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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lank line] 

  모바일 장치의 센서 데이터를 통해 수집되는 라이
프로그 데이터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
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
용자의 위치, 장치의 상태, 센서 정보 등을 통해 사
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개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연
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모바
일 라이프로그를 실시간으로 추론하기 위하여 사용
자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제한된 스마트폰 장치의 특성을 고려
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필요하다. 베이지안 네트
워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강건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나 라이프로그로부터 의미 데
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량이 비교적 큰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저전력 데이터 마이닝
을 위해 획득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리구
조로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설계된 네트워크의 시간 복잡도를 비교한 

결과 약 7배의 낮은 시간 복잡도를 확인하였다. 네
트워크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로 

10-fold validation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94.13%의 정
확도를 확인하였다. 

[blank line] 

Keywords: 

[blank line] 

모바일 라이프로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

조 설계 

[blank line] 

[blank line] 

1. 서론  
[blank line]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급속한 보급과 가속도, 자이

로 등과 같은 센서 장치의 발달로 개인의 일상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다. 라이프 

로그는 이러한 스마트폰의 센서와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 생활의 상황이나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

하는 것을 말한다[1]. 하지만 라이프로그를 실시간

으로 데이터 마이닝하면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이 개선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빈번하게 충전을 하거나 여

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용자의 라이프로그에서 의미정보를 획득하

고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장치에서의 라

이프로그 인식을 위한 저전력 기술이 주목 받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저전력 데이

터 마이닝을 위한 트리구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설

계 방법을 제안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불완전한 데이터상에서도 라이프로그 추론

이 가능한 강건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지만, 라이

프 로그로부터 의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량이 비교적 큰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은 계산량이 큰 모델로 모바일에 적용

하는데 있어 많은 전력소모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획득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리구조

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집

된 데이터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확도 10-fold validation을 

수행하여 평가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의 계산 복잡

도의 감소를 L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모바일 상에서의 전력소모 차이를 확인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라이프로그 인식 

라이프로그는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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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말한다. 라이프로그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이

란 일상에서 발생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미정보로 변화하는 것으로,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

거나 실시간으로 센싱된 정보를 인식하여 의미 데이

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표 1은 이러한 라이

프로그의 활용 위한 연구들이다. 

표 1. 라이프로그 관련연구 

저자 수집 장치 설명 

Lee and 

Cho [2] 
모바일 

가속도, 지자기 GPS등 

모바일 센서를 이용 

Tancharoen, 

et al 

[3] 

인터넷 

웨어러블 

센서 

위치, 시간, 인터넷, 응

용프로그램과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 

Gemmel, 

et al. 

[4] 

카메라 

사진을 기반으로 기록

된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 

Dumais, 

et al. 

[5] 

PC 
데스트탑 어플리케이션 

정보 기록 및 인덱스 

Lee와 Cho는 모바일 센서를 이용하여 라이프로그 

획득 방법을 제안하였다. GPS, 온도, 마이크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된 라이프로그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상황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

다[2]. Aizwawa는 기억을 관리하는 특정 요소들로 

움직임, 위치, 시간, 인터넷 및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디오, 오디오, 웨어러블 

센서들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정보를 기록하고 분석

하였다[3]. Gemmel 등은 SenseCam이라는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 주의를 사진으로 기록하

고, 사용자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전화 통화의 음

성까지 저장소에 보관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제안했

다[4]. Dumais 등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발생하는 라이프로그를 기록하고 사용자의 문서, 편

지, 약속등의 정보에 대한 질의 응답 방법에 활용하

였다[5]. 이처럼 다양한 장치화 센서를 이용하여 사

용자의 라이프 로그를 획득하고 획득된 로그에서 의

미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모바일 배터리 용량 문제 

 
그림 1. 모바일 배터리 용량과 서비스 트렌드 

다양한 센서가 스마트폰에 장착되면서, 모바일 센

서 기반 라이프로그 인식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갖는 

모바일의 특성상 사용자들의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한정 사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모바일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거나 라이프로그를 

마이닝하기 위한 저전력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Hermman 등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

션의 상태에 따라 센서의 상태를 조정하여 전력소모

를 감소 시켰다[6]. Bareth 등은 LBS시스템에서 사

용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에 사용할 센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7]. Seo 등은 시간, 장

소, 전화 수신 중등 사용자의 상황과 어플리케이션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장치들을 조정

하였다[8]. 이처럼 모바일 라이프로그를 이용하여 

의미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하기 위한 저전력 방안이 

연구되었으나, 기존 연구는 센서의 조합이나 센서 

정보 획득 빈도 조정을 제안하였다. 
 

