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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용자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웹에 대한 접근성도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다. 이런 엄청난 양의 빅 데이터를 통해 획일적인 검색을 통한 정보 제공이 아닌, 사용자 맞춤형 지식 제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4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정보와 장소를 

추측 하고, 정답 셋을 구성하여 데이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ABSTRACT

The social network services are grown rapidly through dissemination of smart devices. Therefore, increasing the 
data exponentially because many people use web services. Using these big data, it will be needed study of providing 
customized knowledge. So in this paper, we had collected data of 40 people for implementation of knowledge service 
using big data during one month. Based on these data, we had inferred information of location and moving type, and 
evaluated accuracy. Through that we had studied personal experience knowledge evaluation model for knowledge 
service.

키워드 : 빅 데이터, 지식 서비스, 지식 검색, 소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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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격한 증가와 통신 서비스의 발

달로, 모바일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검색 등 다

양한 매개체를 통한 검색방법이 등장하였다. 즉, 기존

의 PC를 통한 검색에서 벗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

용한 음성, 이미지, QR코드, 사진, 라벨 등의 다양한 검

색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다양

한 센싱 모듈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최근

에 빅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다. 
빅 데이터가 넘쳐나는 요즘 사용자들은 획일적인 검

색결과보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나 지식을 검색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이
를 위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구가 점점 더 중

요해지고 있다[1].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상

에서 행동하는 모든 기록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수집하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는 것을 개인경험지

식이라고 부르기로 하며, 개인경험지식은 빅데이터 기

반의 지식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개인경험 모

델 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수집한 센싱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경험지식을 생성

하는 기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을 제시

하고 지식서비스를 구성하는 개인경험지식 생성 기능

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Ⅱ. 개인경험 모델 사례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다

양한 개인의 일상이 컴퓨터의 로그 파일처럼 디지털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는 우

리의 일상을 어디엔가 디지털로 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교통수단의 이용 기록, 소비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

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1. 라이프로그 수집 사례

라이프로그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

들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라이프로그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표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센서가 보편화되

어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
러 수집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소개하는 Mobile Lifelogger 는 노키아 

N9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속도, 위치정보, 카메라, 
마이크, 회전센서, 무선랜, SSID 등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개인경험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 및 저장한다[2]. 
그 외에도 NTT에서 제안하는 Object-Blog System [3], 
노인의 활동을 기록 및 요약하는 SensCare [4], 연세대

에서 연구를 수행한 Life Story Generation [5] 등이 

있다.

그림 1. 모바일 라이프 로거

Fig. 1 Mobile lifelogger

2.2. 개인 행동 모델

개인 행동을 표현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행동이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6]이 

있다. 이는 개인 행동을 나타내는 Action, Activity, 
Operation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2. 행동 이론

Fig. 2 Activ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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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행동에 대한 분류와 모델링을 위한 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인간 행동 분류 GSS 
(General Social Survey)가 있다[7]. GSS는 시카고대학

교의 데이비스 교수가 1971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미국

의 전국표본조사를 모델로 발전한 조사 유형으로, GSS 
유형의 사회조사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를 비롯한 선

진 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 빠르게 확

산되어 각국의 연구와 교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사

회조사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Ⅲ. 개인경험지식 분석 평가

지식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뿐 아니라 수

집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또한 분석된 데

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데이터의 평가 모델

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은 절차로 데이터 수

집 및 분석, 그리고 평가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림 3. 개인경험지식 분석평가 절차

Fig. 3 Analysis process of personal knowledge

①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

트폰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이동정보, 주변의 온도, 습
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였다.

②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지식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

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장소와 이동 구간 정보를 자동으

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이동구간을 의미화 한다. 이는 

향후에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 경험의 

지식화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답 셋 구성

분석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답 셋을 구성한다. 정답 셋은 수집된 정보와 사용자

의 설문 등을 통해 구성된다.

④ 개인경험 분석 평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답 셋과 데이터 분석 툴을 통

해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지식 서비스를 위한 개인경

험 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Ⅳ. 데이터 수집 및 개인경험 지식화

4.1. 수집 대상 및 시스템 구성

개인경험지식 생성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스

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였다. 

수집 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 40명
수집 기간 : 2012.11.01. ～ 2012.11.30.
수집 방법 :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학생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 후, 한달 간 실행.

