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본 논문은 사용자들의 과거 이동 경로를 학습해 실시
간으로 다음 경로를 예측을 함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명해보겠다. 

                         (그림 1)전체 플로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스마트폰이나 IoT 기
기를 통해 1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2)는 데이
터 베이스에 넣은 수집한 데이터중 일부이다. 수집한 데
이터들은 총 9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 필
요한 데이터는 [위도, 경도, 시간]이기 때문에  3개의 속성
만 가져왔다. 그런 후 모델 학습의 편이를 위해 [라벨값, 
시간]의 형태로 전처리 하였다. 그 후 전처리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넣는다.  
위치 데이터 패턴 분석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에서 전

처리한 데이터를 꺼내어 사용한다. 그 후 분석한 내용을 
통해 다음 위치를 예측하였다. 이때 사용한 모델은 CNN 
이었다. 
모델을 통해 예측한 위치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베이

스에 저장한 후 이 정보들을 통해 시각화를 하였다. 

실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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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비자의 과거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마케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위치를 제공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음 경로를 예측 할 수 있는 서비스
를 만들어 보았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부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활용해  시각화 하는 과정까지 총
괄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부분을 다룬다. 이
동데이터를 전처리할때 학습의 편이를 위해 데이터의 형태를 [위도, 경도, 시간] 에서 [라벨값, 시간]으로 
바꾸었다.  이 데이터를 CNN을 이용해 학습시킴으로서 실시간으로 예측값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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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데이터 베이스 

제 2절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학습모델인 CNN알고
리즘을 포함해서 이 연구의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 논한
다.  
제 3절에서는 연구에 의한 분석한 최종적인 데이터 셋

의 정확도와 세가지 모델 중 더 정확한 모델을 선택을 하
였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기존 이동 데이터와 학
습을 통해 예측한 다음 이동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
을 하였다. 제 4절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프로세스 개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10명의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초기 데이터 셋은 [위도, 경도, 시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위치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분류 알고리즘인 CNN 에서 3차원 데이터를 다룰때
는 2차원보다 계산량이 월등히 많아 진다. 계산의 편이
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Area Partitioning and Labeling’ 을 
통해 [라벨값, 시간] 형태로 만들었다. 지역을 분할한 후 
지역마다 라벨링을 하여 [위도, 경도]로 알 수 있었던 위
치의 좌표를 라벨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로는 라벨값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을 
나눌때는 데이터 값의 위도, 경도 값의 최대, 최소값을 구
한 후 각자 100등분을 했다. 

         (그림 3)Area Partitioning and Labeling 

   
두 번째 프로세스는  각 사람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상

세한 실제 경로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림 4)는 사람의 이
동 경로 데이터를 위경도를 이용하여 위치 데이터로 출
력한 그림이다. 점의 색상이 진할수록, 중복 방문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4)위도 경도 이동 데이터 경로 

세 번째 프로세스는, 수집한 이동경로에 대해 CNN  알
고리즘을 적용한다. CNN 이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패턴을 찾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이고 데이터에서 이미지
를 직접 학습하고 패턴을 사용해 이미지를 분류한다.  이
를 발전시켜 위치 데이터를 하나의 그림으로 취급하여 
학습시켰다.  이때 데이터들은 랜덤으로 8:2로 훈련 데이
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전처리 하였다. 총 3가지 
CNN 모델을 사용하여 훈련을 시켰다. <표 1>에서는 각
CNN 모델의 구성과 테스트의 정확도를 표현하였다. (그
림 5)에서는 훈련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훈
련이 진행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림5-1) 모델 1의 훈련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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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모델 2의 학습 정확도 

(그림 5-3) 모델 3의 학습 정확도 

네 번째 프로세스는, 훈련된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음 위치의 라벨값을 추출해내는 과정이다. (그림 6)는 
모델 1의 주어진 경로의 다음 값의 실제 값과 예측값을 
표현한 것이다. 겹쳐져 있는 곳은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
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측에 실패한 것이다. 테스트를 하
기 위해 100개의 경로를 테스트 해 보았다. 모델1은 89%,
모델 2는 97%, 모델 3은 96%의 정확도를 보였다. 

<표1>모델의 구성  

다섯번째 프로세스는, 모델을 통해 추출된 예상 위치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베이스에 넣는 과정이다. 이는 나
중에 시각화 할때 쓰인다. 
여섯번째 프로세스는, 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입력 경
로와 예측 위치를 꺼내어 시각화를 하는 과정이다. (그림 

7)은 테스트 데이터 셋에 있던 데이터를 시각화 한 것이
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이 모델이 예측한 위치이다. 
그 앞에 있는 점들은 입력 경로이다. 

               (그림6) 모델 1의 예측값과 테스트값  

(그림 7) 기존경로 학습을 통한 예상 경로 

3.실험 결과

이 논문에서는 분류 모델을 통해 사람의 위치 예측 시
스템을 만들었다. 딥러닝에서 분류 모델인 CNN을 통해
대상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 위치를 예측하였다.  
세가지 모델에서 Epoch 를 증가할 수록 학습의 정확도

가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MaxPool 층을 하나 제거한 모델이고, 모델 3은 모델 1에
서 Cov 층을 하나 제거한 모델이다. 

(그림 5-1,2,3)은 각 모델들의 훈련 정확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20번째 Epoch의 정확도로 따질때  3가지 모델 
중 2번째 모델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는 모델 1의 예측값과 테스트 값을 비교해 놓
은 점포도이다. 총 100개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
였다. 각 점들은 훈련된 모델에 100개의 경로를 넣었을 
때 다음 경로의 라벨값을 예측해 산출해 낸 것이다.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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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은 경로 데이터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 y축은 라벨
값을 나타낸 것이다. 검정색 점은 모델을 통해 예측한 라
벨값이고 빨간색 점은 실제 라벨값이다. 검정과 빨간점
이 겹친 경우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예측한 것이다. 예측 값의 정확도는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 2의 경우가 97%로 가장 높았다. 

CNN 모델을 통해 다음 위치를 예측 할때 상당히 정확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훈련되어있는 모
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예상 위치를 추
출해 낼 수 있다. 

 (그림 7)은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된 모델에 넣었을 때 
얻어낸 예상 위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서 경로를 표
현한 것이다. 그래프의 y축은 라벨값을 나타내고 x축은 
사용자의 경로의 길이이다. 기존 경로의 길이는 75 이고 
모델을 통한 라벨값을 붙여서 총 경로의 길이는 76이 되
었다.  (그림7)을 보면 0~69까지는 5550 라벨 지역에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70~75까지는 5650 라벨 지역에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의 예측값은 76 번째에는 
5650 라벨 지역을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결론

이로써 위치 데이터를 입력 받는 부분부터 예측 경로
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IoT 
와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실제 위치 데이터를 수집을 하
였고 이를 전처리 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였다. 전
처리 된 데이터는 모델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용 데이
터로 나눴다. 훈련된 모델에서 추출한 예상 위치 데이터
를 다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 후 기존 경로와 합하여 
시각화를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
음 위치의 예측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을 통해 실시간 예상 위치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러한 서비스는 스포츠 부분이나 배달, 영업 부분에서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용자의 과거 이동 경로를 통해 높
은 정도의 확률로 미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
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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