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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advance in smartphones, users are allowed to use mobile applications anytime anywhere, and 

change their way to interact with smart environment and people. As a result, the need for developing context-aware 

applications on smartphones has a great attention from users and developers. 

This paper proposes a context-aware framework for supporting UI/UX of smartphones. The proposed framework 

collects a wide range of sensory data from smartphones and allows developers to analyze and model context models 

for their desired apps. In addition, it also supports real-time inference within the apps to make them to adapt to 

context. In order to show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framework, we introduce two smartphone apps: context-aware 

home screen and automatic detection of smartphone problem use.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proposed framework 

will help developers easily implement their apps with respect to context-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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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 기기가 리 보 됨에 따라 모바일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한 UI/UX를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응용이 활발하게 개발  확산되고 있

다. 스마트 기기에서 지도앱으로 리 쓰이고 있는 

구 맵1)은 사용자의 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지도

를 활용해  치의 지리정보와 교통정보 등을 제

공한다. BerlinTainment 시스템은 치 정보를 기

반으로 동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응용이다[21]. 증강

실 분야에서도 치  방향 정보를 활용해 사용

자 주변과 련된 정보를 시각화하는 응용이 개발

되었다[20]. 헬스 어 역에서도 사용자의 생체신

호  활동 정보를 활용하는 모바일 응용이 개발되

고 있다[22]. 이러한 응용은 상황정보를 토 로 사

용자에게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응용 개발은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상황인식 응용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개

별  요구 조건과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

들 응용의 개발을 효과 으로 돕기 해서는 일

된 로세스를 제공하는 임워크가 필요하다. 

상황인식 응용을 개발하기 해서는 다양한 센싱 

정보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처리하고 가

공하여 응용에 활용 가능한 상황정보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한 변환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앱

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

한 공통 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상황인식 

응용 개발을 한 임워크 개발이 요하다. 

이를 한 연구로서 모바일 기기를 해 다양한 

상황인식 임워크가 제안되었다. 창기에는 모

바일 기기를 한 임워크가 제안되었으며[13], 

이후에는 휴 폰에서의 상황인식 응용을 한 

임워크가 제안되었다[1, 2, 3]. 하지만 기존 연구

는 창기 스마트폰을 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1) http://maps.google.com.

앱과 터치 인터페이스, 센서 등 휴먼 인터 션 장

치를 내장하고 있는 최근의 스마트폰에서의 센싱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으며, 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워크 특성상 사용자의 상황을 고

려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한, 센

싱 데이터 수집, 상황 모델링  사용자 응용 내 

동작을 한 로세스를 연계하고 있지 않아 실질

인 상황인식 UI/UX를 갖는 응용 개발에 어려움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환

경에서 사용자 심의 UI/UX 지원을 한 상황인

식 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임워크는 사용자 앱 사용 

정보, 스마트 기기 상태 등 다양한 센싱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활용한 상황 모델링을 지원한다. 한 사

용자 앱에서 동작 시 상황 모델을 활용해 UI를 동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 정보 기반의 추론을 지

원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임워크의 유용함을 

보이기 해 상황 정보 기반의 바탕화면과 스마트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응용을 소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련 연구 소개를 하고 제 3장에서는 제안하는 상

황인식 임워크를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제

안한 임워크 기반의 앱을 소개한다. 제 5장에

서는 향후 연구와 함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응용 개발을 한 상

황인식 임워크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수

행되어왔다. 기에는 PDA와 UMPC 등의 모바

일 기기를 한 상항인식 임워크가 제안되었

다. Soar는 센서에서 수집되고 벌 처리된 수

의 상황정보를 그 로 사용하거나 단순한 규칙

과 연계한 상황인식 지원에 을 두고 있다[10]. 