2.3 베이지안 네트워크 

노드와 아크로 구성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모노드와 자식노드 사이의 인

과관계를 통한 확률 기반 추론기법이다. 각 노드 N
은 부모 노드 pa(N)인 조건부 확률 테이블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을 체인룰(Chain 

Rule)을 통해 식 1과 같이 구한다. 이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은 mNNNU ,...,2,1= 이다. 

    

.))(|(=

),,,|()...|()(=

),,,(=)(

1=

121121

21

∏

-

n

i

ii

nn

n

ApaAP

AAAAPAAPAP

AAAPUP





     (1)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및 파라미터를 설계하

는 방법은 실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한 방법과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방법은 구조 학습을 위한 K2 알고리즘

이나 파라미터 학습인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MLE)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설

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도메인 지식을 이용

한 네트워크의 구조 및 파라미터 설계 방법은 충분

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메인 지식을 이용하여 구조 

및 파라미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이해하

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네트워크의 복잡

도는 각 노드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부모노드의 수 P와 그 노드의 상태 

수 S에 의해 식 2와 같이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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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시간복잡도는 식 3과 같이 

L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23 nrwrwnnkOCMPX wwk        (3) 

이때 k는 최대 부모노드의 수, n은 노드의 수, r은 

각 노드의 상태의 수, w는 최대 클리크의 수를 나타

낸다. 

 

2.4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 설계 관련 연구 

사용자 라이프로그 추론을 위해 사용되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는 모델의 특성상 입력값에 따라 관련된 

조건부 확률 테이블을 베이즈 규칙을 이용하여 계산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조 설계를 통하여 추론 

시간을 감소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은 수집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구조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

하는 방법과 설계자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설계

를 하는 방법이 있다. 표 2는 네트워크의 추론 시간 

감소를 위한 연구이다. 

표 2. 네트워크 추론 계산량 감소 연구 

저자 
자동

설계 

추가 

계산 
설명 

Pearl 

[10] 
O O 

추론에 필요한 CPT테

이블의 셋만을 이용하

여 추론 

Hecker

man 

and 

Breese 

[11] 

X X 

서로 강력한 상관관계

가 없는 노드들에 대

하여 상관관계 제거 

설계 

Zhang 

and 

Poole 

[12] 

O X 
추론시 필요 노드에 

따른 구조 변경 

Kjaerulf

f 

[13] 

O O 

추론전 상관관계의 연

관 정도에 따라 구조 

변경 

Friedm

n, 

et al. 

[14] 

X X 

클래스 이외의 가장 

관련있는 노드와의 연

관 관계를 고려하여 

설계 

Koller 

and 

Pfeffer 

[15] 

X X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객체 지향적 개념 

적용 

Oude, 

et al. 

[16] 

X X 
계층적 모듈화 구조로 

설계 

Pearl은 현재 들어온 입력값에 대해 추론에 필요

한 CPT테이블의 셋만을 이용하여 추론 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10]. Heckerman 등은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일정 임계치를 넘

지 않는 노드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한다[11]. Zhang과 Poole은 추론시 입력값과 

출력값과 상관없는 노드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Kjaerulff는 추론전 입력값에 따른 상관관계의 연관

도를 계산하고 연관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를 동

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3]. Fridman 

등은 클래스 이외의 가장 관련있는 노드와의 연관관

계를 고려하여 2개의 부모노드를 갖는 Tree-

augmented naïve Bayes classifier를 제안하여 모든 

노드들을 독립으로 가정하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의 개선하였다[14]. Koller과 Pfeffer는 베이지안 네

트워크에 객체지향적 개념을 적용하여 하나의 네트

워크를 객체로 분할하여 설계하였다[15]. 

이처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계산량을 감소

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설계자에 의해 강제로 변경하였으며, 추론 계산에 

필요한 조건부 확률 테이블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추론을 

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부가적인 연

산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트리구조를 학습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하는 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2.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2는 제안하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저전력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시스템 구조이다. 시스템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모바일 라이프로그 데이

터 수집 모듈은 스마트폰 내부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한다. 다양한 스마트폰

의 센서들 중 저전력 데이터 마이닝 목표에 맞는 센

서를 사용하기 위해 전력 소모량을 고려하여 선택한

다. 네트워크 설계 모듈은 수집된 라이프로그 데이

터를 이용하여 트리구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설

계하고 관리한다. 라이프로그 데이터 마이닝 모듈에

서는 설계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라이프로그에서 

의미정보를 추출하고 관리한다. 



