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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상황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상황에 기반
하여 어플리케이션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가 그 예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에 근거하여 어
플리케이션 추천 할 때,  단순히 해당 상황에 가장 많이 쓰인 어플리케이션을 추천 해주는 데에 그쳤다. 본 논
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사용 패턴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 추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스
코어링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단순 상황기반 실행 횟수 근거 어플리케이션 추천 방법과 비교하
여 제안하는 방법의 우월성을 입증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은 단순 추천 방법 대비 5% 이상의 정확도 
차이를 보였다.

1. 서  론 
최근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스마

트폰 보급에 따라 그 어플리케이션도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어플
리케이션수가 7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
트폰에서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인지된 상황에 근거하여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1]. 이 중 앱 추
천을 위한 시도들에서는 사용자의 앱 실행 횟수 기반 
추천이나 다른 사용자의 관심사에 비추어 앱을 추천하
였다. 이러한 추천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앱 실행 패
턴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반영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해당 상황에 많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
는 데에 그치곤 했다[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
자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 사용
자에게 가장 적합한 앱을 알아내기 위하여 상황 고려 
앱 스코어링 방법을 제안한다. 단순히 현재 상황에 가장 
많이 쓰인 앱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의 사용자의 앱 
사용 패턴 또한 고려하여 앱을 스코어링 한다. 사용자의 
상황은 사용자의 행동, 바쁨의 정도, 스트레스의 정도를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입력받은 센서값 변수들을 증거 
값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추론을 통해 알아낸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 베이
지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경우에 
따라 센서 값의 일부를 얻을 수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등의 불확실한 입력을 가진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
확실한 환에서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추론하기 위해 쓰
이는 대표적인 모델이며 노드간의 인과관계를 통한 확
률기반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추론하기 때문에 
사용하여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면한 상황을 
추론해 내기에 유용하다.

2.  관련 연구
2.1. 어플리케이션 추천 시스템

표1 은 어플리케이션 추천 관련 연구이다.

Rho는 사용자의 장소 및 사용자의 프로필을 이용한 

상황기반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 추천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Girardello는 다른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삭제 횟수를 DB화하여 인기 있는, 즉 다른 

사용자가 많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4]. Yan은 근처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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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입력 출력
센서 

데이터 
전처리

GPS 장소, 실내외
Accelerometer 자세, 행동
Gyroscope 행동
Timer 시간, 요일
Batterystate 실내외
AppLog 앱 실행기록

BN 
추론

Moving, Motion, 
Time, Location Activity
Date, Time, 
Location, Missing 
Calls/SMS, 

Busyness
Discomfort, 
Busyness Stress

표 2. 상황정보 목록

Author Used Info Method

Rho[3] Context
Context-aware 

category
Girardello (Un)Install count Statistics

Yan Location Info
Collaborative 

Filtering
Böhmer[2] User Input Preference

표 1. 어플리케이션 추천 관련 연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을 추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황을 고려하였더라도 상황에 

근거하여 상황에 적합한 카테고리를 추천하거나 실행 

횟수를 비교하고, 단순하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는 방법이나, 유사한 사용

자 그룹에서의 협업 필터링에 기반하여 적절한 어플

리케이션을 추천해주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3. 제안하는 방법
3.1. 모바일 환경에서의 상황 인지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시에 발생가능한 상황과 
앱 사용 기록을 근거로,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상황에서의 각 앱별 추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앱을 사용할때의 상황
을 저장하고 그를 토대로 앱들을 스코어링 하는 방법으
로 우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앱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에게 처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한다는점을 근거로 사
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표2
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동중에 발생 가능한 상황 변화인 
장소, 실내외 부분과 스마트폰을 휴대하면서 취하는 걷
기, 정지, 그리고 앉기와 같은 자세, 그리고 주변 환경
에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와 바쁨의 정도로 이를 정의하
였다. 

모바일에서의 상황인지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수집 가
능한 센서를 통해 센서 값을 입력받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증거 값으로 사용하여  상황
을 추론한다. 사용자가 얼마나 바쁜지를 나타내는 바쁨 
정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존재하는 미열람 메시지의 

건수와 미수신 통화의 횟수를 근거로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스트
레스 정도는 현재의 날씨와 불쾌지수를 기반으로 낯선 
사용자에서의 연락 횟수를 같이 사용하여 추론하게 된
다. 사용자의 행동은 스마트폰 GPS센서에서 수신되는 
값을 근거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시간과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행하고 있는 행동을 추론하게 된다. 

3.2. 앱 추천을 위한 앱 스코어링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의 앱 실행 횟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좀 더 자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하여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른 상황에 
사용했던 앱들도 고려하게 된다.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기 위해 각 앱별로 
해당 앱이 실행될 당시의 상황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수식 (1) 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

현재 상황에서의 각 어플리케이션별 실행 가능성을 
구하고,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한다. 각 어플
리케이션별 실행 가능성을 스코어링 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상황）  (2)

    는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상
황에 대하여 계산되는 값이다. 는 다음과 식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

의 발생 횟수
(3)

 각 상황 요소에서 얻어진 를 통해 가중치를 다
음식과 같이 구한다. 
）  의 표준편차  (4)

마지막으로 스코어 를 앞서 식1과 같이 각 어플리

케이션별로 구하여 추천한다. 위의 식에 따라 제안하
는 방법의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표현하면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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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추천 성능 비교

와 같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score(앱) {
let N = 모든 앱 실행 횟수
let  = 현재 상황
let  = 의 score
   for(앱가 실행된 모든 상황정보에 대하여) 
{       각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 산출
     (모든 비율)의 표준 편차 산출
      += 
   }
 return 
}

그림 2. 앱 추천 스코어링 알고리즘
4.  실험 및 평가 
4.1. 데이터 명세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 스코어링 방법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사용자 기록의 수집은 20대의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수집을 하였다. 각 주어진 상황에 대하
여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앱의 스코어에 따라 추천된 어
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적합한지를 제안한 앱 스코어링 방
법을 통한 앱 추천과 해당 상황에 단순 가장 많이 실행한 
앱 추천과 비교하였다.
4.2.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평가
 평가의 결과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평가 결과
를 보였으며 가장 사용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오후시간대
의 추천 정확도가 가장 낮았으며, 오전이나 새벽시간대에
서의 어플리케이션 추천 정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제안
하는 방법은 77.8%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 
#상황별 일치 횟수 / #상황별 어플리케이션 실행 횟수 ) 
* 100% 에 의해 측정되었다. 단순 상황기반 실행횟수 근
거 추천 방식은 72.2%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6은 상
황별 어플리케이션 추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각 상
황별 만족도는 일부 상황에서 단순 상황기반 실행횟수 근
거 추천 방식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는 해당 상황에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패턴이 일정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상황에 비추어 어플리케
이션을 스코어링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의 성능은 76%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연
구에서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의 앱 사용 패턴을 파
악하여 정말 추천이 필요한 앱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
으며,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시간과 백그라운드에서 구동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의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사용자의 어플리케
이션 선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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