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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빅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또한 빅 데이터와 더불어 이미 우리 생활에 널

리 퍼져있는 기술은 GPS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 기술과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대상의 이동경

로와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대상은 한 대학교의 대학생을 중점으로 하고 대학생들의 성별과 학년 및 날씨, 요
일 등으로 분류하여 GPS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한 빅 데이터는 이동경로, 이동시간, 반복적인 행동 패턴 등으로 분

석을 실시하고 이를 시각화 한다. 분석방식은 수집된 데이터를 각 목적에 맞게 분류해 내고 타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원하는 결과 값을 얻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결

과를 도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폭 넓은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계절, 시간, 혈액형, 직업 등의 데이터를 추

가하여 발전 된 방향으로 연구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techniques that are most in the spotlight today, it can be said that Big data. With Big Data, technologies 
already prevalent in our lives is GPS. Based on the GPS data and Big Data,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the pattern 
and path of movement of a particular target. Specific target collects the GPS data by classifying weather and grade and 
sex of college students, and day of the week in college students of one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such as 
movement path, movement time, pattern of repetitive behavior. And visualize it. The analysis method wi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ata. By identifying relationships with other data results obtained. Based on the present 
study, the future, we will derive the results of the data more reliable. For this purpos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to be 
collected will additionally. Research will be developed add to such as Season, time, blood type, occupation data.

키워드 : Big Data, GPS, 패턴 분석, 신뢰도 

Key word : Big Dat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Pattern Analysis,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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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는 본래 미국 국방부에서 폭

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사용으로 개발된 시스

템이지만 현재는 교량, 교차로 위치 및 정보 또는 항공

기의 이용, 차량 네비게이션, 스마트 폰의 위치정보 서

비스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2]. 그 중 스

마트 폰에서의 GPS 활용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가장 높

은 활용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3]. GPS 기능을 스마

트 폰에 본격적으로 탑재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PS의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각광 받는 기술

은 빅 데이터이다. 빅 데이터란 기존의 DB의 데이터 수

집,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4]. 
현재 빅 데이터 활용 분야로는 석유공사의 국내 유가 

예보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최적화와 한국도로공사

의 고객 목소리 분석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혁신이 있

다[5,6]. 뿐만 아니라 Google의 실시간 자동 번역을 통

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 등 세계 여러 분야에 활용 되

고 있다[7]. 이러한 빅 데이터가 지속적 발전을 하게 된

다면 질병예방, 범죄예방, 실업예방, 날씨분석을 통한 

재난 방지, 지진예측, 주가 분석 등의 미래 모든 부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P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

션을 사용하여  K대학교의 학생들의 이동 경로 및 패턴

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빅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

여 GPS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

도록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이름, 학년, 성별, 주소를 데

이터를 입력 받는다.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이동패턴을 분석 할 수 있다.

Ⅱ. 테스드베드 구축

2.1. 실험 환경

GPS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험 군 K대학교의 

학생 70명 (1학년 20명, 2학년 20명, 3학년 20명 4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수집기간 2013년 10월 7일부터 2013

년 10월 20일 까지 약 14일간 Android GPS 수집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학생들

은 기본적으로 이름, 성별, 학년, 주소 등을 기입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행동을 입력한다. 수집된 데이터

는 Database 형식의 파일로 저장되며 이를 Google map
의 위성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패턴을 시각적으

로 분석하였다.

2.2. 빅 데이터 분석 기법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각 

목적에 맞게 분류해 내고 타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

하여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작성된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 값을 추출한다.

그림 1.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 

Fig. 1 Data analysis Category


 

∞

     

  = 선택항목   = 상위 카테고리

1차 분류 : 비정형화된 빅 데이터를 날씨, 요일, 성, 학년

별로 분류

2차 분류 : 1차 분류인해 분류된 데이터를 각 항목에 맞

게 재분류

3차 분류 : 2차 분류로 분류된 데이터를 사용자행동별

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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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3.1. 측정 결과

그림 2. K대 학생들의 전체적인 이동 패턴

Fig. 2 Movement pattern of K university 

그림 2는 K대 학생들의 전체적인 이동경로를 분석한 

그림이다. 위에 보이는 지도는 K 대학교의 캠퍼스를 

Google Map을 이용하여 찍은 위성사진이며 지도상에 

보이는 선이 학생들의 주 이동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선이 밀집한 부분은 많은 학생들의 이동을 나타낸다. 
또한 이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날씨별, 요일별, 성별, 학
년별로 이동경로를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행동은 아

래의 표와 같다.