 

3.2. 센서 데이터 전처리 

 

Acc. Gyro Temp Hum … 

1.054 2.365 23.8 25.3 … 

1.205 1.256 24.7 32.7 … 

1.256 2.365 24.6 57.5 … 

1.265 2.578 26.6 57.6 … 

… 

그림 3.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예 

가속도, 지자기, GPS, 마이크, 온도, 습도 등 다양

한 센서들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대다수의 모바

일 라이프로그 데이터 마이닝 연구들은 에너지 효율

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센서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고 의미 정보를 인식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3은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 스마

트폰에 장착된 모든 센서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낮은 전력소모량을 갖는 센서만을 선택적으로 사용

한다. 표 3은 Abdesslem 등이 조사한 스마트폰의 

각 센서별 전력 소모량이다[17]. 

표 3. 센서별 전력 소모량 

Sensor 
Battery 

life(hrs) 

Average power 

consumption(mW) 

Camera 3.5 1258 

IEEE 802.11 6.7 661 

GPS 7.6 623 

Microphone 13.6 329 

Bluetooth 21.6 211 

Accelerometer 45.9 96 

표 4는 전력소모량을 고려한 사용될 센서의 입력

값과 사용자의 상황인 출력값의 정의이다. 표 3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이상 사용 가능한 센서들로 

선택하였으며, 라이프로그의 의미 정보 기록을 위한 

사용자의 상황은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의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18]. 

표 4. 네트워크의 입·출력값 정의 

종류 구분 값 

입력 

Sensor:Acceleromete

r: X_axis 

{Low, Normal, 

High} 

Sensor:Acceleromete

r: Y_axis 

{Low, Normal, 

High} 

Sensor:Acceleromete

r: Z_axis 

{Low, Normal, 

High} 

Sensor:Acceleromete

r: 

Orientation 

{Low, Normal, 

High} 

Sensor:Acceleromete

r: 

Pitch 

{Low, Normal, 

High} 

Sensor:Acceleromete

r: 

Roll 

{Low, Normal, 

High} 

Sensor:Magnetic:1 
{Low, Normal, 

High} 

Sensor:Magnetic:2 
{Low, Normal, 

High} 

Sensor:Magnetic:3 
{Low, Normal, 

High} 

Sensor:Proximity 
{Low, Normal, 

High} 

Sensor:Light 
{Low, Normal, 

High} 

Sensor:Gyro:1 
{Low, Normal, 

High} 

Sensor:Gyro:2 
{Low, Normal, 

High} 

Sensor:Gyro:3 
{Low, Normal, 

High} 

출력 User:LifeLog 

{Sleep, 

Exercise, 

Moving_street, 

Rest, Meal, 

Shopping, 

Study} 

 

3.3 트리구조 네트워크 학습 

확률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시 구조를 변

경하기 위한 부수적인 계산시간을 제거하고 마이닝

에 사용되는 시간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네트워

크를 트리구조로 설계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

조를 설계할 때에는 각 노드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19]. 그림 3은 제안하는 트리구조 네트워

크의 학습 단계이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

여 트리구조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수집

된 데이터에서 속성 X와 속성Y의 Mutual 

information을 Class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관도를 

계산한다. 식 2는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는 

식이다. 

 ∑
∈,∈,∈

)/()/(

)/,(
log),,(=)/;(

CcYyXx

p cypcxp

cyxP
cyxPCYXI (4) 

여기서 X, Y는 수집된 데이터의 각 속성이며 네트워

크의 입력노드로 사용된다. C는 클래스이며 네트워



크의 결과노드이다. 

 
그림 4트리구조 네트워크 학습 단계 

계산된 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하여 Root노드

를 기준으로 가장 연관성이 큰 노드만을 선택하여 

최대 신장트리(Maximum spanning tree)를 생성한

다. 최대 신장트리는 가중치의 값이 가장 큰 노드들

을 선택하며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신장트리의 가중

치를 Mutual information의 결과로 사용하여 Root

노드와 가장 관계가 있는 노드들을 자식노드들고 갖

게 되며, 자식노드들과 관련된 노드들 자식으로 갖

는 형태로 구성된다. 모든 노드가 선택될 때까지 노

드의 선택이 반복된다. 

 
그림 5. 최대 신장 트리 생성 

그림 5의 왼쪽은 각 노드들간의 연결을 나타낸 것

이며 오른쪽에서 생성된 최대 신장트리이다. 이때 

임의로 선택된 노드 1은 노드 6, 3, 14와 연관성이 

높으며, 노드 6은 노드 7, 5와 연관성이 높다. 그림 

6는 신장트리 생성 알고리즘 이다. 

