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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의 삶으로부터 발생하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3V (Volume, Velocity, Variety) 속성을 가진 빅데이터로 

각종 센서의 집합인 스마트폰의 Ubiquity한 속성과 결합하여 수집한 저수준/고수준 센서데이터를 기반으

로 개인의 삶을 모델링할 수 있다. 개인의 삶 모델으로부터 행위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라이프로

그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라이프로그의 검색을 위해서 세가지 방

법을 통합한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방대한 이벤트공간의 탐색을 위해 워드임베딩 방법, 활용을 위해 

Semantic Network 자료구조와 확장성을 위해 MCT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한달간 수집한 실제 라이프로

그 데이터와 가상으로 생성한 1억건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복잡한 센서의 집합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개인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사용자 식별, 추천, 브라우징, 

검색,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의 

자산으로 여겨진다 [1]. 누적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3V 

속성의 저수준 센서데이터로, 모바일기기의 무선통신으로 

인한 잡음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센서데이터를 고수준의 심볼로 재구성하여 

이벤트공간에 사상하여 저장하는 Semantic Network 자료구조와, 

유사한 키워드를 함께 검색하여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워드임베딩 방법과 방대한 이벤트공간을 선택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Monte-Carlo Tree Search Algorithm (MCTS) 알고리즘을 

통합한 라이프로그 검색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을 위해서 검색성능에 대한 

케이스분석을 수행하였고, 확장성 검증을 위해서 실제 한달간 

수집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외에도 1억건의 가상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험하였다. 

 

2. 관련 연구 

결측치나 오류를 포함하는 저수준 라이프로그를 수집-가공-

처리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는 기기의 발전과 방법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바뀌었다. 초창기 라이프로그는 PC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결측치에 대처하는 확률망기반 접근방식이었으나, 

2000년 중반 이후 Ubiquity속성의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이후에는 센서기반 데이터와 매칭 알고리즘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 1에서 라이프로그의 가공 및 처리 시도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 1. 기존 라이프로그 가공 및 처리 관련 연구 

저자 수집 처리 

E. Kamar [3] PC Bayesian Network 

B. Prananto [4] Media Utility Event Metadata 

K. Farrahi [5] Mobile Device Event Summarization 

K. Aizawa [6] Wearable Device 
Query Matching 

L. Kelly [7] Mobile Device 

 

표 2. 저수준/고수준 라이프로그의 종류와 속성 

단계 수집경로 종류 속성 

저수준 모바일센서 

GPS 위도, 경도 

Bluetooth 주변 아이디 

통화 번호, 유형 

문자 번호, 유형 

사진 파일 

음악 파일명 

고수준 

어플리케이션 자동 장소 지정값 

어플리케이션 수동 
행위 지정값 

감정 지정값 

웹 날씨 날씨, 기온 

 

3. 방  법 

3.1. 모바일 라이프로그 수집 

스마트폰은 Ubiquity한 속성으로 개인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함께하기 때문에 라이프로그 

수집에 적합하다 [3]. 참가자의 스마트폰에 구현한 로그 

수집기를 사용하여 30일간 수집한 로그데이터를 신호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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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이프로그 검색 시스템 아키텍쳐 

저수준 로그와 스마트폰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행동, 감정을 

포함한 고수준 로그로 정의하였다. 30일간 618건의 행위가 

기록되었고, 728개의 노드와 2,474개의 엣지가 생성되었다. 표 

2에서 수집한 로그를 수준별로 요약하였다. 

3.2. 검색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1에서 제안하는 라이프로그 검색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도식화하였다. 시스템은 크게 Semantic Network 구축 컴포넌트, 

워드임베딩 컴포넌트, MCTS 알고리즘기반 선택적 그래프 탐색 

엔진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Semantic Network은 검색시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노드를 함께 활용하기위해 고안된 자료구조이다. 수식 (1)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모델링하는 노드와 엣지를 정의하였다.  

 

𝑆𝑒𝑚𝑎𝑛𝑡𝑖𝑐 𝑁𝑒𝑡𝑤𝑜𝑟𝑘 𝑆𝑁 = {𝑝, 𝑤(𝑣)}, 

where 𝕍: Node Space, V = {v1, … , vn} ⊂ 𝕍, 

𝔼: Semantic Connection, E = {e1, … , em} ⊂ 𝔼, 

Event p = (vo, vt, eot): vo, 𝑣𝑡 ∈ 𝑉, 𝑒𝑜𝑡 ∈ 𝐸, 

w(v): Weight function 

(1) 

노드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람, 장소, 시간, 사물을 나타내고 

엣지는 노드간의 의미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수집 가능한 주요 동작에 기반하여 정의하였다. 발생한 

노드의 연결로 행위를 모델링하는 Semantic Network는 

검색시에 근처 연관된 노드를 함께 출력하는 장점을 가진다. 

수식 (2)에서 검색한 노드와 연관노드를 출력하는 

연관검색함수를 정의하였다. 

