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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에 장착된 센서 및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한정된 배터
리 용량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모듈형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하고, 잉여장치를 추론하여 장치를 관리함으로써 사용시
간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센서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추론된 상황과 사용자의 성
향, 장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배터리 소모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잉여장치 예측 성능을 측정한 결과 85.68%의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6%의 배터리 소모율 향상으로 제안하는 시스
템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 서론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와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정보로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루 종일 원활하게 사

용할 만큼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시

간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황과 잉여장치 추론을 계층

적으로 수행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마트폰

의 저전력 장치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템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

을 추론한다. 추론된 사용자의 상황과 사용자의 성향, 그

리고 현재 장치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사용이 되지 않

지만 장치가 켜져 있어 배터리 소모를 발생시키는 잉여

장치를 추론하고 관리하여 사용시간을 증가시킨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잉여 장치 추

론의 정확도를 28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획득한 실제 

데이터로 평가하였으며, 실제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유무 비교를 통한 사용시간 증가효과를 입증하였다.

2. 관련연구

2.1 모바일 장치의 배터리 용량 문제

  퀄컴에서는 2013년 기술 문서를 통하여 모바일 사용자

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용시간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1].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스마트폰의 배터

리 용량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빈번하게 

충전을 하거나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2.2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사용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장

치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표 1은 상용 저

전력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이다. 

표1. 상용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절약모드 

수

사용자 

설정

사용패턴 

파악
Battery Guru 2 ○ ○
배터리 닥터 3 × ×

King of energy 

saving
3 ○ ×

2 Battery 2 ○ ×
Green Power 2 ○ ×

  퀄컴에서 개발한 Battery Guru는 사용 패턴을 파악하

여 스마트폰의 장치기능 최적화를 통해 전력소모를 감소

시킨다[2].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장치

관리를 위해 사용자 설정에 의지하거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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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3.1 전체 시스템 구조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수집 모듈, 

전처리 모듈, 상황 추론 모듈, 장치 사용 추론 모듈로 구

성된다. 데이터 수집 모듈은 모바일 센서 데이터, 현재 

장치의 상태 등을 수집한다. 전처리 모듈에서는 상황인

식 모듈의 시간복잡도 감소를 위해 결정트리와 규칙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전처리한다. 상황인식 모

듈에서는 전처리된 입력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

황을 추론한다. 장치사용 추론모듈에서는 추론된 사용자

의 상황과 현재 배터리 상태, 입력받은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장치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잉여장치를 추론하

여 자동으로 조정한다.

표 2. 센서 데이터 전처리 결과
방법 종류 결과
결정 

트리

가속도, 방향 걷기, 뛰기, 멈춤

지자기, Gyro 앉기, 서기, 눕기

규칙

빛
매우 밝음, 밝음, 보통, 

어두움, 매우 어두움
시간 오전, 오후, 저녁, 새벽
GPS 학교, 집, 도서관, 극장, 식당

배터리 잔량 낮음, 보통, 높음

3.2 계층적 확률모델

  기존 논문에서는 선형추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저전력 

사용자 상황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3]. 제안하였던 모듈

형 상황추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휴식, 수면, 식사, 운

동, 관람, 일, 쇼핑, 수업의 상황을 인식한다. 이는 통계

청 상황분류를 기준으로 요일평균 상황 시간분석 결과 

제안하는 8개 상황의 24시간중 20시간의 범주를 포함하

기 때문이다[4]. 잉여장치는 현재 상황에서 실제 활용되

고 있지 않으나 장치가 켜져 있어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

로, 예를들어 실외에서 Wi-Fi가 켜져 있을 경우 실제 사

용하지 않지만 주변 Wi-Fi커넥션을 찾기 위해 수시로 전

력을 소모하고 있는 장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잉여

장치 추론기술은 사용자 상황추론의 결과를 확률모델의 

증거값으로 재사용하며, 사용자의 성향 및 현재 모바일 

상태를 고려하여 각 장치별 잉여상태를 계층적으로 판단

한다. 사용자 성향은 McCrae와 John이 제안한 Big-five 

성향 모델을 사용하였다[5]. 표 3은 장치별 확률모델의 

입력 및 출력정의이다.

