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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이 휴 용 치정보 수집 장비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이동 정보인 치정보들

을 모으는 일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치정보들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이동 모델을 나타내

고자 하 다. 이동 정보들은 머물러 있는(Stay)상태와 이동하는(Moving) 상태로 나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가 군집화가 되어 연쇄 모델속의 하나의 상태(State)로 나타나 질 수 있다.
물론 이동 정보들을 통해 연쇄모델 속 각 상태간의 이 확률 한 계산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본 논문에서는 기 치 최 화 기반 군집화 과정을 통해 연속시간 연쇄 모델의 형태로 인간의 

이동성을 표 하 다. 한 이러한 모델에서 표 군집(macro)과 그 부속 군집(micro)을 표 할 수 있

었고 이러한 모습은 표 인 큰 군집 속의 작은 군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 서론

   과학·산업이 발 함에 따라 다양한 학문분야의 발  

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이동 패턴 모델에 한 

연구 한 과거부터 재까지 요한 분야  하나로써 

발 해가고 있다. 인간의 이동 패턴 분석에 한 연구  

하나에서는 인간의 이동 패턴이 93%까지 측 가능하다

고 말하고 있다[1]. 사람들이 휴 용 치정보 수집 장비

나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이동정보인 치

정보들을 수집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의 이동 패턴에 해 좀 더 높은 측을 가능하게 만

들었다. 이러한 치 정보 수집 기능은 장비내의 GPS 수

신기 혹은 Wifi Positioning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는 모바일 장비의 Base Station의 치를 

이용한 Positioning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아진 인간의 이동 정보들을 통해 우리

는 이동 패턴을 모델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이동 패턴을 모델화 하기 

해 인간의 이동정보인 치정보들을 수집하 다. Kim은 

상용 GPS수신기 인 Garmin GPS device를 사용하여 약 

한달 정도의 치정보를 수집하 고, 마찬가지로 Song은 

Iphone 3GS(ios5)를 사용하여 치정보를 수집하 다. 

치 정보는 < 도, 경도, 시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피 실험자의 다량의 치정보들을 기 치 최 화 기반

의 군집화를 통해 분석을 하 다. 이러한 목표를 해 다

음 2번째 장에서는 기 치 최 화(Expectation Maximization) 

군집화(Clustering)을 설명하고 그 다음 3장에서는 본 연

구의 목 에 맞는 기 치 최 화 기반 군집화 정책을 설

정하며, 4장에서는 실험방법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 결

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설명하도

록 하겠다.

2. EM(Expectation Maximization) 군집화(Clusterin)  

   본 장에서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 군집화(Clustering) 

알고리즘에 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은 1958년 

Hartley에 의해 처음 제안되고[2] 1977년 Dempster에 의

해서 체계화된 군집(Clustering) 알고리즘이다[3]. EM 알

고리즘은 기 모델을 생성한 후 반복 정제과정을 토하여 

모델을 최 화된 모델로 만들어가는 알고리즘이다. 

  EM 알고리즘은 반복 정제 과정을 통하여 각 객체들이 

혼합 모델(Mixture Model)에 속할 가능성(Probability)을 

조정하여 최 의 모델을 생성해 가며, log-likelihood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합성을 평가한다. 즉, EM 알고리즘은 확

률기반 군집(Probability-based Clustering)이다.

측할 수 있는 확률변수 와 측할 수 없는 확률변수 , 

그리고 모수 가 있을 때, 에 한 확률 분포는 

제3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2012. 4)

- 864 -



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최 화 하

려는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1)

EM 알고리즘은 어떠한 모수 를 입력으로 받아서 새

로운 모수 를 찾는 방식인데 이러한 과정이 

E(Expectation)과 M(Maximization)단계로 나 어진다. 

  E(Expectation)단계에서는 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를 사용할 때 우도의 기댓값 Q를 정의한다.

      (2)

  M(Maximization)단계에서는 Q를 최 화하는 새로운 모

수 를 계산한다.