CARISMA는 모바일 상황인식 응용을 한 

임워크이며, 응용이 주변 상황에 따라 반응하도록 

하는 규칙을 지정하여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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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8]. 상황인식 모바일 서비스를 한 미

들웨어는 모바일 기기의 상황정보를 활용한 응

용을 개발하기 한 임워크를 제공한다[7, 9]. 

wear-UCAM은 생체신호 센서를 포함하는 사용

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동

작하는 응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JCAF

는 자바 기반의 모바일 상황인식 임워크이며 

센싱 계층, 상황 정보 리 계층  응용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5].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한 상황인식 임워크

가 제안되었다. 기에는 각 OS 공 사에서 SDK

를 제공함에 따라 다양한 응용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ContextPhone은 센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응용에 제공하는 임워크를 제공한다[18]. 

이 임워크는 스마트폰에서 수집 가능한 다양

한 정보를 수집, 리  제공하지만, Nokia 60 

같은 기의 스마트폰을 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의 스마트 기기에서의 개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개인화된 헬스 어를 한 상황인식 임워크도 

건강 리 한 도메인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센싱 

데이터를 활용해 상황정보를 추론하 다[23]. 연세

학교는 휴 폰에서의 상황인식 개발을 돕기 

해 상황 정보를 모델링하고, 이를 활용한 응용 개

발을 돕기 한 상황인식 임워크를 제안하

다[3]. 이 연구는 휴 폰에서의 센싱과 상황 모델

링과 추론을 제공하지만 창기의 휴 폰을 상

으로 하고 있어 센싱 데이터의 범 와 경량화된 

상황 추론을 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포

항공 는 휴 폰 상황인식 응용을 한 온톨로지

를 지원하는 상황인식 임워크를 제안하 다 

[1]. 하지만 온톨로지 기반 서비스 특성상 새로운 

정보에 한 온토로지 재구성이 복잡하여 사용자 

모델 기반 서비스 구성이 번거롭다. 통합형 서비

스를 한 상황인식 임워크도 이와 비슷한 방

법으로 상황인식을 제공한다[14].

따라서 기존의 임워크는 재의 스마트 기기

를 한 지능형 UI/UX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먼  창기의 PDA나 UMPC 환경은 스마

트 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센싱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 PDA나 UMPC는 기존의 PC 환경과 유사

한 컴퓨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국한된 센싱 데이

터만을 수집한다. 한 최근의 스마트 기기는 앱 마

켓(App Market)을 통한 생태계가 구축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계로 앱 사용의 시작과 끝

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스마트폰을 한 상황 인

식 임워크는 스마트폰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안하는 상황인식 임워크는 최근의 스마트 

기기의 특성을 반 하고 효과 인 UI/UX를 지원

하기 해 스마트 기기에서의 지속 인 센싱 데이

터 획득, 다양한 센싱 데이터 기반의 상황 모델링 

 상황정보 기반 응용을 지원한다. 센싱 데이터 획

득은 스마트 기기 장치 내외의 다양한 센싱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 모델링은 사용자 응용의 UI/UX 성

능 개선에 활용 가능한 상황 모델을 생성한다. 그리

고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 시 지원을 한 처리 

알고리즘과 모델 기반의 실시간 분류  측을 연

계한 앱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한 임워크

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리 쓰이는 스마트폰 바탕

화면과 사용자를 지속 으로 리하는 스마트폰 문

제  사용 감지 앱에 용하여 실제로 활용 가능함

을 보 다. 다음 에서 제안하는 상황인식 임

워크에 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3. 스마트 기기 UI/UX를 한 상황
인식 임워크 

제안하는 상황인식 임워크는 스마트 기기의 

UI/UX 개발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 지속

인 센싱 데이터 수집, 상황 모델링  실시간 상황 

추론을 지원한다. 센싱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의 일

반 인 사용행태를 얻기 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

하는 동안 지속 으로 실행된다. 상황 모델링은 오

라인 처리 단계로써 상황 모델을 만들기 해 스

마트 기기에서의 수집된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처

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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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정보를 이용에 사용자 앱에 활용될 상황 모델을 

생성을 지원한다. 사용자 응용은 상황 모델과 처리

된 상황정보를 통해 UI/UX에 사용될 상황정보를 

추론하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그림 1]

은 제안하는 상황인식 임워크를 나타낸다. 

