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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위치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위치 정보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LBS나 

SNS로부터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GPS의 오차율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해 높은 수준이다. 기존 

연구에서 WPS, GSM을 이용해 보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여전히 높은 오차율과 에너지 소비, 많은 

인식 시간의 단점을 갖고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센서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해 장소 

추출과 가공된 고수준의 정보를 이용해 현재 장소 

인식을 한다. 사용자의 전체 GPS데이터에서 자동 

클러스터링을 통해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파악하고, 이동하는 동안의 가속도, 자기, 방향센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장소단위로 모델링 하였다. 

생성된 확률 기반 모델을 통해, 특정 장소 도착한 

사용자가 GPS의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동했던 경로 상의 데이터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현재 장소를 추론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모델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모바일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 추출과 확률 

모델을 학습하였다. 평가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비교 

모델에 비해 상황에 보다 적합한 현재 위치 인식 

모델임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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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SNS (Social 

Network Service), 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비롯

하여 U-헬스케어, 교통정보 등의 현재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1]. 하지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오차는 반경 8m 정도로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2]. 또한 고층 빌딩 및 구름에 의한 

수신저하와 같은 외부 환경조건을 고려한다면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재 위치에 대한 오차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림 1과 같이 실외에 있

던 사용자가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GPS 수신이 불

가능하며, 사용자의 위치는 건물 주변으로 인식하게 

된다[4]. 또한 현존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는 단순히 현재 위치를 

물리적인 위치로만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장소와 가장 근접

한 장소로 매핑하는 방법이 있다[5]. GPS에서 위치로 

제공하는 위도, 경도의 물리적인 좌표는 가까운 장

소일 뿐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없

으며,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

다. 실내에 들어온 사용자는 GPS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WPS (Wi-Fi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해 위치

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6]. 

하지만 주변 Wi-Fi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수행하

는 스캐닝 단계에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7]. 

따라서 GPS의 수신이 불가능한 실내에 도착 한 사

용자에게 현재 위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림 1. 실내에서의 GPS수신 불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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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요구된다. 

생활패턴이 일정한 사용자는 방문 장소가 대부분 정

해져있다. 그림 2는 생활패턴이 일정한 대학생의 1

개월 동안의 전체 GPS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

다. (a)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실제 지도에 나타낸 결

과이며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구분하기에 

무리가 있다. 반면 (b)는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

해 위도와 경도에 따른 방문 빈도를 분포도로 나타

낸 그래프이다. 사용자의 이동 패턴이 특정 장소에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용자의 이동 패턴

을 참고하여 각 의미 장소에 대한 분포를 추출한다

면 자주 방문하는 의미 장소를 판단할 수 있다[8].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특정 의미 장소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추출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GPS데이터로부터 자동 클

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의미 장소를 추출하고 이

를 이용해 시계열 확률기반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GPS의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

용자가 의미 장소를 방문할 경우 스마트폰에 탑재된 

센서를 함께 사용해 효율적으로 현재 장소를 인식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클러스터링 기반 추출 및 인식 

수많은 위치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장소를 의미단

위로 생성하기 위해서 위치를 적절히 추출하는 방법

이 요구된다. 표 1은 의미 장소의 추출 및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 

장소를 추출하기 위해 클러스터링 기법이 이용되었

다[9, 10, 11].  

클러스터링 기법은 주어진 위치 데이터에서 가깝게 

모여 있거나 무리를 이루고 있는 특정 집합을 클러

스터로 정의하고 의미 장소로 등록하는 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현재 위치를 의미 장소로 매핑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와 물리적 거리를 계산한 방법과 

Wi-Fi의 지문(Fingerprinting)비교 일치의 방법이 존재

했다[10].  

Kang 등이 제안한 Temporal point clustering은 모든 장

소데이터에 시간적인 개념을 함께 넣어 클러스터링

에 반영하였다[9]. 사용자의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의미 장소도 시간에 따라 클러

스터링 해야 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방법이다. 하지

  

(a) 지도상에 나타낸 실제 사용자의 GPS 데이터 (b) 각 GPS좌표에 대한 분포도 

그림 2. 실제 사용자의 GPS데이터와 분포도 

표 1. 클러스터링 기반 장소추출 및 인식 관련연구 

연도 모델 
실험 

장소 
데이터 

2001 Grid mapping 실외 GPS 

2004 
Temporal point 

clustering 
도로 GPS 

2005 
Hierarchical 

clustering 
실내/실외 Mobile 

2007 DJ-based algorithm 실외 GPS 

2008 
Statistical model 

based clustering 
실외 Mobile 

2011 K-means clustering 실외 Mobile 

2012 
DBSCAN 

clustering 
실내/실외 Mobile 



만 시간 순서대로 입력된 위치 정보는 클러스터링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시퀀스 상에서의 의미 장소를 

제대로 클러스터링하기 보다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잠시 멈춰있었던 장소 같이 의미 없는 장소를 추출 

할 여지가 있으며 의미 장소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

가 뚜렷하지 않다[10].  