                    (3)

실제 EM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모수 를 당한 

방법(임의값 등)으로 기화한 다음, 를 연속 으로  

계산하면서 값이 충분히 수렴될 때 멈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3. EM 군집화(EM Clustering) 정책(Policy)

   이간의 이동 패턴을 나타내기 해 EM 군집화를 사용

하기 해서는 한 정책이 필요하다. EM 군집화를 통

해 인간의 이동 모델을 나타내기 해 치정보 수집 장

치를 이용하여 얻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EM 군집화를 

한 한 확률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 인 EM 군집화과

정에서는 기 모델을 임의로 생성하여 반복 정제 과정을 

통해 최 의 모델을 찾아가게 된다. 이 때 기 모델은 보

통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모델을 일반 으

로 사용하게 된다.

  처음 인간의 치 정보인 GPS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일반 인 방법(가우시안 분포)으로 EM 군집화 알고리즘

을 용하 다. 인간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Stay) 상태와 움직

이는(Moving) 상태로 나뉠 수 있다. 일반 인 EM 군집화 

정책의 경우, 두 경우에 한 구분 없이 군집이 생성되어 

기 했던 군집이 아닌 부정확한 군집이 생성됨을 볼 수 

있었다. 

  보통 사람이 이동하는 양상은 특정 지역안의 1~2Km내

에 집 되어 머물러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일어

나곤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특정 지역에서로부터 

power law distribution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transition 

period of human mobility)[1].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이동에 맞는 변형된 지수 모델(Transformed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제안하고자 한다.

      (4)

= 해당 군집의 최  거리와 평균 거리의 합(constant)

x = 확인하고자 하는 GPS와 해당 군집과의 거리

  기 생성된 군집의 개수를 생성 시 치정보의 속도를 

고려하여 사람의 일반 인 이동 속도인 10km/h 이하의 

속도를 나타내는 치정보를 머무르는 상태(Stay State)

의 치정보, 10km/h 이상의 치정보를 움직이는 상태

(Moving State)의 치정보라고 구분을 짓고 머무르는 

상태의 치 정보에 해서 우선 최  반지름 2km내의 

인 한 치정보 데이터의 집단을 하나의 군집으로 생각

하고 군집의 개수와 각 군집의 심 좌표를 기화 값으

로 넣고 EM 군집화를 시행하게 된다. 이때, 기화 과정

을 통해 각 군집의 최  반지름 거리는 각 군집에 속해있

는 치 정보에 따라 그 값은 각기 달라진다.

  각 치정보 데이터가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분포 수식 (4)를 살펴보면 해당 군집내의 최 거리와 

평균거리의 합의 역수를 로 놓고 군집의 심으로부터 각 

치정보 데이터간의 거리를 x라 하고 속할 확률을 계산

하면 각 치정보가 해당 군집에 속할 확률이 나온다. 이

때 이동 인 상태(Moving State)와 머물러 있는 상태

(Stay State)를 구분하여 확률을 주기 하여 이동 인 

상태(Moving State)에 즉, 속도를 가지고 이동성을 띄고 

있다면 수식 (4)에 나온 확률에 일정 상수( :1000)로 나

어 주어 군집의 심이 신뢰성을 갖도록 했다.

4. 실험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 개발 OS : Windows 7 Professional SP2

· GPS수신기 : GARMIN 한  GPSmap 62s, Iphone 3GS

· 시뮬 이션 도구 : MapSource, C++ (VS2010), 

                   Google Earth, Graph

EM군집화를 통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나타난 

군집과 각 머무르는 시간, 각 군집간의 이동 확률 등을 피 

실험자의 기억과 실제 기록을 조하여 확인하 다.

Kim의 치정보들의 형태는 그림 1과 같고 Song의 치정

보들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Kim의 치정보형태는 서울

(학교)와 인천(집)지역에 부분 나타나 있는데 비해 Song

의 치정보형태는 서울(학교)과 제주(학회)지역으로 나뉘어 

확연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Trail  of Kim’s Mobility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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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ail  of Song’s Mobility Data Set

