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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중요한 응용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사

용자의 위치 정보와 해당하는 서비스들의 단순 연결에 불과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 디바이

스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기반으로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

장 적합한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A-2006-(C1090-0603-0046) 

1. 서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

보들을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 살고 있

다. 특히,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응용한 다양한 연구

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초기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는 단순히 위치

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응급 시 구조요청을 하는 등

의 단편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외선 

센서, 초음파 등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실외뿐만 

아닌 실내에서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응

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해졌다[1].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의 위치 정보 습득을 기반

으로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습득

하고, 이를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

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데이터 마이

닝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3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조와 알고리즘 및 동작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4 장

에서 제안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린다. 

 

2. 관련연구 

2.1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컬으며, 유비쿼터스

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많은 응용과 연구가 이루어지

는 분야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위치를 추적 방법의 연구 분야와 위치 정보를 활용하

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위치 추적은 GPS, 적외선 센

서, 초음파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홈 네트워크 환경과 같은 실내 환

경에서의 위치 추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초음파 센서

와 삼각측량법을 활용하는 AT&T 의 Active Bat[2], 적

외선 센서를 이용하는 ubiTrack[3] 등 실내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꾸준히 연구 및 개발

되고 있다.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로는 사용자의 

이동성을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1]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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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란 대용량의 데이터베

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 혹은 패

턴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고도 불린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는 분

류(classification), 연관(association), 순차패턴(sequential 

pattern), 군집화(clustering), 예측(prediction) 등이 있는

데, 그 중 군집화(clustering)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특성을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

질적인 군집으로 분할하는 기법으로 전체 데이터의 

분포 상태나 패턴 등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4]. 

군집화 기법에는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분할 클러스터링(partitioning clustering), 밀

도 기반 클러스터링(density-based clustering) 등 여러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 중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계층적 분해가 상향식 혹은 하향식으로 형성되었는가

에 따라 병합적 클러스터링(agglomerative clustering)과 

분할적 클러스터링(divisive clustering)으로 나뉘어지며 

본 논문에서는 가까운 개체들끼리 군집화 시켜 특정 

조건이 될 때까지, 서로의 근처에 객체 또는 그룹을 

연속적으로 합치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한

다[5]. 

 

3. 사용자 위치에 따른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 

3.1 시스템 아키텍처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위치에 따

른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1 은 사용자 위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제안된 시스

템은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 각종 프로파일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 병합기,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 서비스 매니저로 구성된다.  

 

(그림 1) 시스템 아키텍처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는 홈 네트워크 환경내의 적

외선 센서들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받아 정의

된 집안의 좌표 값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 값을 분석

하여 컨텍스트 병합기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적합한 서

비스를 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3 가지 프로파일을 관

리한다. 

● 사용자 프로파일: 사용자의 이름, 성별, 직업, 취미 

등의 사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부가 정보들을 담

고 있다. 이 프로파일은 사용자를 구분 짓고 해당 사

용자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다.  

● 디바이스 프로파일: 디바이스의 제품번호 및 구입

시기, 제공하는 기능 등과 같은 디바이스에 대한 전

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 프로파일은 사용자 

프로파일과 접목되어 상호작용 프로파일의 정보를 생

성하는데 이용된다.  

● 상호작용 프로파일: 사용자와 기기 간의 상호 작용

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언제, 어느 위치에서 

사용자가 어느 기기와 얼마나,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

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상호작용 프로파일에 기

록된다. 이 프로파일에는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를 통

해 계산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좌표값이 

저장되며,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를 통한 군집화 

과정에서 군집을 구분할 수 있는 클러스터 값이 존재

한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홍길동이 TV 의 볼륨을 조정하는 경우도 

하나의 상호작용에 포함된다.) 그 상호작용의 빈도수

는 가중치(weight) 값에 수집되고, 이에 따라 특정 사

용자와 특정 기기 간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이를 기

반으로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 

컨텍스트 병합기는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를 통해 

분석된 위치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프로파일 

정보를 취합하여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는 컨텍스트 병합기를 통

해 받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위치에 기반

한 적절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수

행한다. 병합적 클러스터링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

주 상호작용 한 장소들을 군집화하고, 현재의 위치 

정보가 속한 군집 내에서의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매니저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의 알고

리즘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다양

한 이동단말기와 디지털기기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2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상호작용 프로파일 정보들을 군집화한 후 지능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호작용 프로파일에 담긴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의 

모든 정보들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특정 위치에 존재

할 때 그 위치에서 자주 이용했던 디바이스들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도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상호작용 프로파일에 담긴 정보들은 병합적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호작

용들끼리 군집화된다. 사용자가 자주 상호작용 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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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은 군집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추후 사용자는 

그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군집 내에서 수행한 상호작

용 정보들만을 분석하여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

공받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상호작용 

프로파일을 예로 들어 군집화 하는 과정을 살펴 보도

록 한다.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군집

화 과정은 아래와 같은 3 단계 과정을 거친다. 

 

Step1. 각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각 개체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개체를 군집으로 묶

는다. 

Step2. 군집으로 묶인 개체와 나머지 다른 개체들과

의 거리를 비교한다. 

Step3. 그 중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개체를 포함하는 

군집을 형성한다. 만일, 군집을 포함하는 것보다, 

새로운 군집끼리 묶는 것의 값이 더 작다면, 새로

운 군집을 만든다. 모든 상호작용의 군집이 다 지

어질 때까지 Step2 와 Step3 을 반복한다. 

