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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단말기가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이동단말기를 사용하고 필연적으로 많은 통
신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SMS 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적어 사용자들의 통신행동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MS 통신행동에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 기반의 의
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SMS 로부터 사용자의 감정을 추론하려는 기
존의 연구가 있었지만 SMS 텍스트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휴대폰, PDA, 
스마트폰 등 이동단말기의 발전에 따라 통신행동 기록, 위치 정보와 같은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하
고 이용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SMS 텍스트와 함께 이동단말기의 컨텍스트 정보를 추론에 사용하였
다.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가용한 컨텍스트 정보로부터 추론한 정황 정보를 SMS 통신에서 사용
하여 기존의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Visual SMS 를 제안한다. 사전에 정
의한 훈련 데이터 집합을 통하여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Visual SMS 를 구현, 시뮬
레이션하여 추론 결과를 통해 그 기대효과를 확인한다. 

 
 

1. 서론 

이동단말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이 자신만의 이동단말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든 이동단말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MS 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거의 없어 이동단말기를 사용한 의사소통 중
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단이다. SMS 는 텍스트 
기반으로서 개인과 개인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루어지
는 대면 의사소통과는 다르게 단순히 내용만이 전달
되게 된다. 의사소통에는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
용자의 표정이나 감정, 그리고 주변정황까지도 모두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은 차이를 보
완하고자 많은 SMS 사용자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이모티콘은 사용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를 
축약하여 담고 있다.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이
모티콘의 중요성은 이모티콘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
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메신저 상에서 더 다양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이모티콘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화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개발에 대한 연구[1]가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감정 
정보만으로는 표현의 한계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추출된 감정 정보가 기쁨이라고 하자. 이 
기쁨이라는 정보는 단순히 한가지 정보가 아니다. 출
근 길의 기쁨과 퇴근 후의 기쁨은 다른 의미로 수신
자에게 이해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SMS 텍스트를 전

송함에 있어서 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과 조금이
나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사용자의 주변 정보를 고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SMS 의 표현의 
한계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동단말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동단말기 소유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주
변 정보, 즉 컨텍스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GPS 또는 GSM 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날씨 등 웹 상의 정보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저장
된 정보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
록, 통화기록, 이동단말기의 상태 등도 이용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이동단말기에서 수집 가능한 여러 정
보들은 사용자의 행동에 기반한 정보들이며 이 정보
들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SMS 텍스트 내의 이
모티콘과 사용자가 SMS 송신을 하는 순간 이동단말
기로부터 수집된 컨텍스트 정보로부터 송신자의 기분 
상태와 송신 정황을 추론하여 SMS 텍스트와 함께 전
송하는 Visual SMS 를 고안하고 설계하였다. 추론은 
의사결정트리[2]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추론되는 정
보들은 송신자의 기분 상태와 정황 정보로 시각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안한 Visual SMS 의 구현과 실
험을 통해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하여 SMS 에 대한  
사용자의 소통특성 반영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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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개인의 의사소통 중에 비대면 의사소통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면 의사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정 
정보들을 비대면 의사소통에서도 확인하고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음성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로
부터 감정을 추론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Bjorn Schuller 
등은 사용자의 음성으로부터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Gussian Mixture Model, Neural Networks, 그리고 Support 
Vector Machine 을 사용하였다[3]. Xu Zhe 등은 실시간 
인터넷 통신상의 텍스트에서 파서를 이용하여 감정을 
추론하는 엔진을 고안하고 소개하였다[4]. 문현구 등
은 Hidden Markov Model 을 사용하여 Naïve Baye’s 보
다 나은 정확도로 채팅 텍스트로부터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였다[5]. 임성수 등은 단어 기반 연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SMS 텍스트로부터 사용자의 감정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6]. 이러한 연구들은 인
터넷 채팅과 같은 특정 환경에 국한되거나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추론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동단말기에서 수집되는 컨텍스트 정보에 대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Mika Raento 등은 스마트 
폰에서 수집되는 컨텍스트 정보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인 Context Phone[7] 을 설계
하여 소개하였다. 컨텍스트 정보 중 특히 정확한 위
치 결정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Anthony 
LaMarca 등은 GPS 와 GSM 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쉽게 정확한 위치 결정을 사용하도록 제공해주는 소
프트웨어인 Place Lab[8]을 설계, 구현하여 소개하였다.  
 