[그림 1] 상황인식 임워크

[그림 1]과 같이 제안한 임워크는 데이터 센

싱 계층, 상황 계층  응용 계층 3계층으로 구성된

다. 데이터 센싱 계층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상황 계층

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 모델링을 수행

하고, 생성된 상황 모델기반 추론 결과와 수집된 상

황정보를 사용자 응용에 제공한다. 사용자 응용은 

 상황과 련된 동작과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의 

UI/UX가 하게 반응하도록 구성한다.

3.1 센싱 계층

센싱 계층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의 상황을 악하기 해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 가

능한 다양한 센싱 정보를 수집하고 장한다. 센싱 

정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크게 사용자 정보, 단말

기 련 정보  앱 사용 정보의 3가지로 나뉜다. 

사용자 련 정보는 사용자의 상황을 기술하는 정

보로써, GPS 치, 사용자 일정, 재 시간, 화통

화 정보, 단문자 송수신 정보 등이 해당된다. 단말

기 련 정보는 단말기의 재 상태를 나타내며, 배

터리의 남은 용량  원 연결 상태, 화면 상태, 데

이터 송수신량, 3축 가속도 값, 3축 자기장 값, 블루

투스 상태  주변 장치 정보, 무선랜 AP 정보, 무

선망 Cell ID, 기기 셋  설정  변경 시간 등이 해

당된다. 그리고 앱 사용 정보는 활성된 앱, 재 실

행 인 앱, 실행시간, push-event(SNS 수신 알

림)등이 포함된다. <표 1>은 센싱 정보 종류에 따

른 센싱 데이터 목록을 나타낸다.

정보 종류 센싱 데이터

사용자 
련 정보

GPS 치, 사용자 일정, 시간, 화송 
수긴, 단문자 송수신

단말기 
련 정보

배터리의 남은 용량  원 연결 상태, 
화면 on/off 상태, 데이터 송수신량, 3축 
가속도 값, 3축 자기장 값, 블루투스 상태 
 주변 장치 정보, 무선랜 AP 정보, 

무선망 Cell ID, 셋  설정  변경 시간

앱 사용 
정보

활성된 앱 목록, 재 실행 인 앱, 
실행시간, 앱 련 푸쉬 이벤트

<표 1> 센싱 정보

데이터 로깅에서는 센싱 데이터는 발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장된다. 단문자서비스, 화통화 등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

을 때 이를 가로챈 뒤 련 정보를 장한다. 반면 

가속도처럼 연속된 값을 가지는 센싱 정보는 일정

한 주기로 장된다. 그리고 이벤트를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주기 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련 정

보를 장한다. [그림 2]와 같이 데이터 센싱 계층

은 데이터 샘 링(Data sampling), 데이터 처리 

(Data preprocessing), 데이터 로깅(Data logging) 

 자동 백업 리기(Auto backup manager)로 

구성된다. 데이터 샘 링은 스마트 기기 내 물리

 센서  SW  센서와 연동되어 이벤트 통해 

련 데이터를 획득한다. 데이터 처리기는 센싱 

모듈과 연결되는 직․간  이벤트 헨들러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로깅 모듈은 수집된 

데이터를 로컬 DB에 장한다. 자동 백업 리기

는 사용자의 일반  사용행태 간섭을 최소화하기 

해 Wi-Fi가 연결되어 있고, 사용자가 앱을 사

용하지 않는 상황이 감지되면 로컬 DB를 클라우

드 서버에 장한다. 클라우드 서버는 수집된 로

컬 DB를 클라우드 DB에 장하고, 단말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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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주기 으로 확인한다. 

[그림 2] 데이터 센싱 구조

3.2 상황 모델 계층

제안하는 임워크는 상황인식 모델을 생성하

기 해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에 용되는 알

고리즘 에서 스마트 기기의 UI/UX에 합한 경

량화 처리를 심으로 활용한다[16, 19]. 본 임

워크의 처리  모델링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에 

한 처리, 상황 모델링을 지원한다. 처리는 센

싱된 데이터를 상황 모델 생성에 활용하기 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특징 값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특징 추출은 가속도 값처럼 연속형 센싱 데이터에

서 이를 표하는 값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순차 으로 수집된 센싱 값에서 특정 

