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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스마트기기 사용의 증가로 개인의 일상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다. 라이프로그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레이블이 없
는 라이프로그에 semantic 구조를 포함시키면 서로 
다른 데이터의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semantic 관계는 표현의 모호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저장구조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join 연산에 
의해 높은 계산량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대용량 라이프로그로부터 패턴 마이닝을 위
한 semantic 구조 생성과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 
방법을 탐구한다. 라이프로그 모델링을 위한 
semantic network는 이질적인 정보의 의미관계를 포함
하며 join연산을 제거하여 계산 비용을 줄인다. 우리
는 semantic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General Social 
Survey(GSS),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의 이
론을 응용하며, 기존연구에서 발생하는 라이프로그 
시간정보 오류를 계층구조 설계를 통해 해결한다. 
실험을 위해 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라이프로그
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제안하는 semantic 구조의 라
이프로그 coverage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이
용하며 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수행한다. 또한 join연
산을 제거한 그래프 구조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제
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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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기기 사용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다양한 형태의 라
이프로그 데이터로 수집되고 있다[1].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여러가지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축적되는 개인의 라이프로
그로 빅데이터의 특징을 갖는다[2]. 빅데이터란 규모
(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3V 속성을 
갖는 데이터로서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의미 있는 패턴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최근 센서기술의 지
속적인 발전으로 수집 가능한 라이프로그 종류가 증
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전처리 및 해석 기술의 발전
함에 따라 이전보다 손쉽게 라이프로그로 부터 개인
의 고수준 컨텍스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4].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라이프로그는 센
서 데이터로부터 추론 가능한 컨텍스트 정보가 한정
되어 있고 이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므로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5]. 
또한 라이프로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는 데
이터로서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유
로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정보와 의
미구조를 포함하는 확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저장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1은 수집된 라이프로그
를 바탕으로 의미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상황을 
표현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는 라이프로그의 
시간정보를 선형적으로 연결한 그래프 저장구조를 
나타낸다. 선형구조에 의한 시간정보 표현은 라이프
로그 연결관계에 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기기로부터 수집 가능한 고

수준 행위, 환경, 감정, 바이오 라이프로그를 효율적
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수집 가능한 정보들 사이의 
semantic 구조를 정의하고 semantic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된 라이프로깅 그래프로부터 사용자의 수면, 식
사, 활동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연관검색 방법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semantic 구조 기반 그래프로부터 
사용자의 패턴 추출을 위한 의미관계 형성하고 이질



적인 데이터 관계를 통합하여 상호작용 표현력을 확
장할 수 있다. 또한 구축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사람
의 기억구조를 모방한 연관검색을 사용하여 semantic 
구조 기반 그래프로부터 사용자의 과거 지식과 경험
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수면, 식사, 활동 패턴 정보를 
추출한다. 

 
그림 1. 연결관계를 이용한 상황 표현 

 

 
그림 2. 선형구조를 이용한 그래프 저장 

 
2. 관련 연구  
 

2.1 라이프로그 저장구조  
라이프로그 저장을 위하여 다양한 저장구조가 제

안되어 왔다. 표 1은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조들을 보여준다.  

표 1. 라이프로그 저장구조 관련연구 

Zini 등은 라이프로그를 저장하여 사용자의 질병에 
따른 생활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
다. Shimojo는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식습관 사진 정보를 저장하고 식습관을 분

석할 수 있는 시각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Sujansky 
등은 라이프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일상 행위를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에 따른 환자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하였다. 관계형 데
이터베이스 구조는 라이프로그를 저정할 때 스키마
에 따른 분산테이블을 저장한다. 이때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는 라이프로그 사이의 관계를 검색하기 위
하여 분산테이블에 대한 join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때 라이프로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면 그에 따른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게 된다.  

Khan 등은 사용자 사진 라이프로그를 기록하여 스
토리보드를 생성하였다. Kim 등은 온톨로지 기반으
로 설계된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건강추적 장치
를 개발하였다. Xu는 그래프의 의미구조를 이용하여 
라이프로그의 검색 효율을 향상시켰다. Lee 등은 라
이프로그를 그래프 구조로 관리하기 위한 온톨로지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들은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하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사용하였다. 그
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라이프로그를 저정할 때 
노드, 엣지의 연결구조를 저장한다.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했던 join 연산을 제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확장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구조적 
질의에 따른 검색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하여 

semantic 구조를 기반으로한 그래프 구조를 이용한다. 
그래프 저장구조를 사용하면 이질적인 라이프로그의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join 연산 제거를 통한 
구조적 검색 질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1 그래프 연관검색 

표 2. 그래프 연관검색 관련연구 

Price 등은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 검색 시
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14]. Suominen은 메타데이
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였다
[15]. 이 방법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데
이터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다. 하지
만 사람의 라이프로그는 복잡한 패턴을 가지므로 특
정 패턴을 설정하여 구조화하는 것은 어렵다.  

