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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집된 로
그를 시각화 하고 관리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중이다. 라이프 로그는 생활을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로그가 수집되어지고 이 때문에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라이프 로
그에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 로그 요약의 방법의 하나로 자
기 조직화 지도를 이용한 생활 패턴 요약 시스템을 제안하고 개발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라이프 로그로부
터 특징값을 추출하고 추출된 로그를 이용하여 생활 패턴을 요약해 준다. 또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지
도 인터페이스에 시각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은 라이프 로그의 시각화의 한방법으로 이용되
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 의미 단위 레이블링 및 의미 정보 추론에도 사용 될 수있을 것이다.

에 8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어지고, 사진, 전화로

1. 서 론

그 및 어플리케이션 열람 기록 등 많은 데이터가 수집된
최근 모바일 장치들의 발달로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프 로그의 요약 및 검색 시스템

사용자의 생활로그(사진, GPS, 문자, 전화 사용내역 등)를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 도쿄대학의 Aizawa등은 영상

기록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하고 고도화된 현대 시대

의 키프레임 추출과 다양한 로그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에 자신의 생활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의 기억을 돕고

라이프 로그의 요약 및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5]

생활을 정리해주는 도구로써 라이프 로그가 대두 되고

본 논문에서는 자기 조직화 지도를 이용한 라이프 로그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사용자의 생활 로그를 모으

의 생활 패턴 요약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요약 시

고 이를 시각화 하는 연구와 서비스가 많이 진행 중이

스템의 시각화 도구는 이전연구[4]의 라이프 로그 브라우

다. [1-4]

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Open API 지도기반 인터페이

사람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
집되어진다. 예로 GPS 데이터를 1Hz로 수집할 경우 하루

스를 이용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6, No.1(C)
여기서는 모바일 장치에서 각종 수집할 수 있는 로그

잘 반영해주는 라이프 로그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GPS, 사진, 전화로그, 문자메시지 로그, MP3 사용내역)

타내도록 수치로 표현해야 한다. 표1은 사용될 특징과

을 수집한다. 수집된 로그는 전처리를 거친 후 생활 패

추출된 특징의 형태를 나타낸다.

턴을 요약하기 위한 특징 추출 단계를 거친다. 추출된
특징 값을 이용하여 자기 조직화 지도를 이용하여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시각화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요약 정
보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라이프 로그의

요약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하루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일상을 의미정보로 레이블링 하고, 의
미정보 추론 및 LBS(Location Based Service)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관련연구
2.1 라이프 로그

표 1 SOM에서 사용될 특징 값 및 의미

특징명
시간대
지역(위도,경도)
지역(이름)
전화로그
메시지
사진
MP3
상태
감정

의미
로그의 생성시간
공간적 의미
장소별 의미
전화 이벤트
문자 메시지 이벤트
사진 이벤트
음악을 들었는지 유무
바쁨, 보통, 한가함
기쁨, 보통, 슬픔

3.1 장소 정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는 MyLifeBits 프로젝트를 통

생활 패턴 분석에서 장소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사

해 많은 라이프 로그를 수집했다. 지속적인 사진 로그를

람의 생활은 장소별로 패턴이 존재하고, 장소마다 각기

수집하기 위해 SenseCam을 개발하여 조도와 습도의 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장소 정보에서 지리

화에 따라서 사진로그, GPS, 컴퓨터 내에서의 다양한 이

정보와 의미정보를 모두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장

벤트 로그를 수집하였다. 또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 및

소의 지리적 의미를 사용하기 위하여 GPS의 위도 경도

분석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1]