그림 4.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

Fig. 4 Data gathering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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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과, 
저장된 파일을 중앙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 일상생활

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센싱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애
플리케이션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온도, 자이

로 센서 등 다양한 센싱 정보를 모두 수집하게 하였고, 
그 외에 통화 및 문자와 웹사이트 접속 등 로그 정보도 

수집하여 저장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내

보내기를 실행하여 데이터 파일로 저장한 뒤 중앙 서버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그림 5. 로그에디터를 통한 이동 경로 조회

Fig. 5 Movement path views using log editor

수집 프로그램에서는 또한 사용자의 행동 및 방문한 

장소의 카테고리를 실시간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개인경험지식 생성 모듈에서 생성한 데

이터와의 비교평가를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모바일 수집 프로그램 사용 중 사용자 행동 기

록이 누락된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

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로그 에디터를 구현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조회 및 행

동 기록 수정 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바라지 않는 부

분에 대한 삭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에서와 같이 GPS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삭제할 수 있다. 

4.2. 개인경험 지식화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경험지식으로 생성하는 과정 

중 본 논문에서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동방법과 장

소에 대한 것으로, 위치데이터의 궤적으로부터 사용자

가 머문 점을 추출하고 머문점의 장소를 판단하는 기능

이다. 머문점은 사용자가 일상생활 중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머무른 지점을 말한다. 

표 1. 구간 이동 정보 판정 방법

Table. 1 Judgement of movement path type

멈춤

- 1km/h 이하의 속도로 이동

- 직전 끝 위치와 다음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같을 

경우, 그 사이의 시간을 해당 장소에서 멈추어 있

는 것으로 판정

이동

- 도보 : 2km/h ～ 6km/h의 속도로 이동.
- 자동차 : 6km/h 이상으로 이동.
- 자동차 이동 속도가 연속적인 상황에서의 멈춤은 

이동 중인 데이터로 판정

수집된 데이터를 지식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치데이터로부터 머문점과 이동방

법을 추출하여 지식화 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정답 셋을 구성하여 지식화된 데이터의 정보와 원본 데

이터 간의 정확도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정답 셋 구성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의 경우, GPS수신이 불량한 지역에 접근하거나 배터리

의 부족으로 휴대폰의 전원을 꺼 놓았을 때와 같이, 사
용자의 여러 상황에 의하여 데이터의 연속성이 보장되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직접 분

석을 통해 정답 셋을 구축하였다. 정답 셋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은, 각 사용자에 대해 수집기에 의해 추출

된 데이터 중 정답 셋 구성을 위한 key 데이터 모두를 

추출한다. key 데이터는 시간, 위도, 경도, 속도로 구성

되어 있다. 그 후에는, 사용자 별 이동시간 및 머무른 지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1분 단위의 평균 이동속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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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그리고 1분 단위의 평균 이동 속도 데이터 중, 
연속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간을 묶는다. 설정한 구

간에 대한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구간에 대한 이동 정

보를 판정한다. 

 그림 6. 구간이 설정된 1차 데이터 정답 셋 샘플

 Fig. 6 Correct answer set sample of the first data

그림 7. 1차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한 정답 셋

Fig. 7 Correct answer set of the first data

이동 경로를 통해 이동 구간에 대해 표 1의 기준으로 

판정하여 정답 셋을 완성한다. 완성된 정답 셋은 사용

자 구간에 대한 것으로, 그림 6과 같이 시작과 끝 지점

의 위치와 시간을 포함하는 1차 데이터로 구성된다. 
1차 데이터의 구성이 완료되면 데이터의 분석을 통

해, 그림 7 과 같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답 셋 으로 만

든다.

Ⅴ. 지식의 평가

5.1. 평가 수행 기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 

중, 주로 위치정보 값을 활용하여 머문점, 위치, 장소 타

입에 대하여 개인경험 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분석된 값

과 정답 셋 과의 비교를 통해 정답률을 평가하였다.
멈춤 구간은 정답 셋과의 구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에 대한 단순한 평가가 아닌, 정답 셋과의 구간이 얼마

나 정확한 비율로 일치하는가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정답 셋과의 오차 범위를 계산하여 정답률을 

평가한다.
 