부분을 도우를 설정하고, 연속형 값의 평균값이

나 분산을 활용한다. 이산화는 수집된 데이터를 상

황 모델링의 복잡도를 이기 해 연속된 값을 

정해진 수의 값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다. 이산화는 

감독자  비감독자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림 3] 상황 모델링의 부분 인  흐름

상황 모델링은 UI/UX에 사용될 상황 정보를 추

론하기 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련 센싱 데이터

를 연계하여 주요 특징 값을 추출하고 추론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특징 추출은 이산화된 센싱 정

보를 에서 상황 모델에 사용될 특징 정보만을 선

택하는 과정이다. 모든 상황정보를 활용하면 처

리와 추론 시 계산양도 많아지고,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의 특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양한 센싱 데이터에서 특징 정보

를 선택하기 해 주성분 분석인 Principal Com-

ponent Analysis, 특징의 엔트로피를 활용하는 In-

formation Gain, 특징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방

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이후 상황 모델의 

구조를 구성하고 련 테이블을 생성하는 상황 모

델 구성이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하고자 하

는 모델에 따라 한 기계학습 기법이 선택 으

로 용된다. 모바일 기기의 성능을 고려해 모델 생

성과 추론이 비교  단순한 알고리즘을 선택하 다. 

제안하는 임워크는 선형분류 알고리즘 에서

는 Naive Bayes, Logistic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확률모델 에서는 Ba-

yesian Network와 Decision Tree를 활용한다. 상

황 모델이 구성되면 처리와 상황 모델링을 통해 

처리 정보, 추론모델 종류, 추론모델의 구조  

련 확률 테이블이 얻어진다. [그림 3]은 이러한 

처리  상황 모델링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3.3 응용 계층

응용 계층에서는 사용자 응용에서 상황 모델을 

활용하는 단계로써 상황 모델이 사용자 앱에 내장

되어 실행되면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앱의 UI를 

제어한다. 이 계층은 처리  상황 모델링 단계

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센싱 데이터 

획득  처리, 상황 모델 기반 추론을 수행한다. 

실시간 데이터 획득  처리는 센싱된 데이터에

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상황 모델에서 활용하는 센

싱 데이터만을 선택 으로 수집한다. [그림 4]는 

상황정보 기반 응용의 동작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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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황정보 기반 응용의 동작 흐름

상황 모델 기반 추론은 상황 모델 생성 시 구성

된 매핑 테이블을 참고하여 재 센싱된 데이터에 

한 이산화를 수행하고, 수치 값으로 변환된 재 

상황 정보와 기 생성된 상황 모델을 활용하여 응

용에서 활용할 상황 정보를 추론한다. 추후 사용을 

해 타겟 클래스의 값과 련 확률 값 목록 두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 추론 결과는 상황정보 

리기에 달되어 사용자 앱과 연동된다. 사용자의 

앱은 동작에 필요한 상황 정보를 선언하는 조건을 

상황 리기에 등록하고, 이후 해당 상황이 발생하

면 련 정보를 활용하여 UI를 갱신한다. 

4. 구   응용

4.1 구

제안하는 임워크는 리 사용되고 있는 안

드로이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 해 안드로이

드 SDK와 Java를 기반으로 데이터 로깅 앱, 상황 

모델링 도구, 그리고 상황추론  리 모듈 형태

로 구 되었다[그림 5]. 먼  데이터 로깅 앱은 스

마트 기기에서서 실행되면서 지속 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기 으로 데이터 수집 서버에 송한

다. 특히 사용자의 정상 인 사용에 향을 주지 

않기 해 사용자에게는 직 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실행되는 후면앱으로 구 되고, 지속 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스마트 기기 재구동

시 자동으로 실행된다. 한 스마트 기기의 메모

리 부족을 해결하기 해 장된 데이터는 배터리 

충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버에 송된다. 