 
𝐴𝑠𝑠𝑜𝑐𝑖𝑎𝑡𝑖𝑣𝑒 𝑆𝑒𝑎𝑟𝑐ℎ𝑖𝑛𝑔(𝑘𝑒𝑦𝑤𝑜𝑟𝑑, 𝑆𝑁) 

= {𝑃|𝑃 = (𝑣𝑘𝑒𝑦𝑤𝑜𝑟𝑑 , 𝑣𝑎𝑠𝑠𝑜𝑐𝑖𝑎𝑡𝑖𝑣𝑒 , 𝑒)} 
(2) 

워드임베딩은 입력단어에 대해 주변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한 인공신경망의 은닉층 활성화값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어를 통계적인 의미의 벡터로 사상한다 [8]. 제안하는 

검색시스템 내부에서 각 노드와 키워드는 워드임베딩방법으로 

추출한 단어벡터를 함께 저장하여 키워드와 유사한 노드를 

함께 검색한다. 정의한 윈도우크기 파라미터 λC = 5  만큼 

신경망에 입력된다. 은닉층 벡터 h는 30차원으로 설정하였고, 

입력된 단어는 수식 (3)과 같이  V × N크기의 가중치벡터 W와 

곱해진다. 

 ℎ =
1

𝐶
𝑊 ⋅ (∑ 𝑥𝑖

𝐶

𝑖=1

) (3) 

출력층의 출력단어 y 는 j 번째 노드입력 uj 에 대해 수식 

(4)의 소프트맥스연산으로 결정된다. 이때 출력층에 입력되는 

입력 uj는 출력 가중치벡터 W′의 j번째 열 Vwj
′ 에 대해 수식 

(5)와 같이 계산한다. 

 𝑦𝑗 = 𝑝(𝑤𝑦𝑗|𝑤1, … , 𝑤𝐶) =
exp(𝑢𝑗)

∑ exp (𝑢𝑗′𝑉
𝑗′=1 )

 (4) 

 𝑢𝑗 = 𝑉𝑤𝑗
′ 𝑇

⋅ ℎ (5) 

신경망의 학습은 역전파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워드임베딩 

모형의 가중치벡터 W 와 W′ 를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진행된다. 학습에 사용된 NSMC 데이터셋은 네이버에서 

수집한 한국어 영화리뷰 20만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MCTS알고리즘은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단계로 

계산된 가중치에 기반하여 검색공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9]. 선택단계에서는 수식 (6)과 같이 i 번째 확장의 노드수 

|vi| , 선택하려는 노드의 시뮬레이션회수 ni , 탐험율 파라미터 

λe  와 총 시뮬레이션 수 t 에 대해 정의한 점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방문할 노드를 결정한다. 

 𝑆𝑐𝑜𝑟𝑒𝑐ℎ𝑖𝑙𝑑 =
|𝑣𝑖|

𝑛𝑖
+ 𝜆𝑒√

ln 𝑡

𝑛𝑖
 (6) 

이후 확장,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방문한 노드가 키워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역전파단계에서 선택되었던 노드의 

가중치를 증가시켜 이후 검색에서 보다 유망한 노드가 되도록 

조정한다. 제안하는 MCTS알고리즘 기반 검색방법은 사람의 

기억회상 메커니즘 중 주류기억이 강화되고 우선적으로 

회상되는 것을 모방하였다. 

표 3. 워드임베딩기반 라이프로그 검색 결과 

키워드 '자전거' 키워드 '카페' 

함께 검색된 노드 유사도 함께 검색된 노드 유사도 

'도로' 0.8733 '커피' 0.7401 

'산책' 0.8336 'café' 0.7098 

'바퀴' 0.8161 '영화' 0.7022 

'페달' 0.7464 '주말' 0.6685 

'나' 0.7348 '영화관' 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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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 키워드에 대한 라이프로그 검색결과 

 

그림 3. 라이프로그 데이터 크기 별 검색시간 비교 

 

4. 실험 및 결론 

검색시스템에 입력된 키워드는 NSMC 워드임베딩 모형에 

의해 벡터로 사상되고 통계적인 의미가 비슷한 단어벡터가 

시스템에 함께 입력되는 방식으로 검색의 유용성을 

극대화한다. 표 3에서 예시로 주어진 키워드에 대해 함께 

검색된 노드를 정리하였다. 

워드임베딩과 Semantic Network 자료구조는 이벤트공간의 

탐험과 활용에 적합하다. 그림 2에서 '집'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통계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탐험된 

'나' 노드에 의해 개인의 삶이 넓은 범위에서 검색되면서 연관 

검색기능에 의해 집에서의 행위가 자세하게 검색되었다.  

확장성측면의 검증을 위해서 1억건의 가상 라이프로그 

행위를 생성하였고, 그림 4에서 총 1.2억개의 노드와 4억개의 

엣지에 대한 행위 수 별 검색시간을 비교하였다. 중요 노드가 

중복되어 저장되는 라이프로그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 주류 

노드를 선 방문하는 MCTS 알고리즘의 검색시간이 선형적인 

규모에서 빠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집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Semantic Network 자료구조로 가공하고 워드임베딩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한 유사한 키워드를 함께 MCTS 

알고리즘으로 검색하는 라이프로그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검색의 출력결과에 대한 유사도와 검색시간을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Semantic Network를 시각화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서 1억건의 

가상 라이프로그를 생성하여 검증하였다. 

저수준 센서데이터로 구성된 라이프로그를 더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안 중에서 

Semantic Network 자료구조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저수준 센서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찾기 어려웠던 고수준의 

의미나 패턴을 추론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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