좌표를 직접 사용하였다. 시간 순으로 번째 GPS 좌표의

Vemuri와 Bender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옴에 따라 컴퓨

위도와 경도를 각각  와   로 표현한다면 번째 위

터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능력이 극대화되어짐으로써, 이

도, 경도에 대한 특징 값은 수식 (1)을 따른다. 위도와 경

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기억을 돕는“iRemember"라는 시

도 정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하였다.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사용자의 위치,
켈린더, 이메일, 방문한 사이트, 날씨 등을 저장하고 이
를 통해 정보 검색을 제공하였다.[2]
Nokia사에서는 Nokia viNe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행하
였다. Nokia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GPS, 사진, SMS 전화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모바일 상에서 시각화 하여주고,
웹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3]
2.2 라이프 로그 요약 및 검색
일본 동경대의 Aizawa등은 Conext와 Content에 기반을
둔 라이프로그의 효과적인 탐색 방법을 제안하였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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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가진 의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LPS(Location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해 레이블링 하였다.[5] 레이블
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방문하였는
지를 이용하여 각 GPS 로그에 점수를 부여하였다. 많이
방문한지역의 값은 1에 가까운 값으로, 조금 방문한 지
역의 값은 0에 가까운 값으로 하였고, 지리적 위치가 달
라도 같은 지명일 경우에는 같은 값을 부여하였다. 번

디오, 오디오,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GPS, 어노테이

째 GPS 좌표의 특징 값을 나타내는    는 수식 (2)를

션, 문서, 웹페이지, 이메일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효과

따른다.   는 번째 GPS 좌표에서의 위치를 나타내

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GPS를 이용해 시공간상의 키프레

고,   는 해당 위치의 방문 횟수를 타나낸다.

임을 추출하고, 오디오와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 대화

방문횟수는 방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때까지를

중인 장면을 찾아주었다.[5]

한회로 계산하였다.

3. 라이프 로그의 특징 추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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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화로그
전화로그는 모바일 기기 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
이고 중요한 이벤트이다. 또 전화의 상대방에 따라서 통
화 로그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어떤 사람과 얼마만큼 통화하였는지를 이용하
였다. 통화 시간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다른 점수를 부여
하여 차별화 하였다.  를 와 통화한 전화로그라고
하고,    을 와 통화한 시간들이라고 할 때 수식 (3)
은 전화로그의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나타낸다.




 
  
  

4.1 자기 조직화 지도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라이프 로그의 연관도를 분석하
여 패턴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Kohonen의 자기 구성 지
도(Self Organizing Map)를 이용한다. SOM은 인공지능에
서 많이 사용되는 신경망의 한 종류로 사전 지식 없이도
자동 학습이 가능하며, 생활 패턴을 클러스터링한 뒤 효
과적인 양자화(Quantization)를 하여 준다.[7]
SOM 클러스터링은 사람에게 의미가 되는 행동, 단위가
되는 행동을 사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라이프 로그로
부터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2차원 지도에 표현해 준

(3)

다. 클러스터링 된 결과로써 패턴의 의미단위를 부여하
여 주고, 분류된 특징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다.
생활 패턴 분석을 위해 SOM 클러스터링을 이용한다.

3.3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는 통화와 더불어 기본적인 휴대폰의 기능이

SOM 클러스터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며,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

SOM 학습 과정은 를 라이프 로그에서 추출된 특징 벡

람과의 친밀도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여기서

터라고 가정하면, SOM의 각 출력 노드에는 가중치 벡터

는 특징 값으로 문자 메시지의 송신/수신 횟수를 계산하

 가 부여된다. 와  사이의 유클리안 거리(Euclidean

였으며, 계산된 값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나타낸다.

distance)가 최소가 되는 승자 출력 노드는 다음과 같이

는 와의

구해진다.

문자 메시지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수식

∥    ∥   ∥    ∥

(4)는 문자 메시지의 특징 값을 나타낸다.



  
  
   

(4)

(5)

승자 노드 주위의 이웃 노드   를 포함해서 모든 노드
가 가중치를 수식 (6)에 근거하여 시간 에서 시간   
로 갱신한다. 단, 는 학습률이며 0과 1사이의 값을

3.4 그 외 특징

갖는다.