네트워크의 트리 구조 설계시 노드들간의 연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트리의 그룹화를 통해 서브트

리를 생성한다. 그림 7는 그룹화의 깊이를 1로 두었

을 때의 서브트리의 생성 과정이다. 노드들간의 연

관도를 기반으로 그룹화를 통해 서브트리로 분할한 

후 각 노드들을 중간노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연

결된 중간노드들을 클래스 노드로 연결하여 트리구

조의 네트워크를 그림 8과 같이생성한다. 

 
그림 6. 최대 신장 트리 생성 알고리즘 

 
그림 7. 최대 신장 트리 그룹화 

 

 
그림 8. 트리구조 네트워크 생성 

Input: 

데이터 셋 

 

Output: 

트리구조 베이지안 네트워크 

 

For(i=0; i<num of node; i++) 

   For(j=0; j<num of node; j++) 

      iN 와 jN  의 Class에 대한  

       Mutual information 계산 

 

각 노드들간의 비방향성 연결에 대한 가중치 

설정; 

 

Maximum weighted spanning tree 생성; 

 

Tree T를 각각의 Sub-tree nttt ,...,2,1 으로 분할; 

 

분할된 Tree를 삽입노드를 이용하여 연결; 

 

Class 노드와 삽입노드들을 연결; 

Input: 

Node N, Mutual information PI  

 

Output: 

Maximum spanning tree 

 

각 노드들의 가중치를 PI 로 설정; 

 

임의의 노드 iN 선택; 

 

While(모든 노드 N이 선택) 

  iN 의 모든 간선 중 가중치가 가장 큰 간선을 

  갖는 노드 jN 연결; 

  If(사이클이 발생)  

    iN 과 jN 연결 삭제; 

    iN 로 되돌아감; 



4. 실험 및 결과 
[blank line] 

4.1 실험 및 데이터 수집 환경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삼성 

Galaxy S3를 이용하여 2주일간 3명의 대학생이 선

택한 행동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수행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총 7가지의 행동 데이터 

수면, 공부, 운동, 이동, 식사, 휴식, 쇼핑을 수행하

였으며 초당 2번의 모바일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획

득하였고 총 7,46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9는 제안하는 트리구조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된 

네트워크이다. 

 
그림 9. 네트워크 트리구조 학습 결과 

 

4.2 네트워크 시간 복잡도 

제안하는 방법의 시간 복잡도 감소를 증명하기 위

하여 L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림 10과 같이 네트

워크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였다.  

시간 복잡도를 계산한 결과 최대 부모 노드의 수

가 7인 단일 베이지안 네트워크(OBN)의 복잡도가 

가장 컸으며, 제안하는 방법의 시간복잡도가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중간노드의 

상태수에 따라 시간복잡도가 비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10. 네트워크 시간 복잡도 

 

4.3 부분트리 그룹화별 정확도 

최대 신장 트리의 부분트리 그룹화의 레벨별 정확

도를 평가하기 위해 중간노드의 상태값의 수를 7로 

가정하고 실험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테스트를 10-fold validation을 10

회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부분화 그룹이 커질수록 정

확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

대 신장 트리를 부분트리로 분할하는 임계값은 실험

을 통해 실험적으로 결정 되었다. 

 
그림 11. 부분트리 그룹화별 정확도 평가 

 

4.3 네트워크 종류별 정확도 

제안한 트리구조 학습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실험

하기 위하여 단일 BN(OBN), Tree augmented 

BN(TAN), 학습된 네트워크를 비교하였으며, 학습된 

네트워크는 중간노드의 상태값의 수를 2~15개까지 

증가하며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12와 같이 네트워크의 정확도는 

중간노드의 상태값의 수가 2개 일 때 88.22%, 상태

수가 15개 일 때 94.41%로 TAN과 비교하여 2% 

낮았으며 단일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약 

3%의 정확도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림 12. 네트워크별 정확도와 시간복잡도 비교 

 

4.4 전력 소모량 차이 비교 

제안하는 방법과 단일 BN의 실제 전력 소모량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삼성 Galaxy S3에서 CPU사

용에 의한 전력 소모량을 측정하였다. 전력량 측정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Powertutoor를이용하여 5

분 단위로 1시간씩 측정하였다. 그림 13의 결과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이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13. 전력 소모량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라이프로그의 저전력 데이

터 마이닝을 위한 베이지아 네트워크의 트리 구조 

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노드

들간의 연관도를 유지하기위해 Mutual informaton

과 최대 신장트리를 이용하여 트리구조로 설계된다. 

제안한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방법과 시간 복잡도와 정확도를 비교하였

다. 또한, 실제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전력 소모량 차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단일 

BN보다 적은 전력 소모량으로 유사한 정확도를 갖

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추론 계산량 감소를 위한 네트워크의 모

듈화 방법과 신장트리의 최적 깊이를 찾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제안하는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을 실제 라이프로그 응용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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