[그림 5] 임워크 구  환경 

상황 모델링 도구는 기 개발되어 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마이닝 련 라이 러리인 Weka를 기

본으로 활용하 으며 추가 으로 필요한 기능을 

부수 으로 구 하여 구성하 다[4]. 먼  처리

를 해 센싱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필

터링을 한 기능 라이 러리고 구성하 으며 이

산화 기능을 해 Weka에서 이산화 기능을 분리

하여 라이 러리로 구성하 다. 한 이동통신 망

의 셀 정보를 치 정보를 변환하는 기능과 클러

스터를 생성하기 한 K-means 알고리즘을 라이

러리 형태로 구 하 다. 그리고 특징 값 선택을 

해 Weka의 이산화 기능과, 앞에서 언 한 5가

지 모델링 알고리즘을 각각 라이 러리화 하 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앱을 한 데이터 센싱 모듈, 

상황정보 추론 모듈, 그리고 상황 리 모듈을 

Android 환경에서 구 하 다. 데이터 센싱 모듈

은 데이터 로깅 앱의 기능 에서 센싱 부분을 활

용하 다. 상황 추론 모듈은 제한된 리소스를 갖는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을 해 Weka 라이 러리  

추론 알고리즘 부분만을 분리하여 모듈화 다. 상

황 리기는 Java로 구 되었으며, 센싱된 상황정

보와 추론된 상황정보를 리하고 사용자의 앱에

서 요구한 상황정보를 제공하도록 구 되 다.  

4.2 응용

제안하는 상황인식 임워크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제안한 임워크를 

활용한 로써 동  바탕화면 앱과 스마트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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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  바탕화면 앱의 동작 구조 [그림 7] 동  바탕화면 앱의 추천 성능

4.2.1 동  바탕화면 앱

일반 으로 바탕화면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의 이용 목 과 선호도에 따라 구성한 앱을 

시각화하는 바탕화면 앱의 일종이다. 최근 스마

트폰은 앱을 유통하는 랫폼인 앱 마켓과 연동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용가능 한 앱이 다양해

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는 수백 개의 앱을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특성상 사용자들은 

10개 내외의 앱을 갖는 화면을 통해 앱을 선택해

야하고, 새로 다운 받은 앱은 바탕화면에 어떻게 

구생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동  바탕화면 앱은 이러한 단 과 사용자의 번

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임워크를 활용하

여 앱을 측하고 일부만을 선택 으로 바탕화면

에 추천한다[12]. 모델링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앱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 고,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려해 Naive Bayes 분류기

를 추론 모델로 활용하 다. 사용자 응용 실행 단

계에서는 생성된 Naive Bayes 추론모델을 활용

하여 앱 별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계산하 다. 상황 리기는 추론 모듈로부터 앱 이

름  사후 확률 목록을 리하고, 바탕화면이 실

행되면 이들 정보를 제공하 다. [그림 6]과 같이 

동  바탕화면 응용은  상황에 사용될 앱의 사

후 확률 순 에 따라 상  6개만을 선택하고, 이들

을 확률 값에 따라 순차 으로 화면에 배치하 다. 

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자주 사용되는 앱을 

강조하기 해 앱의 사후 확률 변화가 가장 큰 앱

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앱아이

콘의 배경색을 변경하 다. 

제안하는 동  바탕화면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 으

며, 앱 추천을 한 상황 모델을 구성하고 앱 측 

성능을 평가하 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 사용

자 동의하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앱 리 기능을 제

공하는 앱을 Android 마켓에 6개월간 배포하 다. 

앱 사용자 에서 한 달 이상 사용한 24명을 선택

하 으며, 이들은 평균 90일간 사용하 다.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을 고려해 Naive Bayes를 추론 모

델로 활용하 으며 사용자별로 앱 추론 모델을 구

성하 다. 앱 측 성능을 비교하기 해 앱의 사용 

빈도에 따라 측하는 Most Frequently Used 

(MFU) 방식의 앱 추천 기법을 기본 비교 기법으

로 활용하 다. MFU 방식은 앱 사용 빈도만을 사

용하므로 별도의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추천기법이다. 스마트폰의 제한된 화면 크기를 고

려해 추천되는 앱 개수를 1～10개 까지 늘이면서 

두 가지 추천모델의 앱 측 정확도를 측정하 다.  