시간 정보, 즉 로그가 생성되었을 때의 요일, 시간대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패턴 분석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6)

논문에서는 0시 기준에서의 현재 시각까지의 초의 합산
과, 요일을 각각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부터 6으로 점
수를 부여하여 특징 값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SOM 클러스터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특징 값의 선택과 데이터의 선택이다. 다 차원의

사진로그 역시 디지털 융합 시대에 모바일기기에서 중

특징 값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 간섭이 일어나기

요한 로그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을 찍었는지 유

때문에 특정한 패턴 분석에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난다.

무를 특징 값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적 패턴을 분석하고 싶을 때, GPS 좌표정

상태 정보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자의 활동량을

보와 시간정보를 같이 사용하면, 지리적 정보와 시간의

축정하여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센

흐름이 결합되기 때문에 지역적 패턴의 분석이 어렵게

서와 자이로 센서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된다.

감정 상태 정보를 특징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적

데이터의 선택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요일 별 등 여러

으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알고

만, 행동 추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6]

자 하는 패턴의 단위를 정해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하루
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날짜별로 학습

4 생활 패턴 분석

과 클러스터링을 실행하고, 한 달, 일 년, 요일 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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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에 대한 학습 및 클러스터링이 필요하다. 본

패턴의 GPS 좌표의 최대 최소값을 이용하여 시각화 한

논문에서는 하루 단위의 패턴 분석을 이용하였다.

다. SOM()은 현재 학습된 SOM에서 입력 벡터에 대한 출
력을 알려주는 함수이고, vector는 추출한 특징 값을 가

INPUT

지고 있는 입력으로 N개의 개수를 가지고, bound는 각각

vector[] : 특징 벡터

의 셀의 최대 최소를 저장 한다. 그림 2 이를 계산하는

N : 특징 벡터의 수

수도코드를 나타낸다.

OUTPUT

지도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Naver OPEN API를 이용하

bound[] : 최소/최대 값 경계 값

였고, SOM 클러스터링 결과에서 4개 이하의 데이터가

BEGIN

클러스터링 된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았다. 그림 3 은 시

FOR I=0 TO N
pos = SOM(vector[i]);

각화의 예를 보여준다.

IF bound[pos].max < vector[i].latitude THEN
bound[pos].max = vector[i].latitude
END IF
IF bound[pos].max < vector[i].longitude THEN
bound[pos].max = vector[i].longitude
END IF
IF bound[pos].min > vector[i].latitude THEN
bound[pos].min = vector[i].latitude
END IF
IF bound[pos].min > vector[i].longitude THEN
bound[pos].min = vector[i].longitude
END IF
LOOP
END

그림 3 생활 패턴 정보의 시각화 예

그림 2 SOM의 GPS 경계선 계산 수도코드

5.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4.2 지도 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시각화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 로그를 통해 분석된 사용자의 생
활 패턴을 시각화 도구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이전 연구[4]에서 개발되어있던 지도 기반 인터페이스와
리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지도 기반 인터페
이스는 생활 패턴을 2차원 공간에 직접 표시하여 줌으로
써 생활패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도 시각화를 위해서는 SOM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바
탕으로 해당 패턴 (같은 값으로 클러스터링 된 데이터)
의 지도상에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5.1 특징 값 사이의 상관관계
제안하는 방법이 의미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연세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학부생이 3주간 모은 것으로, GPS,
전화로그, 문자메시지, MP3 사용내역, 사진 로그이다.
우선 라이프 로그의 연관도(Correlation)을 구하였다. 특
징 값을 모두 추출한 후 GeNle 툴에서 지원하는 통계 분
석을 이용하였다. 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양수
값을 가지고, 부의 상관관계에 있으면 음수 값을 가진다.

