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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상황에 적절한 통화 상대를 자동으로 추
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통화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상대 추
천 분류방법들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통화 기록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총 61개의 분류방법으로 평가하였다. 61개의 분류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
능을 보인 것은 Rotation Forest 분류방법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방법들의 정확도와 모델 구축 
평균 시간을 분석하였고 Rotation Forest 분류방법에 대해 사용자별로 데이터 분포를 보고 분석하여 성능
을 평가하였다.

1. 서론

  통화상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통화 기록, 
통화 시간 등의 필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통화 기록, 시간뿐만 아니라 위치 정
보, 가속도, 온도 등의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더
욱 풍부해졌다.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사용자들
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콘텐
츠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만을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통화 기능만큼
은 스마트폰의 이전의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대와 통화하기 위해 주소록에서 통화 상대를 
찾아야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신자 선택이나 검색을 통한 통화 방
식 보다 향상된 통화기능을 제공하는 통화상대 추천시스
템을 위한 분류방법을 찾는다. 스마트폰으로부터 획득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통화 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천시
스템을 위한 성능을 평가한다. 최적의 분류방법을 찾기 
위해 총 61가지의 분류방법들을 평가하였다. 
 
2. 관련 연구 

  Y. Nakanishi와 R. Hwang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주소록과 위치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을 구현하였고, S. Lee 등은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 중 
시간, 날짜, 통화상대를 이용하여 추천 알고리즘과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
자들을 위한 추천시스템을 위해 여러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 기록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통

화 상대 추천 분류방법을 찾는다.

표 1.  통화상대 추천시스템 관련 논문

저자 사용 데이터 내용

Y. Nakanishi 
등 (2003) 

[1]

위치,
스케줄,
문자,

통화기록

친구들의 위치와 스마트폰내 
주소록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현

S. Lee 등 
(2009) [2]

시간, 날짜,
통화상대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 추천 
알고리즘 디자인 및 
추천시스템 구현

R.Hwang 등 
(2009) [3]

위치, 
3G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여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시스템 
구현

 

3. 평가 방법

3.1 수집 데이터

  통화상대 추천을 위한 분류방법 평가를 위해서 총 6명
(남자 4명, 여자 2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였
다. 평가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예는 표 
2와 같다. 이때 name은 사용자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통화상대의 이름이고(없을 경우 null), nametype은 저장
되어있는 번호의 유형으로 집, 직장 등이 있다. Date은 
통화날짜이고 time은 통화시간이다. Duration은 통화기간
을 말하고 type은 1이면 수신통화이고 2이면 발신통화, 3
이면 부재중으로 수집된다. 획득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각각의 패턴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림 1은 수집된 사용자1과 통화한 통화상대자 A,B,C,D,E
의 통화 기록이다. 일주일간의 통화 패턴을 보면 통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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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분류방법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개수

Bayes
BaysNet, NaiveBayes, 

NaivebayesUpdateable
3

Functions
Logistic, MultilayerPerceptron, 

RBFNetwork, SimpleLogistic, SMO
5

Lazy IB1, Ibk, Kstar, LWL 4

Meta

AdaBoostM1, AttributeSelectedClassifier, 

Bagging, ClassificationViaClustering, 

ClassificationViaRegression, 

CVParameterSelection, Bagging, 

Decorate, END, FilteredClassifier, 

Grading, LogitBoost, MultiBoostAB, 

MultiClassClassifier, MultiScheme, 

nestedDichotomies-ClassBalancedND, 

nestedDichotomies-DataNearBalanceN

D, nestedDichotomies-ND, 

OrginalClassClassifier, 

RacedIncrementalLogitBoost, 

RandomCommittee, RandomSubSpace, 

RotationForest, Stacking, StackingC, 

Vote

26

Misc HyperPipes, VFI 2

Rules
ConjunctiveRule, DecisionTable, DTNB, 

JRip, NNge, OneR, PART, Ridor, ZeroR
9

Trees

BFTree, DecisionStump, FT, J48, 

J48graft, LADTree, LMT, NBTree, 

RandomForest, RandomTree, REPTree, 

SimpleCart

12

대자 A는 night에 4번, dawn에 5번으로 주로 사용자 1과 
저녁시간에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용자
별 통화상대자의 주요 통화 패턴을 기반으로 시간대별 
최적 통화상대를 추천한다. 

그림 1. 사용자 1의 통화 기록 예시

 표 3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 참여 기간과 기간 동안
의 총 통화 수, 통화 대상자수를 나타낸다. 사용자들로부
터 얻은 통화 기록은 Intel i5-3570 CPU를 사용하고 RAM 
8GB인 컴퓨터 환경에서 평가하였다. 

표 3.  통화기록 데이터

사용자  수집 기간 통화 수 통화 대상자수

User 1 2013.6.24~12.04 489 43

User 2 2013.10.24~12.05 295 26

User 3 2013.10.07~12.05 499 40

User 4 2013.08.09~12.05 499 34

User 5 2013.08.02~12.13 394 30

User 6 2013.09.23~12.13 499 58

3.2 방법

그림 2. 평가 방법 순서도

  평가를 위한 전체 순서도는 그림 2와 같다. 상황정보
를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한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통화 
날짜인 date와 시간인 time을 처리한다. 날짜는 주중과 
주말로 나눴으며 시간은 0시~6시까지는 dawn, 6시~11시

까지는 morning, 12시~18시는 afternoon, 18시~24시 까지
는 night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사용자별 통화 기
록에서 통화상대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방법의 성능평가는 표 4와같이 총 61개의 분류방법에 대
해서 각각 10 fold cross-validation으로 수행하였다. 

4. 평가 결과
4.1 정확도 비교
  평과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준 5개의 분류방법은 RotationForest, LogitBoost, LMT, 
Kstar, NBTree이다. 평균 정확도가 가장 높은 Rotation 
Forest는 특징추출을 기반으로 앙상블 분류기를 생성하
는 분류방법이다. Rotation Forest는 파라미터로 정해준 
숫자의 서브셋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각 서브셋은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고 재조립되어 특징추출을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Decision Tree분류기로 훈련된다. 
Rotation Forest는 데이터가 분산되면 데이터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 특징의 새로운 공간에 완전히 보존
되기 때문에 통화상대 추천처럼 데이터가 분산되어있는 
문제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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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류방법별 평과 결과

4.2 사용자별 분석
  앞 절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5가지의 분류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4는 사용자별 분
류방법의 정확도이다. 5 가지의 분류기법 중 가장 높은 
평균 정확도를 보인 Rotation Forest 분류기법을 토대로 
사용자 별 데이터 분포를 그림 5로 나타내었다. 그림 5
를 보면 정확도는 평균 통화 횟수보다는 평균 통화 시간
과 연관이 있으며 통화 명수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 통화시간이 본 평가
에서는 2분이 넘지 않으면 정확도에 관련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 사용자별 분류방법의 정확도

그림 5. Rotation Forest에서 사용자별 데이터 분포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의 평가결과는 61개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Rotation Forest가 40.74%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정확도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Rotation Forest는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특징추출 공간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
산되어있는 통화 데이터를 사용하는 통화상대 추천에 적
합하다. 또한 사용자별 분석을 통해 분류 성능은 사용자
의 평균 통화 시간이 많으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을 토대로 통화상
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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