표 3. 잉여장치 추론 BN의 입력 및 출력
분류 하위분류 설명

입력

수면

통계청 상황 분류를 기준으로 

정의된 사용자 상황추론의 결과

와 장치 사용간의 상관성 고려

식사
일

수업
관람
운동
이동
휴식

배터리 상태
배터리 상태에 따른 장치 사용 

가능 여부 고려

화면 상태 화면이 꺼지고 켜진 상태 고려

외향성
Big-five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

자의 성향에 따른 장치와의 상

관성 고려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출력 장치

모바일 장치들로 On/Off 상태를 

갖는 Wi-Fi, GPS, Bluetooth, 데

이터 동기화 장치 

3.3 잉여장치 추론 및 장치 관리

  각 장치의 잉여상태를 추론할 때는 선형추론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에 대한 출력 변수의 인과관계를 

상태값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만을 고려하는 Das의 선

형추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식 1와 같이 계산한다[4].

  
  



   
   (1)

이때   
 는 번째 노드의 동시발생 상황들의 

CPT 값이며 는 번째 노드가 최종 상황에 미치는 영

향을 의미한다.

입력: 
사용자 상황, 사용자 성향, 모바일상태

출력: 
장치 잉여상태    
장치상황에 따른 잉여장치 추론모듈 선택;
모듈별 입력값 설정;
선형적 확률 계산;
임계치 기반 장치 잉여 상태 판단;
선택된 추론모듈에 대하여 반복;

그림 2. 잉여장치 추론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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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잉여장치 추론 알고리즘이다. 첫째,  번째 

장치의 잉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론 모듈을 선택한

다. 추론모듈에서 필요한 사용자의 상황, 성향, 모바일 

상태를 입력노드의 증거값으로 설정하고, 잉여노드의 확

률값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중간노드와 조건부 확률값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장치가 잉여상태일 확률을 나타내

는 결과노드의 확률값을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임계치를 

기반으로 장치의 잉여상태를 판단하며, 모든 장치관리 

추론 모듈에 대하여 반복한다. 반복된 결과에 따라 장치

관리를 수행한다. 그림 3은 개발한 장치관리 어플리케이

션이다.

그림 3.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

4. 실험 및 결과

4.1 잉여장치 추론 정확도

그림 4. 잉여장치 추론 정확도

  

  제안하는 시스템의 잉여장치 추론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4일간 6,985개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수면, 식사, 일, 수업, 관람, 운동, 이

동, 휴식 총 8개의 상황에서 GPS, Wi-Fi, 데이터 동기화, 

Bluetooth, 배터리 상태에 대하여 수집하였으며, 사용자의 

성향은 NEO-RI-R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수

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잉여장치 추론 네트워크의 결과

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평균 85.68%의 정확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정확도

를 보인 것은 Bluetooth 장치로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분

포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높았으며, GPS

장치는 다양한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비

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배터리 잔여량 비교 실험

  제안하는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Galaxy S4에 제안하는 장치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기기와 미적용 기기를 가지고 1일 동안 동일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배터리 잔여량을 비교하

였다. 그림 5는 배터리 잔여량의 비교 결과이다. 비교 결

과 기존 대비 전력소모량을 약 6% 감소시켰으며 이는 

약 2시간의 사용시간 증가 효과가 있다.

그림 5. 전력소모량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치관리를 통한 사용시간 증가를 위해 
사용자의 현재 상황을 추론하고 잉여장치를 추론하는 계
층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 기반 장치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추론 정확
도를 측정하였으며, 전력소모량 비교 실험을 통해 사용
시간 증가효과를 입증하였다. 향후에는 사용자 성향 파
악 알고리즘, 장치관리의 모호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데
이터 학습을 통한 확률모델의 고도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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