표 2 라이프 로그 Correlation Matrix
위도
경도
지역
전화
SMS
mp3
상태
기분
사진
시간

위도
1
0.800421
-0.12015
0.535669
-0.24776
-0.19839
0.031184
0.389633
-0.07131
0.201614

경도

지역

전화

SMS

mp3

상태

기분

사진

시간

1
-0.22312
0.412536
-0.22935
0.092334
0.039959
0.117616
-0.11155
0.159607

1
-0.05383
0.004824
0.002766
0.002257
0.132665
0.243071
-0.0099

1
-0.42827
-0.55446
0.005981
0.210731
-0.06974
-0.49893

1
0.0870813
0.0427836
0.161872
0.0122294
0.494268

1
0.072687
-0.30884
-0.09267
0.44259

1
0.115128
0.040288
0.105916

1
0.041282
-0.04475

1
0.0203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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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관관계가 클수록 1에 가깝고, 약할수록 0에 가
까운 값을 가진다.

표 2는 연관도 분석의 결과를 나타

낸다. 위도 경도 값은 같은 GPS 좌표이므로 높은 연관도
(0.800421)을 보여주었고, 전화로그의 경우 지리적 특성에
는 0.5정도의 연관을 보이지만 지역의 의미 정보에는 관
해서는 -0.05383으로 그리 높은 연관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추출된 특징
은 로그간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3월 2일 데이터의 SOM 학습결과

날짜별로 생활 패턴 분석을 하였으며, SOM의 크기는
3x3로 하였고, 반복횟수는 1000회로 하였으며, 학습률은
0.0000001, 거리 측정은 유클리드 거리로 하였다. 일차적
으로 사용자의 지리적인 정보의 패턴을 보기 위하여
GPS 좌표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하였다.
그림 5는 3월 2일 데이터의 SOM의 분포를 나타낸다.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로그가 클러스터링 되었

5.2 실제 생활과 요약된 패턴의 비교
그림 6-9은 실제로 시각화 된 요약의 일부분이다. 그리
고 표3은 수집된 데이터의 생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6은 학교에 관련된 장소 모음으로, 일정에 있어서
는 전공수업과 도서관에서 수업준비가 이에 해당한다.

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로그가 없음을 나타낸다. 대체적
으로 회색에서 검은색을 띄는 것으로 보아 잘 학습된 것

표 3. 수집된 데이터의 내용
시간

장소

행동

감정

각화 한 전체 결과이다. 그림 4는 학습전의 데이터 분포

7:30
8:00

기상 -> 학교갈 준비
집 -> 학교 가는 길

힘듬

도와 학습후의 데이터 분포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SOM

9:30

집
버스
학교
A관 강의실

학습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위치를 정해주고, 기준 위치

10:50

중앙도서관

에서 가까운 것을 패턴의 단위로 인식하여 줌을 볼 수

11:40

버스

있었다. 그림 6은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행동의 단위

12:00

삼청동

를 나타내준 것을 시각화 한 것으로 위치 기반의 패턴을

13:00

버스

컴퓨터실에서
스터디 프린트물 준비
학교 -> 광화문
가족과 함께 삼청동
북촌칼국수집에서 점심식사
삼청동 -> 을지로입구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었다.

13:40

명동 동양
종합금융

남자친구 통장 개설하는 동
안 스터디 준비

15:40

을지로입구 -> 학교

18:20
19:00

버스
학교
A관 강의실
버스
성신여대

21:00

버스

21:30

버스

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시

16:00

그림 4 지리적 정보의 SOM 학습전․후 데이터 분포

전공 수업

전공 수업
학교 -> 성신여대
토익 스터디
모찌 사러 성신여대 ->
종로5가
종로5가 -> 집

그림 6 학교 수업 및 도서관에서 공부

바쁨

맛있음

조급함
재미있음
조급함
집중
즐거움
즐거움

200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6, No.1(C)
6. 결과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 로그에서 특징 값을 추출하는 방
법과 추출된 특징 값에 SOM을 적용하여 생활 패턴을 요
약하고 지도상에 시각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중요한 일정을 장소기반으로 요약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요약된 지역적 패턴을 태깅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세밀한 지역적 패턴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특징 값을 이용하여 지역 외의 다른 패턴을
분석하고 시각화 할 것이다.
그림 7 가족과 북촌칼국수에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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