3. Visual SMS 

3-1. 시스템 구조 
 

Visual SMS는 송신, 수신기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Visual SMS 의 각 모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모티콘 확인 모듈: 사용자가 입력한 SMS 텍스트
를 미리 정의한 이모티콘 테이블을 참조하여 테이
블에 존재하는 패턴이 SMS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지 확인한다. 전체 패턴 대비 해당 표현 분류의 패
턴 비율을 계산한다. 

 장소 확인 모듈: 평소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
여 얻어진 사용자가 레이블링한 장소 정보가 미리 
정의된 테이블을 참조하여 현재 사용자가 SMS 를 
전송하는 장소가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적인 위치인
지 확인한다.  

 컨텍스트 계산 모듈: 수집된 컨텍스트 정보들을 의
사결정트리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산을 한다. 

 추론 모듈: 이모티콘 정보와 의미적 장소 정보 그리
고 적절하게 계산된 컨텍스트 정보들을 근거로 기
분 상태와 정황 정보를 추론한다. 

 통신 모듈: Visual SMS 메시지의 송수신을 담당한다.  
 시각화 모듈: 전송 받은 SMS 텍스트, 기분 상태, 정
황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맵핑 테이블을 이
용하여 시각화를 한다.  

 
3-2. 시스템 동작 
 
  Visual SMS 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2 에 소개되
어 있다. 전체 동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단계 1 정보 수집 단계 
사용자가 SMS 텍스트를 입력하고 전송을 시도하면 

먼저 추론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모티콘 확
인 모듈에서는 정의된 이모티콘 테이블을 참조하여 
SMS 텍스트 내의 이모티콘 패턴을 확인한다. 동시에 
의미적 장소 확인 모듈은 현재 위치 정보를 이동단말
기로부터 수집하여 미리 정의된 개인적으로 라벨링한 
장소 테이블 (Personal Labeled Place Table) 을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한다. 일
정 정보로부터 하루 중 일정 비율과 현재 일정여부를 
확인한다. 통화 기록으로부터 최근 일정 시간 내의 
통화량과 부재중 통화 수를 확인한다. SMS 기록으로
부터 최근 일정 시간 내의 평균응답시간을 확인한다. 
위치정보로부터 GPS 수신여부, 이동속도, 최근 가속
도 평균을 계산한다. 날씨 정보는 웹을 통하여 가져
오고 맑음, 흐림, 눈, 비를 확인한다. SMS 전송 시도  
당시의 시각도 확인한다. 
 
단계 2 추론 단계 
추론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수집되면 그 정보들을 
근거로 미리 준비한 훈련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생성
된 의사결정트리를 기반으로 추론을 실행한다. 

 
단계 3 시각화 단계 
추론의 결과인 기분 상태, 정황 정보를 수신기기가 
수신하면 시각화가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
의 표정으로 기분상태를 나타내고 캐릭터의 동작, 배
경그림, 조명 등으로 정황 정보를 표현한다고 가정하
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인 기분 상태, 정황 정보의 
추론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3-3. 의사결정트리 
  
  의사결정트리는 데이터 마이닝에 주로 사용되는 기
법들 중 하나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트리의 형태로 표현한  

(그림 1) Visual SMS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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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트리의 각각의 노드는 데이터들이 표현된 속
성의 값을 특정 조건으로 테스트함을 나타내고 노드 
간의 연결은 테스트로 결정된 값 또는 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분류 또는 추론의 근거를 알려줄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Quinlan이 제안한 ID3와 C4.5[2] 알고리즘이 유
명하다.  
  
3-4. 사전 정의 테이블 
 

Visual SMS 에서 SMS 텍스트로부터 이모티콘을 확
인할 때와 위치 정보로부터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의
미적인 장소를 확인할 때 미리 정의한 테이블(그림 3)
을 참조한다. 첫번째는 이모티콘 테이블로 널리 쓰이
는 기본 이모티콘 표현들에 대한 패턴을 정의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라벨링한 장소 테이블은 주기
적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사용자의 일상 이동 패
턴을 분석,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해당 장소가 
이동단말기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를 
정의한다. 좌표의 위도와 경도는 어느 시각에 확인된 
특정 범위를 가진 지역의 중심점의 좌표를 말한다. 
해당 범위의 지역에 대한 라벨과 해당 라벨이 가리키
는 장소가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사용자와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정의되어 테이블 내에 작성된다. 
 