연도 저자 설명 관계 
2015 Zini  

등[6] 
사용자 질환에 따른 
생활 정보 분석 × 

2011 Shimojo  
등[7] 

사용자 식습관 
시각화 플랫폼 제안 × 

2010 Sujansky  
등[8] 

일상 행동에 따른 
환자의 건강 정보 제공 × 

2006 Gemmell  
등[9] 

사용자 일상 기록 
검색 플랫폼 제안 × 

2017 Khan  
등[10] 

사용자 사진 기록 
스토리보드 생성 및 분석 ○ 

2015 Kim  
등[11]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건강 추적장치 개발 ○ 

2013 Xu  
등[12] 

의미 구조를 이용한 
라이프로그 검색 ○ 

2010 Lee  
등[13] 

관리 가능한 라이프로그 
온톨로지 구축 ○ 

분류 연도 저자 설명 

메타 
데이터 

2009 
Price 
등[14] 

메타 데이터 기반 
검색 시스템 개선 

2009 
Suominen 
등[15] 

메타 데이터 기반  
건강 정보 제공 

온톨 
로지 

2009 
Havasi 
등[16] 

행렬 표현 데이터를 
이용한 패턴 추출 

2009 
Kim 
등[17] 

인터넷 구매자의  
의사 결정 문제 표현 

그래프 
탐색 

2010 
Chen 
등[18] 

키워드 기반 
의미론적 탐색 

2010 Hung 
등[19] 

이벤트 기반 지식  
검색 시스템 개선 



 Havasi 등은 행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를 이용하여 사용자 데이터에서 유사한 행렬 구조를 
갖는 패턴을 추출하였다[16]. Kim등은 인터넷 구매자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의 의사 결정 문제를 온톨로
지 구조로 표현하였다[17]. 이 방법은 온톨로지 구조
를 이용하여 관계를 구조화하여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온톨로지로 설계된 구조를 순차적
으로 탐색하지만 라이프로그는 복잡한 관계를 표현
하므로 온토로지를 설계하기 복잡하며 탐색을 위한 
높은 계산 비용이 발생한다. 

Chen 등은 키워드 기반 의미론적 탐색을 수행하
여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검색 효율을 향상시
켰다[18]. Hung등은 사용자의 이벤트를 이용하여 지
식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다[19]. 이 방법은 
탐색하고자 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유사한 구조를 발
견하며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빈발하는 
그래프 구조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지만 라이프로그 
노드에 포함되는 속성값을 반영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을 사용

한다. 활성화 확산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색하여 
특정 노드에 집중이 가해지면 임계치를 넘는 가중치
를 갖는 주변 노드들도 함께 활성화되어 탐색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활성화 확산 기반의 연관검색 
방법은 복잡한 라이프로그 그래프에서 가중치를 기
반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포함하는 서브 그래프를 탐
색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미 기억을 모방하는 검색
을 수행한다. 

3. 제안하는 방법 
 
3.1 Semantic 구조 기반 그래프 
대용량 라이프로그로부터 패턴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semantic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를 생성
하였다. 라이프로그를 모델링하기 위한 semantic 구
조 그래프는 이질적인 고수준 정보의 의미관계를 연
결하며 기존 객체 중심의 저장방법 가운데  join 연
산을 제거하여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라
이프로깅을 위한 semantic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General Social Survey(GSS),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의 이론을 응용하였으며, 기존 선형구조
에서 발생하는 라이프로그 시간정보 오류를 계층구
조 설계를 통해 해결하였다. 의미구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the semantics of progressive aspect 문헌을 기준
으로 라이프로그에 적합한 semantic 구조를 분류하였
다[20]. 문헌에 따르면 semantic 동사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라이프로깅을 위한 
semantic 구조를 정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semantic 
구조를 선택하여 재정의하였다. 총 33개의 semantic 
구조를 선택하였으며 그 중 14개는 동작동사를 나타
내고 19개는 상태동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된 
semantic 구조를 이용하면 수집된 라이프로그의 고수
준 정보에 대응할 수 있으며 높은 시맨틱스 커버리
지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자연어 수준에 가까운 
질의 응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의미표현의 모
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도 