그림 8. 정답 판정

Fig. 8 Judgement of correct answer

표 2. 구간 정답률 계산

Table. 2 Calculation of area correct answer rate

① 정답 셋 구간 내에서 일치하는 비율 

② 정답 셋을 벗어나는 구간의 비율 

정확도 = ①에서 오차인 ② 비율을 뺀 값

정답셋시간
오차데이터데이터데이터

정답셋시간
오차  ․․․ (1)

위치를 예측하는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해당 위치의 

정확도와 장소 타입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우선, 위치 평가는 GPS의 정확도를 감안하여 정답 셋과 

반경 100m이내를 정확도 100으로 하며, 1km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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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데이터 구간 평가 위치 평가

위치 포함 구간 1~10 거리차(m) 1~10

127.281344 36.7607163 10:28 - 10:56 9 29.789 10 

127.280976 36.7609193 24:16 - 01:13 10 12.390 10 

127.280192 36.7612988 15:35 - 15:47 10 36.957 10 

127.281091 36.7608307 05:04 - 07:13 9 0.000 10 

126.878794 35.1521946 02:19 - 03:21 8 11.261 10 

127.280105 36.7612415 18:14 - 20:28 8 27.991 10 

127.280105 36.7612415 20:40 - 21:52 10 8.725 10 

127.282128 36.7602492 17:52 - 18:35 10 67.267 10 

127.280475 36.7614974 　 0 44.593 10 

127.280475 36.7614974 20:14 - 21:07 10 22.948 10 

127.280225 36.7612684

20:44 - 21:03
21:06 - 21:17
21:37 - 21:48
22:13 - 22:29

9 113.501 9 

127.280225 36.7612684 　 0 6.603 10 

127.28158 36.7603626 06:40 - 06:54
10:07 - 10:48 6 42.317 10 

127.280304 36.761625 　 0 0.000 10 

　 　 평가 점수 7.07 　 9.93 

표 4. 데이터의 구간 및 위치 평가

Table. 4 Evaluation of area and position data

면 정확도가 0이 되도록 판정한다.

표 3. 위치 정답률 계산

Table. 3 Calculation of position correct answer rate

① 정답 셋과 데이터의 위도, 경도값으로 거리계산 

② 계산된 거리의 차이에 따라 정확도 판정

③ 100m를 초과하였을 때,
정확도 = (1000 – 초과거리) / 1000 ․ ․ ․ ․ (2)

장소 타입은 반경 100m 이내에 존재하는 장소 타입

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정답으로 판정한다.

5.2. 개인경험지식의 평가

개인경험지식 생성 시스템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서 수집되는 GPS위치 등의 기본 정보로부터 개인의 행

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경로를 생성하는 시스

템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정답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결과와 정답 셋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5.1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수집

된 다양한 데이터 중, 주로 위치정보 값을 활용하여 머

문점, 위치, 장소 타입에 대하여 개인경험지식 생성 시

스템에 의해 산출된 값과 정답 셋 과의 비교를 통해 정

답률을 평가하였다.
우선, (1)의 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추

출된 도보, 자동차 등 이동에 대한 데이터의 구간 설정

이 정답 셋 대비 얼마나 정확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동 

구간 추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동 구간 평가는 

정답 셋의 구간 시작, 종료 지점과 데이터의 구간 시작, 
종료 지점을 표 2 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비교 평가 하여 

그 유사도에 따라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함으로

써 수행되었다. 
멈춤 구간 추출 기능에 대하여는 멈춤 구간의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판단하며, 그 후 멈춤 위치에 해당하는 

머문 장소 타입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한다. 멈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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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답 셋의 GPS와 결과 데이터의 GPS값이 

100%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두 좌표의 직선거리

를 구하여 이를 통해 위치 데이터 정확도를 평가하여 

점수화한다. 
계산된 거리 차는 위치 정확도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

는 지표가 되며 이를 통해 표 3 의 (2) 식을 이용하여, 표 

4의 위치 평가 점수가 결정되고, 구간 평가는 기존과 같

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표 4 에서 보는 결과와 같이 위

치 평가는 9.93점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구
간 평가는 7.07로 약 7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빅 데이터 기반의 지식 서비스를 위한 

주요한 기능인 개인경험지식 생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 개인경험지식 분석 시스템의 구현된 원형에 대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식 기반의 서비

스가 확산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 언급한 개인 행동에 

대한 데이터 외에 지식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경험

지식 생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모바일 환경에서 방대한 지식을 분석, 처리, 검색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기능의 개선에 활

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검색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평가 모델을 확장하여 활용함으로써 축적된 

지식의 검색 정확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식 소비자의 만

족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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