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GPS나 Wi-Fi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

다. 모바일에서 이러한 종류의 위치 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POI(Point of Interest)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위치 기반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용자

의 현재 위치 혹은 사용자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머물렀던

POI를 추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용자의 개인적 방문 POI는 방대한 양의 위치 데이

터에서 사용자가 머무른 지점의 후보를 추출하는 것이

다. 그러나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방문 POI를

추출하는 것은 높은 정확도와 빠른 처리속도를 동시에

갖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센

서로부터 취득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

자의 방문 POI를 G-means clustering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사용자의 POI를 추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GPS 데이터

를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POI

의 후보로 정의하였다. Kirmse 등은 Mean shift와

Distance-based clustering 방법을 이용하여 GPS 데이터에

서 의미 장소를 추출하였다[1]. Dou 등은 대표적인

Centroid-based clustering 방법인 k-means clustering 방

법을 이용하여 의미 장소를 추출하였다[2]. Zignani 등은

밀집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인 DBSCAN으로 의미 장

소의 집합을 얻어냈다[3].

그러나 POI 추출 관련연구들은 입력이 모두 GPS 좌표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밀집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들은

밀집도의 기준이 애매하며,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주어야

하므로 의미 장소의 개수를 직접 정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처리 속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저자 제안한 방법 데이터

Kirmse, 2011
Mean shift + Distance 
based clustering [1] GPS

Dou, 2011 k-means clustering [2] GPS

Zignani, 2010 DBSCAN [3] GPS

표 1. 의미장소 추출 분야의 관련 연구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의 방문

POI를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POI의 추출 과정은 3단계

로 구성된다. 먼저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는 Stay point를

추출한다. 그 후 방대한 위치정보를 분할하고, 통계적 검

증을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개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클

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POI를 추출한다. 제안하

는 POI 추출 방법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3.1. Stay point 추출

Stay point란 사용자가 이동 중이 아닌 위치를 뜻한다.

사용자의 stay point를 추출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주

가는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방문 POI로 추출이 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수를 줄여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공간 G-means 클러스터링 기반

의미있는 방문 POI 추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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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위치기반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개인의 POI(Point of Interest)를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방문 POI를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방문한 POI의 기준이 애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방문한 POI가 가우시안 분포임을 가정하여, 
각 클러스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G-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모바일에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방
문 장소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시간이 큰 기존 G-means 클러스터링 방법에 Stay point를 추
출하고 장소 정보를 분할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10명의 대학생의 4개월간 수집
한 데이터로 기존 방법과 비교한 결과, 최소 5배에서 최대 50배 빠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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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속도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Stay point의 추출은 스마트폰의 시간, GPS, 자기장,

가속도, 방향센서를 이용한다. 각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

이 필요하다. 시간과 GPS 좌표 값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속도를 계산한 후, Discrete한 값으로 변환한다. 자기장,

가속도, 방향 센서는 각각 High, Mid, Low 3가지 값으

로 양자화를 수행한다.

각 전처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Naive Bayes classifier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동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Naive Bayes classifier는 강한 독립 가정을 바탕으로 베

이즈 규칙을 적용한 심플한 확률 모델이다. 본 방법에서

사용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Stay point를 판단하는 Naive Bayes classifier

모델

3.2. 장소 정보의 분할

장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클러스터링 시, 각 데이터

간 비교하는 연산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또한 서로 거리

가 먼 의존도가 낮은 데이터의 경우, 두 데이터 사이의

연산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연산속도 신장

을 위하여 장소 정보를 분할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다.

데이터의 분할은 지역적으로 데이터의 수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장소 시퀀스의 집합

  ⋯을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수

행한다. 정렬된 장소 시퀀스 에 대하여 위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를 N개로 나눈다. 이 때, 은

   이 되는 최소값으로 결정한다. 같

은 방법으로 등분한 장소 시퀀스 
 ln 에 대하여 각

각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3.3. G-means clustering 기반 의미 장소 추출

기존의 밀집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 연구

들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직접 지정해 주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밀집도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POI를 방문할 때, 그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4]을 바탕으로 밀

집도의 기준을 산정하였다.

