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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 상황을 인식하기 어렵고 의미구조를 명확하

게 표현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로그를 시맨틱 네트워크로 구축하기 위해 노드와 엣

지의 의미구조를 정의하고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맨틱 네

트워크의 노드를 정의하기 위해 General Social Survey(GSS)를 사용하였고 엣지를 표현하기 위해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를 적용하였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의미있는 패턴을 추출하

기 위해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빈발패턴을 추출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

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만개의 라이프로그를 생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사용자 질의에 따른 검색 정확도와 패턴추출 결과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유비쿼터스 환

경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한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여

러 센서를 이용하면 다양한 신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과거의 정보를 검

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라이프로그의 확장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저장구조

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데이터가 복잡

해짐에 따라 데이터 간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의

미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기반 라이프로깅을 위해 시맨틱 

네트워크의 의미구조를 정의하고 Apriori 알고리즘을 이

용한 빈발패턴 추출방법을 제안한다. 시맨틱 네트워크의 

의미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eneral Social Survey(GS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일상을 

표현할 수 있는 노드를 정의하였고 노드간 의미관계의 

표현력 향상을 위하여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를 이용하여 엣지의 의미구조를 정의한다. 또한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의미있는 패턴정보를 추출하기 위

해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신뢰도에 따라 조건절

과 결과절로 구성된 빈발패턴 규칙을 추출하고, 사용자 

질의에 따른 검색 정확도를 의미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시맨틱 네트워크 구조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2. 관련 연구 
표 1과 같이 라이프로그 저장 방법은 대표적으로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NoSQL 데이터베이스 모델, 시

맨틱 네트워크 모델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Shimojo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칼로리, 심박수 등을 기록하였다[1]. 이 방법은 테

이블로 저장되는 경우 데이터 간 형식적인 질의만 가능

하다. K. Takahashi은 SNS에서 수집한 로그 저장을 위해 

NoSQL 데이터베이스인 기반 MongoDB를 사용하였다[3]. 

이 방법은 큰 테이블을 여러 대의 서버에 저장하기 때

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질의가 불가능하다. H. H. Kim은 

건강 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온톨로지 그래프를 구축하였다[5]. 이 방법은 추론이 복

잡하며 엣지의 표현력이 부족하여 자연어 형태의 질의

를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라이프로그를 저장하기 위

해서는 의미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미구조

의 시맨틱 네트워크 형태가 적합하다. 
표 1. 라이프로그 저장 방법 관련연구 

분류 저자 내용 

RDBMS 
A. Shimojo et al[1] 식습관정보 저장  

W. V. Sujansky et al[2] 건강정보 저장 

NoSQL 
K. Takahashi et al[3] 라이프로그 저장 

T. Li et al[4] 라이프로그 저장 
Semantic 
Network 

H. H. Kim et al[5] 생체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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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그림 1. 라이프로깅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3.1 라이프로깅을 위한 시맨틱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라이프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의 상황을 모델링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정의한다. 우

선,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캐나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eneral Social Survey(GSS) 조사항목을 이용하

여 네트워크의 노드를 정의하였다. GSS 는 사용자 행동

을 계층적으로 표현하며 노드 정의를 위해 10 가지의 대

분류와 24 가지의 중분류를 사용하였다. 표 2 는 노드 정

의를 위한 GSS 기반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의 개수를 나

타낸다. 정의된 노드간 의미관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General Social Survey(GSS), ConceptNet5, Speech act 

theory, 5W1H 를 간선에 적용하여 시맨틱 네트워크의 의

미구조를 표현하였다.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엣지의 시맨

틱스를 10 개의 동작동사, 23 개의 상태동사, 7 개의 수행

동사로 분류하였다. 표 3 는 언어이론 기반 시맨틱스 정

의의 일부를 나타낸다.  
표 2. GSS기반 행위 노드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업무 관련 3 집안일 관련 6 
기본 의식주 3 교육 1 
사교적 행동 3 수동적 여가 3 
이벤트 1 능동적 여가 2 
사회봉사 1 기타 1 

 
3.2. 빈발패턴 추출을 위한 Apriori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맨틱 네트워크에 Apriori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라이프로그에서 발생하는 빈