3.2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 방법

을 사용한다. 활성화 확산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검
색하여 특정 노드에 집중이 가하면 임계치를 넘는 
가중치를 갖는 주변 노드들도 함께 활성화되어 탐색
할 수 있다. 입력된 키워드를 갖는 시작노드 부터 
임계치를 넘는 가중치를 갖는 연결 노드는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활성화 확산이 끝난 이후 활성화된 노드
가 연결된 서브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다. 서브그래
프의 가중치는 라이프로그 정보를 포함하는 노드 사
이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을 수행하면 인간의 의미 기억을 모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관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emantic 의미구조를 갖는 라이프로그에서 패턴정보
를 포함하는 서브그래프 구조를 새롭게 형성한다. 
추출되는 서브그래프 구조는 ‘말단정보노드 – 시작
노드 – 말단정보노드’로 구성되며 두 개의 말단정
보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시작노드들은 4가지 범주
(아침, 낮, 저녁, 밤)으로 클러스터링 된다. 식 1은 
semantic 의미구조에 포함된 노드의 가중치를 설정해
주는 수식이다. 𝑎𝑎𝑘𝑘 는 수집된 라이프로그의 개수를 
나타낸다. 𝑏𝑏𝑘𝑘는 semantic 구조로 표현된 노드의 개수
를 말한다. 𝑤𝑤𝑘𝑘는 노드에 할당된 가중치를 나타낸다.  

 
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 𝑓𝑓𝑖𝑖 = 𝑎𝑎𝑖𝑖/� 𝑎𝑎𝑘𝑘

𝑛𝑛

𝑘𝑘=1
 (1) 

 
𝐼𝐼𝑓𝑓𝐼𝐼𝐼𝐼𝐼𝐼𝑎𝑎𝐼𝐼 𝑤𝑤𝑓𝑓𝐼𝐼𝑤𝑤ℎ𝐼𝐼 =  � 𝑤𝑤𝑘𝑘

𝑛𝑛

𝑘𝑘=1
/� 𝑤𝑤𝑘𝑘

𝑘𝑘
 (2) 

 
𝑊𝑊𝑓𝑓𝐼𝐼𝑤𝑤ℎ𝐼𝐼𝑓𝑓𝑡𝑡  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𝑓 𝑤𝑤𝑓𝑓𝑖𝑖 = 𝑓𝑓𝑖𝑖 × 𝑤𝑤𝑖𝑖  (3) 

4. 실험 
 

4.1 라이프로그 데이터 
Semantic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로깅 그래
프로부터 패턴추출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
용자의 일상을 시나리오로 설계하고 안드로이드 기
반 수집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수집기를 통해 수집한 라이프로그는 수집 
서버에 csv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행위, 환경, 감정, 
바이오 정보에 대한 15개의 고수준 속성을 동시에 
기록하여 multi-labeled 데이터를 생성한다. 사용자 라
이프로그는 수면, 식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며 총 65명에 대한 설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주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크기
는 행위 기존으로 총 32,534 레코드를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속성값은 총 488,010개가 존재한다. 그림 4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계한 시나
리오를 나타낸다. 설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5가
지 고수준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 3는 설계된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한 명
세를 나타낸다. 사용자의 행위, 환경, 감정, 바이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며 입력 가능
한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3. 시나리오 기반 수집 데이터 명세 

 
4.3 Semantic 구조 그래프 시각화 구현 
본 논문에서는 semantic 구조로 이루어진 라이프로

그 그래프 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javascript 기반
의 vis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구현된 시각화 도구
를 이용하면 semantic 구조의 노드와 엣지를 시각화
할 수 있다. 시각화 도구는 데이터를 로드하여 전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타임라인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를 이용하
여 단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 패턴에 대
한 서브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다.  

분류 종류 유형 개수 
시간 start_time, end_time Discrete - 
행동 activity Nominal 12 

장소 
place Nominal 10 

address Nominal - 
location Binary 2 

사람 person Nominal 3 

식사 

Food Nominal 5 
amount_of_food Ordinal 5 

meal_type Nominal 5 
hunger Binary 2 

감정 emotion Ordinal 5 
tiredness Ordinal 4 

날씨 temperature Ordinal 5 
humidity Ordinal 5 

그림 3. 라이프로그 생성을 위한 시나리오 

그림 4. Semantic 구조 기반 그래프 시각화 



4.3 Semantic 구조 coverage 평가  
기존 semantic 구조 대비 제안하는 semantic 구조의 
라이프로그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해 extra coverage 
평가 지표를 사용한다. 

