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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장비의 보 으로 인한 치정보 수집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보다 실 인 인간의 이동패턴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GPS 장비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정기간의 치정보를 수집하 다. 수집

된 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기 으로 인간 이동패턴을 은닉 마코  방법을 이

용하여 도출하 다.. 결과 으로 은닉 마코  모델의 Baum-Welch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모델은 장소간 

이동에 해서는 효과 으로 표 을 하 음을 확인하다. 

1. 서론

 기술의 발 으로 보다 정확한 치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의 GPS장비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화로  

치정보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이동을 이해하기 해서 과거부터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MANET(Mobile Ad-hoc 

Network)[5], 모바일 기기에서 바이러스  경로[7], 염

병의 확산[10], 인간의 이동과 공기 오염 노출 계[11], 청

소년의 이동 패턴과 유해환경의 계[8, 12, 13], 지폐의 

이동흐름 등과 같이 연구되어 왔다.

 사람의 이동은 크게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인간의 이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심리 인 요인이 이동을 결정짓는데 큰 향을 끼친

다. 를 들면, 사람들은 주로 크고 정비가 잘된 곧은길을 

선호한다[6]. 사회  신분 한 이동 패턴의 한 요인으로서 

학생의 경우 집을 기 으로 반경 1Km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9]. 집단 이동의 경우는 군 의 이동을 로 들 수 

있다. 집단의 리더의 결정과 이동에 따라 집단 체의 이

동이 결정된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이동을 본 것으로는 

사회학  궤도(Sociological Orbit)가 있다[5]. 이는 이동 패

턴을 시간과 상의 특성에 맞춰 몇몇 고정된 장소만을 이

동하는 것으로 표 한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인간의 이동 

패턴이 93%까지 측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간의 이동 패

턴을 모델링 하 다. 약 2달간 수집된 치 데이터의 도

와 경도값을 이용하여 요한 장소를 선택하고 각 장소의 

이동 패턴을 도출하 다. 2장에서는 모델을 도출하기 해 

사용한 은닉 마코  모델에 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치정보 수집 정책을 설정하고 4장에서는 실험방법을 설

명한다. 5장에서 실험에 한 결과 분석을 하고 6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은닉 마코  모델(Hidden Markov Model)

 은닉 마코  모델(HMM)은 측 문제들의 해결에 용

되며 나아가 복잡한 상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HMM에서는 상태가 은닉(hidden)이 되어 보다 복잡한 모

델을 표 할 수 있다. HMM은 세 가지 매개 변수를 가지

며 HMM학습은 상을 설명하는 최 의 매개 변수를 찾

는 훈련 과정이다. 다음은 세 가지 매개 변수이다.

Θ= (A, B, π)

상태 이 확률 A

 상태간의 이동을 나타낸 확률 행렬로써 aij는 시간 t에 상

태 si　에 있다가 시간 t+1에 sj로 이동할 확률이다. n은 상

태의 개수를 의미한다.

            ≤   ≤ 


 



  

측 확률 B

 어느 상태에서 측될 기호의 확률을 나타낸다. bj(vk)는 

상태 sj　에서 기호 vk가 측될 확률이다. m은 기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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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의미한다.

              ≤  ≤   ≤ ≤ 


 



   

기 상태 확률 벡터 π

 HMM이 어느 상태에서 시작할 지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πi는 상태 si에서 시작할 확률을 의미한다.

    ≤  ≤ 


 



  

HMM은 Θ를 이용하여 모델을 표 하고 매개 변수에 따

라 모델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한 Θ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HMM의 세 가지 알고리즘

 우선 HMM에는 기본 으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세 가

지 알고리즘이다.

세 가지 문제

· 측열을 가지고 측 확률 계산

· 측열을 가지고 상태열을 알아내는 것

· 측열을 가지고 HMM 모델을 알아내는 것

세 가지 알고리즘

· Forward-backward 알고리즘을 이용한 확률평가

· Viterbi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코딩

· Baum-Welch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은닉

HMM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간의 이동을 모델화 

할 수 있다. 수집한 치 데이터를 측열로 사용하면 

Baum-Welch 알고리즘을 통해 기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3. 치 정보 수집 정책

 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해서는 여러 가

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 치 정보 수집 방법과 수집된 

치 데이터의 해석에 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치 정보 수집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

므로 GP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휴  기기를 사용하도

록 해야 한다. 사용 기기로는 스마트폰(iPhone, Android)와 

GPS 측정 문 도구인 GARMIN 한  GPSmap 62s을 이

용한다. 치 데이터는 기본 으로 일정시간(5 나 10 와 

같이)에 한번 씩 치를 측정하고, 이동하 을 경우에는 연

속 으로 치를 측정하도록 설정하 다.

 GPS는 인공 성을 사용하여 치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함을 염두 해 두어야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동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지 을 추 하면 

오차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GPS 성과 통신을 할 수 없

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를 들면, 건

물 내부로 들어간 경우나 지하철과 같은 운송 수단을 이용

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이처럼 치 정보 손실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  수 있다.

· 치 정보 값이 변하는 경우는 교통수단(지하철) 사용

· 휴 기기의 력이 다 되는 경우는 와 동일

· 인근의 치 정보는 건물 내부 활동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와 휴 기기의 력이 다 된 경우는 

두 치간의 보간을 통해서 장소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치 정보들은 장과 처리가 손쉽

게 되어야 하며 장기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정보 풀을 운

 하도록 해야 한다.