4. 구현 

Visual SMS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Windows VIsta
운영체제, Visual Studio 2008 에서 C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 값을 추론하기 위한 의사결정트리 3
개(Feel, Mood, Busy)와 최종 결과를 추론하기 위한 의

사결정트리 3 개(Mind, Background, Light)로 총 6 개의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였다. 총 21 개의 속성과 71 개
의 속성값들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유용한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수의 훈련 데이터 
집합이 필요하지만 의미적으로 연관이 깊은 속성들을 
묶어 서브트리를 생성함으로서 필요한 훈련 데이터 
집합을 축소할 수 있다.  

Feel 트리는 이모티콘 정보들로부터 표현된 감정성
향을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그 중간단계로 추론하고 
Mood 트리는 날씨, 장소, 그리고 시간 정보로부터 환
경적인 분위기 정도를 역시 긍정적, 부정적, 중간단계
로 추론한다. Busy 트리는 일정, 통신행동들로부터 바
쁨의 정도를 바쁘지 않음, 조금 바쁨, 매우 바쁨의 세
가지 단계로 추론한다. 이 세 트리로부터 추론된 정
보는 Mind 트리의 입력이 되어 Mind 트리를 통해 사
용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순간의 감정상태가 아
닌 최근 일정 시간 범위 내의 “마음상태”를 추론한다. 
Background 트리는 장소, 위치정보, GPS 수신 정보로
부터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이
동수단 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행동하고 있는지를 추
론한다. Light는 날씨와 시간 정보로부터 하늘의 밝음
의 정도를 추론한다. 이렇게 추론된 정보들은 시각화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음상태
는 캐릭터의 표정으로, 장소와 이동수단 및 행동의 
정보들은 캐릭터의 동작과 배경으로, 하늘의 밝음의 
정도는 이미지의 조명의 세기로 각각 시각화가 가능
하다. 그림 3 은 이모티콘 확인 모듈의 동작 예이다. 
이모티콘 확인 모듈은 앞서 말한 이모티콘 테이블에 
정의된 패턴들의 빈도수를 확인하여 전체 대비 비율
을 계산하여 역시 미리 정의된 threshold 값을 기준으
로 이모티콘 각각의 출현빈도를 결정한다. 6 개의 트
리 중 하나인 Busy 트리는 그림 4 에서 볼 수 있다. 

<표 1> Emoticon Table 과 Personal Labeled Place Table 

(그림 2) Visual SMS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림 3) 이모티콘 확인 모듈 동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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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터 집합은 추후 관련된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재구성할 수 있다. Busy 트리에서 사용되는 속성은 
최근 부재중 통화 빈도, 최근 통화 빈도, SMS 응답 
시간, 하루 중 일정 비율, 현재 일정 여부이다.  생성
된 트리의 리프노드에 트리를 통해 “바쁨” 속성의 속
성값이 결정됨을 볼 수 있다. C4.5 알고리즘을 사용한 
트리 생성 결과 트리별 에러율은 표 2 와 같다. 에러
율은 트리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훈련 데이터 집합 내
의 케이스들만을 고려한 값이다. 전체 트리를 모두 
통합하여 임의의 있음직한 케이스를 통한 추론 결과
를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론의 결과로 결정
된 Mind, BackGround, Light 정보는 이미지 맵핑을 통
해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 결과 정황 속성에 대해
서 정확한 결과를 추론하였으며 상태 속성에 대한 추
론 값은 속성 특성상 주관적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왔다. 추론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의사결정트리가 
누적된 피드백 정보를 학습하는, 개인화된 기분상태, 
정황 상태 추론 시스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SMS 에 송신자의 정황 정보를 
함게 송수신 할 수 있는 Visual SMS 를 고안하였다. 
컨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정황 정보를 추론하기 위해 
의사결정트리를 사용하였으며 일단 생성되면 케이스
에 대한 추론과정이 빠르다는 의사결정트리의 장점은 
모바일 통신의 실시간 응답에 적합하다. 구현과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동단말기를 통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컨텍스트 정도의 활용이 유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과제로 이동단말기의 컨
텍스트 정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생성되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하여 이를 학
습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사용자 피드백과 같은 사용자의 노력을 요구한
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학습을 통해 개인화된 의
사결정트리를 생성,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소통특징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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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케이스와 추론 결과 예 

<표 2> 각 트리별 에러율 

(그림 4) 바쁨의 정도를 추론하는 Bus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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