 
𝐸𝐸𝐸𝐸𝐼𝐼𝑓𝑓𝑎𝑎𝐸𝐸𝐸𝐸𝐸𝐸(𝐿𝐿,  𝐹𝐹) =  

∑ ∑ 𝛿𝛿′(𝑆𝑆𝐿𝐿 , 𝑠𝑠𝜀𝜀)𝑠𝑠𝜀𝜀∈𝑆𝑆𝜀𝜀𝑆𝑆𝜀𝜀∈𝜀𝜀\ℱ

|{𝑠𝑠ℱ ∈ 𝑆𝑆ℱ   :  𝑆𝑆ℱ ∈ ℱ}|  (4) 

식 (4)는 기존 semantic 구조에 대한 재정의된 
semantic 구조의 coverage 비율을 나타낸다. 𝐿𝐿은 재
정의한 sementic 구조를 나타내고 𝜀𝜀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semantic 구조를 나타낸다. 𝑆𝑆ℱ ∈ ℱ는 주
어진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의미하며 𝛿𝛿′(𝑆𝑆𝐿𝐿 , 𝑠𝑠𝜀𝜀) = 1 
인 경우 semantic 구조에 의해 라이프로그가 cover
된 경우를 의미하며 𝛿𝛿′(𝑆𝑆𝐿𝐿 , 𝑠𝑠𝜀𝜀) = 0 인 경우 라이프
로그가 cover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4는 
extra coverage 평가지표에 의해 semantic 구조의 
coverage를 평가한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5. Semantic 구조 coverage 평가 

 
4.3 시간 정보 계층구조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 (a)는 키워드 기반의 
구조적 질의를 수행 성능을 비교하였다.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할 때 제안하는 그래프 구조에
서 기존 저장구조에 비해 2배정도 빠른 검색속도를 
달성하였다. 이는 join 연산을 통해 검색을 수행하는 
기존 저장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계산비용이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8 (b)는 그래프 구조
를 시간정보에 대한 계층구조로 설계하여 검색실험
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시간정보를 선형적으로 
연결하면 잘못된 참조에 의한 검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시간정보를 계층적으로 
연결하여 잘못된 참조에 의한 20% 이상의 검색 오
류를 제거한다.  

 
그림 6. Semantic 구조 검색 성능 평가 

4.1 사용자 라이프로그 연관검색 분석 
연관검색을 사용하여 semantic 구조의 그래프에서 
서브그래프를 추출한다. 그림 6은 수면노드를 시작
노드로 사용하여 가중치가 10 이상이고 깊이 2인 
서브그래프를 추출한 결과이다. 서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수면을 취하는 장소와 함께 
수면을 취하는 사람 감정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
다. 그림 6의 서브그래프는 아침형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게서 추출한 것으로 주로 밤에 수면을 취하
며 이른 저녁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수면 관련 서브 그래프 

그림 7은 식사노드를 시작노드로 사용하여 가중치
가 10 이상이고 깊이 2인 서브그래프를 추출한 결
과이다. 서브그래프를 통해 하루 평균 몇 회 식사
를 하며 주로 식사를 하는 장소, 함께 식사를 한 
사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의 서브그래프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유형의 사람으로 하루 평균 
3회의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아침, 저녁에는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식사 관련 서브 그래프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emantic 구조를 기반으로 한 라이

프로깅 그래프로부터 연관검색을 이용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라
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semantic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 및 
GSS(General Social Survey on Time Use)를 응용하였다. 
라이프로깅에 적합한 그래프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시간정보를 바탕으로 계층구조를 형성하였고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또한 구축된 semantic 구조에서 
수면, 식사, 활동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 사람의 기억
구조를 모방한 활성화 확산 기반 연관검색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다. 제안하는 Semantic 구조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프로그에 대한 Semantic 구조
의 converage를 평가하였고 라이프로깅에 적합한 그
래프 계층 구조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선형구조와 검색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활성화 확
산을 이용한 연관검색을 통해 수면, 식사, 활동에 대
한 서브그래프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축적되는 라

이프로그 데이터의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저정구
조를 설계하고 여러 사용자의 상호작용 그래프를 표
현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모듈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작용 그래프에 연관검색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여러 사용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면, 식사, 활
동 관련 패턴을 추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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