 

표 1 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작성한 상호작용 

프로파일이다. 이는 그림 2 와 같은 가상 홈 네트워크 

환경 구조도에서 점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 점들은 홈 네트워크 안에 설치된 위치 추적 시스

템을 통해 얻은 X 와 Y 의 좌표값이다. 

 

(그림 2) 가상 홈 네트워크 환경 구조도 

<표 1> 상호작용 프로파일 예제 

iID axisX axisY uID dID weight cluster

1 150 50 홍길동 TV_01 12 0 

2 130 55 홍길동 PC_01 7 0 

3 80 80 홍길동 Printer_01 10 0 

4 100 85 홍길동 Light_01 14 0 

5 95 91 홍길동 Audio_01 3 0 

 

Step1. 

 표 1 의 상호작용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병합적 클러

스터링 분석기의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

시켜 군집화를 하게 된다.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Euclidean 거리법(Euclidean Distance)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6].  

 

거리  = 

만약, iID1 과 iID2 의 거리를 Euclidean 거리법을 이

용해 구한다면, 

 

 

 

이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개체들 사이의 거

리를 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개체들 사이의 거리 

iID 1 2 3 4 5 

1 0.0 - - - - 

2 20.6 0.0 - - - 

3 76.2 55.9 0.0 - - 

4 61.0 42.4 20.5 0.0 - 

5 68.6 50.2 18.6 7.8 0.0 

 

표 2 에서 iID4 와 iID5 의 거리가 7.8 로 가장 작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묶어 군집 C(4,5)

를 생성한다.  

 

Step2. 

이렇게 생성된 군집과 각 객체 사이의 거리를 구하

기 위해 첫 번째 군집에 속한 임의의 두 개체와 아직 

군집에 속하지 않은 각 개체 사이의 거리를 최단 연

결법(single linkage method)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한다

[4]. 

  

최단 연결법 = ],|),(min[),(
2121
cycxyxdccd ∈∈=  

 

 

 

 

 

 
<표 3> 두 번째 군집과 개체들 사이의 거리 

ID (4,5) 1 2 3 

(4,5) 0.0 - - - 

1 61.0 0.0 - - 

2 42.4 20.6 0.0 - 

3 18.6 76.2 55.9 0.0 

 

Step3. 

표 3 에서 C(4,5)는 iID 3 과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

문에 C(3,4,5)로 군집화 하게 된다. 다시 이 C(3,4,5)와 

각 개체간의 거리를 최단 거리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 

 

 

 
<표 4> 세 번째 군집과 개체들 사이의 거리 

ID (3,4,5) 1 2 

(3,4,5) 0.0 - - 

1 61.0 0.0 - 

2 42.4 20.6 0.0 

표 4 를 볼 때 C(3,4,5)와 iID1, iID2 각각의 거리보

다는 iID1 과 iID2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1,2)의 새로운 군집을 생성한다.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716 

 

(그림 3) 군집화가 이루어진 상태 

이와 같은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끝나면 

그림 3 과 같이 크게 두 개의 군집이 생성된다. 이렇

게 생성이 된 군집을 바탕으로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

석기는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를 통해 생성된 현재 사

용자의 위치 정보를 적용하여, 현재 사용자 위치가 

속하는 군집에서의 가중치(weight) 값을 기반으로 사

용자가 존재하는 위치에서의 상호작용 선호도를 분석

한다. 군집이 생성될 때마다 상호작용 프로파일의 클

러스터 값이 설정이 되는데, 같은 군집 내 개체들의 

클러스터 값은 서로 같다. 다만, 앞선 예제의 iID1 과 

iID2 가 군집을 이루는 것과 같이 현재의 군집에서 동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군집이 형성하게 될 때에는 클

러스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기존의 군집과 다른 클

러스터 값을 갖게 한다. 따라서, 추후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존재하는 군집

을 이 클러스터 값에 근거해 판별하여, 사용자는 선

호도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추려진 

정보들은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

게 위치 기반 서비스로 제공된다. 

 

3.3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동작과정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제안 시스템의 동작 과정 

사용자가 특정 방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그 위치

에서 사용자가 자주 동작하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

보를 알기를 원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을 통해 해당 위치에서 선호도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다. 

우선,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얻게 되

면,센서 컨텍스트 분석기를 통해 그 좌표 값을 컨텍

스트 병합기에 보내준다. 또한, 센서 컨텍스트 분석기

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위치 정보를 넘겨주어 해당 위

치에서의 상호작용들은 상호작용 프로파일에 기록된

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사용자 프로파일, 디바이

스 프로파일, 상호작용 프로파일을 컨텍스트 병합기

에 전달한다. 컨텍스트 병합기는 이 모든 정보들을 

조합하여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로 보내게 된다.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는 병합적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에 준하여 군집화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위치 정

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위치한 군집에 해당하는 가

중치 값을 통해 디바이스들에 대한 선호도를 판별한

다.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정보들은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상호작용 정보를 

병합적 클러스터링 분석기를 통해 분석하여, 해당 위

치에서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적

합한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보다 편리한 삶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작용 프로파일의 

정보 습득과 관련하여, 시간, 기후 등을 고려하는 다

양한 환경적 지식 습득을 위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하여 이동단

말기 상에서 현재 위치와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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