Cluster #2
심( 도, 경도) 37.53083039, 126.73729836

표 편차( 도, 경도) 0.00434591, 0.00382900

군집 내 최  거리(Km) 1.623

거리의 평균(Km) 0.497

평균속도(Km/h) 0.558

머무른 시간(Hour) 176.778

군집내의 GPS 수 37005

Cluster #4
심( 도, 경도) 37.50724912, 126.74442818

표 편차( 도, 경도) 0.00001931, 0.00001961

군집 내 최 거리(Km) 0.020

거리의 평균(Km) 0.002

평균속도(Km/h) 0.088

머무른 시간(Hour) 0.683

군집내의 GPS 수 246

Cluster #5
심( 도, 경도) 37.61215781, 126.72626858

표 편차( 도, 경도) 0.00002289, 0.00008400

군집 내 최 거리(Km) 0.022

거리의 평균(Km) 0.008

평균속도(Km/h) 0.071

머무른 시간(Hour) 1.333

군집내의 GPS 수 492

표 1. Kim의 군집화 결과  일부

5. 결과  분석

   Kim의 군집화 결과는 이 의 연구에 자세히 언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4]. 본 논문에

서는 좀 더 발 되고 복잡한 군집화 기법을 사용하여 

표 군집(macro mobility)과 그에 속하는 작은 군집(micro 

mobility)을 나타냈다. 를 들면 Kim의 군집화 결과  

2,3,5번 군집을 보면 2번 군집의 확률 도함수 그래 와 

3,5번 군집은 2번 군집에 속하는 작은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Kim의 군집화 결과  2,3,5번 군집의 결과 값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3a는 2,3,5번 군집의 확률 도함수

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고, 그림 3b의 하얀 들은 표 

군집인 2번 군집을 타나내고 빨간색 들은 2번 군집에 

속하는 작은 군집 3,5번 군집을 지도상에 나타낸다. 그림 

3a의 그래 의 가로축은 군집의 심으로부터 떨어진 거

리이고, 세로축은 해당 군집에 속할 확률이다. Song의 군

집화 결과는 그림 4에 잘 나타나 있다. Song은 총 13개의 

군집이 생성되었는데 서울 내에서도 학회 차 이동이 잦았

기에 여러 군집이 생성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학회 차 오랜 시간 머물 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여러 

군집이 나타났다. 그림 4a는 Song의 서울 내에서의 생성

된 군집을 나타내며 그림 4b는 제주도내에서 생성된 군집

들을 보여 다. 그림 5a는 Song의 표군집인 7번 군집과 

그에 속하는 작은 군집 8,9번 군집의 확률 도함수를 비교

하여 나타냈고 그림 5a는 7,8,9번 군집을 지도상에 나타낸 

그림이다. 표 2는 Song의 군집화 결과  일부인 7,8,9번 

군집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은 Song의 

군집화 결과를 연속시간 마르코  연쇄모델로 나타낸 그

림이고 각각 그림 6a는 서울에서의 군집을 모델화 한 것

이고 6b는 제주도에서 나타난 군집을 모델화 한 것이다. 

Kim의 군집화 결과를 연속시간 마르코  연쇄모델로 나

타낸 결과는 이 의 연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4].

Cluster #7
심( 도, 경도) 37.53083039, 126.73729836

표 편차( 도, 경도) 0.00434591, 0.00382900

군집 내 최  거리(Km) 1.623

거리의 평균(Km) 0.497

평균속도(Km/h) 0.558

머무른 시간(Hour) 176.778

군집내의 GPS 수 37005

Cluster #8
심( 도, 경도) 37.50724912, 126.74442818

표 편차( 도, 경도) 0.00001931, 0.00001961

군집 내 최 거리(Km) 0.020

거리의 평균(Km) 0.002

평균속도(Km/h) 0.088

머무른 시간(Hour) 0.683

군집내의 GPS 수 246

Cluster #9
심( 도, 경도) 37.61215781, 126.72626858

표 편차( 도, 경도) 0.00002289, 0.00008400

군집 내 최 거리(Km) 0.022

거리의 평균(Km) 0.008

평균속도(Km/h) 0.071

머무른 시간(Hour) 1.333

군집내의 GPS 수 492

표 2. Song의 군집화 결과  일부

6 .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이동 모델을 연속된 시간의 마

르코  연쇄모델로 나타냈으며, 한 표 군집(macro 

mobility)과 그에 속하는 작은 군집(micro mobility)을 나

타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층 으로 증가하는 치

정보들을 기존의 존재하는 모델에 확장되어 모델을 생성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치정보들이 

내재하고 있는 오류들은 반드시 필터링 되어야 하며, 이러

한 필터링을 거친 후의 생성되는 모델에 한 연구도 지

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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