표 1. 학생들의 행동

Table. 1 Student behavior

행동 1 강의청강

행동 2 식사

행동 3 숙소이동

행동 4 도서관 이용

행동 5 휴식

행동 6 여가활동

행동 7 편의시설 이용

행동 8 학업활동

행동 9 교제활동

행동 10 상담시설 이용

행동 11 tea time
행동 12 음주

행동 13 대화

행동 14 체육활동

행동 15 버스이용

3.2. 날씨별 이동패턴 파악

맑은 날씨

비 오는 날씨

그림 3. 날씨별 이동 패턴

Fig. 3 Movement pattern by weather 

그림 3은 학생들의 이동을 날씨별로 나타낸 그림으

로 맑은 날씨와 비가 오는 날씨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맑은 날씨의 이동패턴을 파악한 것이며 학생들

은 [행동 5]와 [행동 6]을 위하여 교내 잔디밭으로  이

동을 많이 보이고 그 외 [행동 9] 와 [행동 14]를 위하여 

운동장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맑은 날 일 경우 학

생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며 활동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두 번째 그림은 비 오는 날씨의 이

동을 나타낸 것이며 학생들은 [행동 1] [행동 3][행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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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위한 단순한 이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동 

2]를 위하여 교내 식당으로의 이동과 [행동 11]을 위한 

카페로의 이동 이외의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 

오는 날인 경우 맑은 날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이동범

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활동도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요일별 이동패턴 파악

평일

주말

그림 4. 요일별 이동패턴 

Fig. 4 Movement pattern by day of week

그림 4는 학생들이 이동을 요일별로 나타낸 그림이

다. 첫 번째 그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동

안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주로 [행동 1]을 위해 강의실

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강의가 끝 난후 [행
동 3]을 위한 이동과 [행동 4]를 위한 이동 패턴을 보이

며  [행동 6]을 위한 교내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주말간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평일과 다르게 [행동 

14]를 위한 운동장 이동이 많이 보이며 시외이동을 위

한 [행동 15]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경우는 학

생들이 체육 활동과 여가 활동을 즐기며 많은 학생들

이 교외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4. 성별 이동패턴 파악

남학생

여학생

그림 5. 성별 이동패턴 
Fig. 5 Movement pattern by da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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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첫 번째 그림은 남학생들의 주 이동 패턴

을 파악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강의실 이동을 위한 이

동이 보이며 그 외에 주로 [행동 14]를 하기위한 운동

장 이용과 [행동 12]를 위한 교외 이동의 패턴을 보인

다. 남학생들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교

외로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그

림 여학생인 경우를 나타낸 그림이며  [행동 7]을 위한 

이동과 주로 [행동 11] [행동 13]을 위한 교내 카페를 

많이 이용한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운동장 및 기타 

체육 시설 사용을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는 편이며 잔

디밭이나 벤치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3.5. 학년별 이동패턴 파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림 6. 학년별 이동패턴 

Fig. 6 Movement pattern by grade

그림 6은 학생들은 학년별로 나누어 이동경로를 나

타낸 그림이다. 첫 번째 1학년 그림을 보면 강의시간 이

외에 주로 [행동 6]과 [행동 7]을 위한 이동이 많으며 

[행동 9]를 위하여 산책로 이동이 많다. 두 번째는 2학
년의 이동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1학년의 이동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행동 8]을 위한 강의실 이동

을 볼 수 있다. 1학년과 2학년은 여가활동 및 교제 활동

에 많은 이동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그림은 3학년의 

이동을 나타낸 것으로 주 이동패턴은 [행동 4] 과 [행동 

8]을 위한 강의실 이동이 많으며 추가적으로 [행동 10]
을 위한 이동이 많이 보인다. 네 번째 그림은 4학년의 

이동패턴을 나타낸 것이며 3학년의 이동패턴과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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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동을 하고 있지만 [행동 10]을 위한 이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3학년과 4학년들은 주로 학업을 위한 

강의실과 도서관등의 시설 이동이 많으며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상담 시설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PS을 이용한 대학생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단순한 이

동 패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떠한 행동을 위해 어

느 곳으로 이동하는지와 날씨별, 요일별, 성별, 학년별

로 이동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현재 GPS 이용과 관련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이며 GPS 뿐 만 아니라 빅 데이터 또한 각광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빅 데이터는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그 자료를 분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데이터를 각 목적에 맞게 분

류해 내고 타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카테고리

를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좀 더 나아가 향후 신뢰도 높은 데이터 결

과를 위해 계절, 시간, 혈액형, 직업 등의 보다 많은 분

야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 할 것이며 효과

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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