등)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집된 상황정보를 
스마트 폰을 통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모바일상의 상황공유 시스템은 위치나 시간
의 제약을 받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상황정보를 공유
하기 때문에 친구사이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다
[1]. 그러나 기존의 많은 상황공유 시스템은 사용자 위치
와 같은 저수준 상황정보는 공유하지만, 사용자의 행동, 
감정 등의 고수준 상황정보는 공유하지 못하거나 수동으
로 설정하여 공유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 행동 및 감정을 모바일 상에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스마트 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가속도 데이
터와 같은 저수준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 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
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공유대상을 관리할 
수 있는 친구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실험에서는 행동인
식 정확도 테스트와 SUS테스트롤 통해 시스템의 유용성
을 보여주었다.

2. 관련연구
    Lee 등은 모바일 상의 자원소모량을 줄이기 위하여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2]. 그러나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바일 폰의 저수준 
상황정보만 공유하고 오로지 두 폰 사이에서만 상황을 

공유하는 제한이 있다. Sorathia 등은 사용자의 행동, 위
치 및 미디어 파일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3]. Oh 등은 행
동, 감정 및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4].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황공유 대상을 선택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안한 두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사용자의 
행동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
다. 사용자의 행동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
가 실시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결정 
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지도기반으로 상황공유 시각화를 
실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친구들의 상황을 쉽게 볼 수 있
도록 하였고, 과거기록 조회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자
신과 친구들의 과거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제안하는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그림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시스템은  
모바일 컴퓨팅의 한계, 저장량의 한계 및 데이터 일치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버-클라이언트 모델 기
반으로 설계하여 구축하였다. 그림에서 보디시피 클라이
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에는 상황공유 시각화, 프로파일 
관리, 친구 관리 및 상황공유 시각화 등이 있고 서버에
는 서비스 관리자 모듈, 전처리 모듈, 데이터베이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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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그림 3. 베이지안 네트워크

행동인식 모듈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유하는 내용은 사
용자의 위치, 행동, 감정 및 과거기록 등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상황공유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GPS, 가속도 센서 값, 상황 정보 
및 사용자 감정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수집
한 데이터는 서버의 데이터 전처리 모듈에서 상황정보 
전처리, 가속도 값 샘플링 및 위치인식 과정을 거친다. 
다음 행동인식 모듈에서 결정트리로 저수준 행동을 인식
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고수준 행동을 인식한다. 마
지막에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인식된 사용자의 행동, 
감정, 위치를 등록된 친구들과 공유한다. 
 
3.2 시스템 클라이언트

(a) (b) (c) (d)
그림 2. 시스템 클라이언트(부분)

l 상황공유 시각화: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정
보는 사용자의 행동, 위치, 감정 및 사용자의 과거기
록 등이다. 그림 2(a)와 같이 시각화는 GPS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도에서 사용자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사용
자의 행동을 아이콘으로 보여준다. 맵에서 사용자 이
름을 클릭하면 그림 2(b)와 같이 사용자 세부 정보를 
보여준다.

l 로그 수집기: 로그 수집기에서 수집하는 정보로는 사
용자 GPS정보, 가속도 센서 정보, 현재 시간 및 감정
정보이다. 로그 수집기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실행한 
후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5초 단위로 지속적으로 
상황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l 과거기록 조회: 과거기록 조회기능은 주로 사용자 자
신의 과거기록 조회와 친구들의 과거기록 조회의 두 
기능으로 나뉘어졌다. 그림 2(c)는 자신의 과거기록 

조회이고 그림 2(b)는 친구의 과거기록 조회이다.
l 정보관리: 정보관리 기능은 사용자의 프로파일 정보

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관리와 상황을 공유하
는 친구를 추가, 삭제하는 친구관리의 두 기능으로 
나뉘어졌다.

3.3 시스템 서버
3.3.1 서비스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는 모바일 클라이언트 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그 수집기에서 수집하여 보내온 정
보를 받아서 전처리기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제공되
는 서비스에는 정보관리 서비스, 과거정보 관리 서비스 
및 행동인식 서비스 등이다. 정보관리 서비스는 데이터
베이스의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고 친구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정보 관리 서비스는 매번 인식된 위치, 
행동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자의 역사기록을 데이터베이
스에서 읽어오는 역할을 한다. 행동인식 서비스는 수집
된 상황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하는 기능
을 한다. 

3.3.2 전처리기
    전처리기에서는 총 세가지 과정을 수행한다. 첫째는 
수집된 GPS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 GPS정보가 저장된 위치주위에 있으면 해당 위치로 
인식된다. 둘째는 가속도 센서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샘플링하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샘플링을 수행하였다. 
셋째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에서 필요한 시간 정보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다. 

3.3.3 행동인식기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두가지 과정을 거쳐 사용자
의 행동을 인식한다. 결정 트리를 이용하여 저수준 행동
인 걷기(walk), 정지(stay), 달리기(run)를 인식하고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수준 행동인 학습(study), 쇼핑
(shopping)과 식사(eat)를 인식한다. 먼저 샘플링과정을 
거친 가속도 데이터를 결정 트리에 입력한 후 저수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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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US 문항별 유용성 평가 결과

그림 5. 고수준 행동인식 정확도

그림 4. 저수준 행동인식 정확도

동을 인식한다. 다음 그림 3과 같은 도메인 지식을 이용
하여 구축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인식된 저수준 행동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시간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의 고수
준 행동을 인식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추론된 결과

가 기준치 보다 크지 않을 때 결정 트리로 인식된 저

수준 결과가 사용자의 현재 행동으로 추론된다. 

4.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Microsoft의 
windows mobile 7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상황공유 시각
화는 Google Map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대학생 5명이 
한 달간 수집한 로그 데이터로 결정 트리를 학습하고 구
축하였고 대학/대학원 학생 10명이 시스템 평가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에서 기준치 값을 0.45로 설정하였다.

4.1 행동인식 정확도 테스트
    행동인식 정확도는 두가지 실험으로 평가하였다. 첫
째는 결정 트리를 이용한 저수준 행동인식 정확도 평가
이다. 결정 트리의 정확도는 10-묶음 교차검증법(10-fold 
cross-validation)으로 정확률(precision)과 재현률(recall)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실험에서는 총 1757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그림 4는 실험결과이다.

    둘째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고수준 행동인
식 정확도 평가이다. 실험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학습, 식
사, 쇼핑 등 세가지 행동을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늦은 
저녁 등 5개 시간대에 각각 30분 동안 수행하고 그 사이
에 인식된 결과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5는 정확
도 측정 결과이다. 

4.2 유용성 테스트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SUS(System Usability Scale) 테스트를 수행하였다[5]. 각 
평가항목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하고 홀수 번 평가항목
은 긍정, 짝수 번 항목은 부정으로 평가했으며 다음 식
으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홀수 평가 합-5)*2.5+(25-짝수 평가 합)*2.5      (1)

    그림 6은 평가 결과이다. 환산한 점수는 77.75점이 
나왔는데 이는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위치정보, 행동, 감정 등 정
보를 모바일 상에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
는 상황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결정트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
동을 추론하고 지도기반으로 상황공유 시각화를 실현함
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공유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저수준과 고수준의 두 행동인식 테스트
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시스템 유용성을 검증하는 SUS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향후 연구로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구축한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실제 데이터로 학습하여 추론 정확도를 
향상하고 사용자 감정추론에 대한 연구와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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