[그림 7]과 같이 바탕화면에서 Naive Bayes 기

반 추론 모델의 정확도는 은 수의 앱 추천에서 

성능이 MFU 기법보다 월등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1～4개 까지 앱 추천은 Naive Bayes 모델이 

유용하고, 앱의 수가 늘어나면 측 정확도의 차

이가 어듦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  바탕화면 

기능은 은 수의 앱을 새로 구성하는 스마트폰 

바탕화면 응용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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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스마트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앱

스마트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앱은 사용자의 

앱 사용 정보를 포함한 상황정보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스마트폰 문제  사용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

하는 앱이다. 최근 언제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스

마트폰의 유용성  근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

용 시간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폰 사용은 개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에 향을 주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앱은 제안한 

상황 인식 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스마트

폰 문제  사용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련 정보를 

제공하기 해 개발되었다. [그림 8]과 같이 스마

트폰 문제  사용 감지앱은 실시간 모니터링, 사

용 앱 리 그리고 스마트폰 문제  사용 정도 평

가로 구성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각종 센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고 분석하여 재의 사용 정도를 상태창에 주기

으로 갱신한다. 사용 앱 리는 사용 인 앱이 얼

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를 일간, 주간  월간 

통계로 보여 다. 그리고 스마트폰 문제  사용 

평가는 앱, 세션  문제  사용정도가 보통의 사

용자 그룹과 비교해 치하는 분포를 나나낸다. 

사용자는 이러한 스마트폰 문제  사용 감시와 평

가 기능을 통해 자신의 문제  상태를 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스마트 기기 문제  사용 자동 감지 앱

문제  사용 감지 앱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일

반 사용자를 모집하고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 다. 

사용자는 미국 피츠버그 시에 거주하는 18～32세 

사이의 26명의 사용자를 모집하 으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와 문제  평가지수를 수집

하 다. 스마트폰 문제  사용 측정은 Koo의 스마

트폰 독 스 일(Smartphone Addiction Scale)

에서 독 련 7개의 질문과 Bianchi의 문제  사

용 스 일(Mobile Problematic Usage Scale)의 

27개를 통합해 활용하 다[6, 17]. 이후 문제  사

용자 그룹을 정의하기 해 문제  사용 수치 상  

20%인 사용자를 문제  사용자로, 나머지 사용자

를 정상  사용자로 나 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문

제  사용 지수를 객 으로 단하기 해 사용

자로부터의 사용자 련 정보, 단말기 련 정보, 

앱 련 정보  세션 사용 정보(화면 on에서 off

까지의 사용 내용)를 수집하 다. 특징 값을 선택

하기 해 타겟 클래스에 한 Information Gain

을 활용하 으며, Naive Bayes를 용해 문제  

사용 평가 모델을 생성하 다[11]. [그림 9]는 문제

 사용자 5명(피실험자 7, 21, 13, 5, 10)과 정상  

사용자 21명(나머지 피실험자)을 상으로 한 스마

트폰 문제  사용 감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 스마트 기기 문제  사용 감지 결과

[그림 9]와 같이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

에 따라 문제  사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피실험자 4명(7, 13, 5  10)은 추론 결과가 

0.5보다 높으므로 문제  사용자로 분류가 되었

으며, 나머지 22명은 문제  사용자가 아닌 것으

로 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상황 모델

이 스마트폰 문제  사용을 스마트폰 사용정보

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안한 임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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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사용 감지와 이를 활용한 자기 심 인 

스마트폰 사용 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활성화된 스마트 기기 앱의 UI/ 

UX를 지원하기 해 상황인식 임워크를 제안

했다. 제안한 상황인식 임워크는 스마트 기기

에서 센싱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

석, 활용하여 UI/UX를 한 상황 모델을 생성하

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과 상황정보는 사용자 응용

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UI/UX를 제어하는 데 활

용되었다. 제안된 임워크는 가장 많이 이용되

는 스마트폰의 바탕화면 응용과 스마트폰의 문제  

사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응용에 용되었다.

추후 연구로는 응용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과 모델링을 쉽게 하기 한 효과 인 GUI와 API

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센싱 데이터 수집 단계

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속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GUI가 개발되어야 하며, 상황 모델링 단계

에서는 간단한 라미터 조정을 통해 쉽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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