4. 은닉 마코  모델 생성

 모델 생성 환경은 다음과 같다.

· 운 체제 : Mac OS X 10.7.5

· 언어 : C, C++

· GPS수신기 : GARMIN 한  GPSmap 62s

· 사용 툴 : UMDHMM, Google Earth

그림1은 수집된 치 데이터를 Google Earth로 나타낸 것

으로 본교 학생이 2011년 7월과 8월, 2달 간 GPS장비를 

휴 하여 얻은 치 정보이다. 치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10 ) 간격 혹은 이동할 때 수집되어 졌다. 은닉 마코  

모델을 생성하기에 앞서 해당 치 데이터를 UMDHMM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한다. UMDHMM은 

은닉 마코  모델 제작툴로 Forward-backword, Viterbi 

그리고 Baum-Welch 알고리즘이 구 되어 있다. 

UMDHMM은 측열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따라

서 GPS 데이터를 다음의 순서 로 처리하 다.

 · 치 데이터의 이동 범  확인

 · 이동 범  역 경계 설정

 · 이동 역의 분할(셀 생성)

 · 셀 내의 치 데이터 개수 측정

 · 상  75% 는 50%의 셀 선택

 · 선택된 셀로 클러스터 생성

 · 클러스터 측 순서 생성

치 데이터 에서 도와 경도의 최 과 최소 을 구

하여 이동범 를 구한다. 구한 범 에 1㎞ 정도의 여유를 

주어 처리할 치 역을 설정한다. 그림 1을 보면 넓이가 

약 28㎞ × 15㎞인 치 데이터 역을 란색 경계로 표

하 다. 다음으로 역을 가로 1㎞, 세로 1㎞의 1㎢ 크

기의 작은 사각형 역(셀)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역은 

그림2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일반 인 이동 행태에 따

라 1㎢ 크기의 셀로 역을 나 었다. 성인의 평균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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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약 4 - 6Km/h로 단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으로 사람들은 일정 거리 이상을 이

동할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목 지에 도착 후에는 

걷거나 일정 지역에 머무르는 상태가 가진다. 1㎢는 걸어

서 이동하기에 한 범 로써 치 정보가 많이 수집된 

셀은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된다. 측 값이 많은 상  셀을 

선택하고 인 한 셀들을 결합하여 10개 이하의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단, 선택된 셀들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각 

셀들이 각각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하 다. 이 게 생성된 

클러스터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세

부 인 정보는 표1에서 보여 진다. 

(그림 1) 이동 경로와 GPS의 이동범

(그림 2) 이동범  분할

(그림 3) 클러스터 결과

Cluster #1 홍익 학교 정문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62207, 126.923085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53198, 126.934394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1381

Cluster #2 홍익 학교 문(상수역)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53198, 126.911777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44188, 126.923085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2048

Cluster #3 홍익 학교 제4공학 (연구실)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53198, 126.923085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44188, 126.934394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29575

Cluster #4 부천(친구 집)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44188, 126.730842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35178, 126.742150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4194

Cluster #5 자택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35178, 126.730842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26168, 126.742150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26437

Cluster #6 당산역
좌측 상단 ( 도, 경도) 37.535178, 126.889160

우측 하단 ( 도, 경도) 37.526168, 126.900469

군집내의 치 데이터 수 1010

<표 1> 클러스터 결과 정보

마지막으로 치 데이터가 각 클러스터 내에서 측되는 순서

를 구하여 UMDHMM를 통해 인간 이동 모델을 생성하 다.

5. 결과  분석

(그림 4) 인간 이동의 은닉 마코  모델

 2 개월간의 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6곳의 자주 방문

하는 장소에 한 은닉 마코  모델을 구하 다. 은닉 마

코  모델은 Θ로 표 을 하며 도출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은닉 마코  모델 Θ 

  Θ= (A, B, π)

· 상태 이확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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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측 확률 B

 B =  
     
     
     
     
     

 

· 기 상태 확률 π   

 π =      

은닉 마코  모델을 통해 얻어진 인간 이동 모델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해서 그림4와 같이 그래 로 표 을 할 

수 있다. 각 상태들은 서로 다른 측 확률을 가지고 있으

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출된 모델을 보면  세 가

지의 의미 상태를 가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첫째, 상태1, 

3, 4는 본교의 제4공학  그리고 상수역 사이에서의 움직

임을 나타낸다. 즉, 이 세 상태들은 1, 4, 3의 순서로 반복

되어 나타나면서 학교에서 지낸 시간을 나타내었다. 두 번

째, 상태2는 학교 근처와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

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상태5는 피실험자 학생의 친구 

집을 나타내었다. 부천의 경우는 치 데이터 수집 기간 

에 수번의 방문이 있어 이번 모델에서 의미 있는 장소

가 되었음을 확인하 다. 에서 설명한 세 가지 의미 상

태는 피실험자 학생의 주요한 이동 패턴을 간략하게 설명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 이동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실제 이동했던 경로를 통해 유의미한 장소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인간 이동 모델 도출에 사용한 

치 데이터로도 기본 이나마 이동 패턴에 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치 데이터 수집의 방식의 차이의 의

해 이동하는 경우가 정지해 있는 경우보다 많은 측 데

이터를 수집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처리해야 한다. 

나아가 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실

제 이동과 일치하는 정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치 정보의 보다 효과 인 처리를 해서 클러스터

링 방법을 개선하여 의미 있는 장소들을 추출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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