G-means clustering 방법[5]은 Centroid-based

clustering 방법의 하나인 k-means clustering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는 군집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에 대하

여 독립적으로 클러스터의 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알고

리즘이다. 따라서 방문 POI 후보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결정한다. 또한 각 클러스터에 포한된 데이터

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

출된 POI의 후보지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

G-means clustering 방법의 알고리즘은 표 2와 같다.

1. Center의 집합을 

2. ←

3. Center 에 할당된 데이터의 셋을     

4. 각각의     에 대하여 Gaussian 분포를

따르는지 통계적 테스트를 수행

5. Center 가 Gaussian 분포이면 를 그대로 유지

Center 가 Gaussian 분포가 아니면 를 2개의 center

로 재배치

6. 더 이상 center의 추가가 없을 때까지 2-5를 반복

표 2. G-means clustering algorithm

G-means clustering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검정하기 위

한 통계적 테스트는 Anderson-Darling test를 통해 이루

어진다. 이 방법은 Sample data로 산출된 경험적 누적

분포함수와 정규분포함수를 비교하여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데이터의 셋을 라 하고, 를 평균 0,

분산 1로 변환 후 정렬한다. 평균 0, 분산 1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CDF)인 F에 대하여   라 할 때,

statistic value인   는 수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loglog  (1)

  값이 significant value 에 의해 계산되는 임계

값 아래의 범위에 있으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본 방법에서는 를 0.01로 설정하여 99.99% 가

우시안 분포를 따를 때 center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성도

그림 3. 데이터 분할 경계에 생성되는 중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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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eans clustering에 의한 방문 POI의 추출은 분할된

데이터에 해해서 나누어져 실행된다. 클러스터링 완료

후, 나누어 수행된 결과를 병합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병합하게 될 경우, 데이터의 경계선의 중복 장소가 나타

나게 된다. 중복된 장소의 예는 그림 3과 같다. 중복된

두 장소는 30m를 기준으로 thresholding하여 하나의 장

소만을 결과로 도출한다.

4. 실험 및 분석

실험 및 평가를 위해 20대 대학생 10명의 5개월간의

모바일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 데이터는 30초

주기로 수집되었으며, 수집자가 자신의 장소를 입력하도

록 하였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방문 POI의 후보지가

추출된 결과이다. 왼쪽의 그림은 수집자의 실제 데이터

이며, 오른쪽의 그림이 추출된 후보지이다. 파란색 원으

로 표시된 곳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장소로써 사용자

의 실제 방문 POI가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사용자의 방문 POI의 추출 결과

실험은 Stay point의 추출 정확도 실험과 모바일에서

의 기존 G-means clustering과 제안하는 방법의 수행속

도를 비교하였다.

Stay point 추출 실험은 10명의 사용자에 대하여 각각

10-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10명의 사용자에 대한 추출 정확도는 평균 90.78%이었

다. 각 사용자별 Stay point 추출 정확도는 그림 5와 같

다.

G-means clustering은 자동으로 장소의 개수를 설정하

고, 각 장소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행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Stay point

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할하여 방문 POI를 추출한 수

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G-means clustering만 사용하였을

때보다 최대 50배, 최소 5배 빠른 수행속도를 보였다. 각

사용자별 수행속도 비교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센서 정보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Stay point를 추출하고 G-means clustering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방문한 유의미한 장소의 후보지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타 방법과 달리 추출할 방

문 POI의 후보지의 개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며 모든 POI

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하여 추출된 POI의 정확

도를 높였다. 또한 본 방법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행 시

간을 많이 소비하는 G-means clustering 방법을 수행시

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여, 처리 속도의 큰 상승효과

를 보였다.

그림 5. Stay point 추출 정확도

그림 6. G-means clustering과 제안하는 방법의

수행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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