발패턴을 추출한다. Apriori 알고리즘이란 빈번하게 발생

하는 노드의 집합을 찾기 위해 규칙을 생성하는 알고리

즘이다. 규칙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지지도,  

표 3. 언어이론 기반 시맨틱스 정의 예 

동작중심 상태중심 수행중심 
Go IsA Request 
Eat PartOf Inform 
Run MadeOf Inquire 
Walk HasA Declare 
Tell UsedFor Assert 

신뢰도, 향상도가 있다. 규칙 𝐴 → 𝐵 에 대해 지지도는 

조건절이 일어날 확률로 정의된다. 신뢰도는 노드 집합 

간의 연관성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산되며 조건절이 

주어졌을 때 결과절이 일어날 조건부확률로 정의된다. 

향상도는 조건절과 결과절이 서로 독립일 때와 비교하

여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다. 

식 (1), (2), (3)은 Apriori 알고리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나타낸다. 
 

𝑠𝑢𝑝𝑝𝑜𝑟𝑡(𝐴)  → 𝑃(𝐴) (1) 

 
𝑐𝑜𝑛𝑓𝑖𝑑𝑒𝑛𝑐𝑒(𝐴 → 𝐵)  =

𝑃(𝐴, 𝐵)

𝑃(𝐴)
 (2) 

 
𝑙𝑖𝑓𝑡(𝐴 → 𝐵)  =

𝑃(𝐴, 𝐵)

𝑃(𝐴) ∙ 𝑃(𝐵)
 (3) 

 
 
4. 실험 및 결과 
4.1. 시나리오 기반 라이프로그 데이터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상의 시

나리오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 20명의 일

상생활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각 시나

리오는 한 학생이 14일 동안 수집한 스마트기기 로그와 

센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정의한 노드 

속성을 갖는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

의 총 행 개수는 7,100개이다. 그림 2는 대학교에서 수

업을 듣는 학생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구성된 시나리

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맨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해서 엣지로 연결된 노드 집합으로 전처리한다. 전처리

를 통해 생성된 노드 집합은 총 44,579개이며 시맨틱 네

트워크 생성을 위한 의미구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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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라이프로그 생성을 위한 시나리오 

 
4.2. 웹기반 시맨틱 네트워크 구현 프로그램 
그림 3은 Javascript를 사용하여 웹기반으로 구현한 시

맨틱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구현된 프로그램은 입력된 

시나리오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서브

그래프를 추출할 수 있으며 질의에 따른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시맨틱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행 화면 

 
4.3.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한 빈발패턴 추출 
  표 4는 구축된 시맨틱 네트워크에서 Apriori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추출한 빈발패턴의 규칙을 나타낸다. 연관

규칙분석을 위해 최소 지지도를 0.2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관 규칙을 찾을 수 있다.  
표 4. Apriori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연관규칙 

순위 조건절 결과절 신뢰도 
1 서대문구 연희동 취침, 씻기 0.94 
2 가족, 전화 평온, 휴식 0.86 
3 친구, 공부 의욕 0.81 
4 친구, 신촌 식사, 이동 0.77 
5 시험, 강의실 불안, 초조 0.65 

 
4.4. 의미관계 기반 검색 성능 비교 
  그림 4는 50개의 검색질의에 따른 검색 정확도를 측

정하여 의미관계를 포함 하지 않는 기존의 네트워크 구

조와 라이프로깅을 위해 정의된 시맨틱 네트워크 구조

의 검색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검색경로 수에 따른 

검색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라이프로깅을 위해 

정의된 시맨틱 네트워크가 기존의 네트워크에 비해 짧

은 검색경로에서도 높은 검색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그림 4. 검색경로에 따른 검색 정확도 비교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로깅을 위한 시맨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시맨틱스 정의와 패턴추출 기법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

해 가상의 라이프로그를 생성하여 질의에 따른 검색 정

확도를 측정하였고 패턴분석에 따른 결과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우리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저장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미 

관계를 표현하였다. 또한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Aprior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빈발패턴을 추출하였다. 향후연구

로는 센서에서 발생한 신호로부터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고수준 심볼을 추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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