Brouwers 등이 제안한 DBSCAN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은 위치데이터에서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

는 알고리즘이다[12]. 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장소만

으로 의미 장소를 클러스터링 한다면,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먼저 실외 환경에서 실내로 진입했을 경

우 실내에서는 GPS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장소보다는 주변 도로를 클러스터링 할 가능성

이 높다. 다음으로 밀집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이다.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밀집의 정도를 결정해

야 하는데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가 같은 조건에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13].  

대부분의 연구의 추세는 위치 데이터의 수집을 특정 

GPS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에서 수집 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클러스터와 현 위치의 물리적 좌표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매핑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의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의미 장소를 추

출하였는데, 입력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

미 장소를 추출하기 위해 GPS 위치 데이터의 분포

를 고려한 의미 장소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다. 

 

2.2 클러스터링 및 모델 기반 추출 및 인식 

사용자의 의미 있는 장소를 사전에 추출하고 그 정

보를 이용한 모델을 인식에 활용한 하이브리드 기반

의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표 2에서 클러스터링과 

모델을 이용한 인식모델에 대한 관련 연구를 나열하

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 

의미 장소를 추출하고 확률모델을 이용해 인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의미 장소의 추출로 인해 수많

은 장소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를 이용해 확률모델과 분류기를 생성하는데 편리한 

도구가 되었다.  

Ashbrook은 사용자의 전체 장소데이터를 K-means 클

러스터링을 이용해 의미 장소를 추출하고, 이를 이

용해 모델링된 Markov 모델을 사용해 장소를 인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4]. 하지만 K-means 클러스

터링의 경우 장소 인식을 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 먼저 클러스터의 수를 정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의미 장소가 얼마나 존재

하는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

미 장소의 수를 알 수 없다.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초기 설정 개수에 따라 클

러스터의 모양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

다. 다음으로 모든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포함이 된

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는 의미 장소와 의

미 장소 사이를 움직이는 동안의 경로도 함께 포함

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클러스터에는 의미 장소와 

경로데이터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클러스터

의 중심이나 무게중심을 계산해 의미 장소라 가정한

다면 어느 정도 보정이 가능하나, 여전히 무리가 따

른다.  

Gambs가 제안한 DJ-clustering (Density-and-Joint-

clustering) 알고리즘과 마르코프 체인을 이용한 방법

이 있었다[15]. 사용자의 위치정보에서 밀집되어 있

는 부분을 클러스터링하고, 추출된 클러스터를 이용

해 마르코프 체인 모델링에 적용한 방법이다. 하지

만 밀집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GPS의 특

성에 의해 의미 장소 주변만 추출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16]. GPS는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수신이 어렵

기 때문에 의미 장소 입구와 주변에서 다양한 데이

터가 존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하

는 G-means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 의미 장소를 

추출한다[17]. 이는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 클러스터

의 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분포

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무리를 클러스

터링한다. 또한 클러스터링 결과는 의미 장소와 중

간 장소로 구분하고, 추출된 의미 장소와 다른 의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거치는 중간 장소를 분류한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현재 장소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의미장소 자동추출 및 위치 인식 모델 

제안하는 방법인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의미 장소 추출 및 인식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먼저 모바일에서 GPS, 가속도, 방향, 자기, 

근접, 조도 센서 정보와 시간, 날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데 

표 2. 하이브리드기반 장소추출 및 인식 관련연구 

연도 모델 (클러스터링+인식) 
실험

장소 
데이터 

2003 
K-means clustering 

+ Markov model 
실외 GPS 

2005 

Pattern mining 

+ Mobility prediction 

algorithm 
실외 

PCS 

or 

GSM 

2012 
DJ-cluster algorithm 

+ Markov chain 
실외 

Dataset

활용 



이터는 학습데이터로 생성되며, 이 데이터를 이용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학습하고 사용자 

별 현재 장소 인식모델을 구성한다. 사용자가 의미 

장소에 도착 후 일정 시간 정지 상태(Staying)를 유

지하면, 출발지로부터 현재까지의 컨텍스트 정보와 

위치정보를 이용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

해 현재 장소를 추론한다.  

 

3.1 장소 인식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용자의 위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에 대

한 위도, 경도 양의 실수쌍을 뜻하며,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GPS 수신 데이터를 이용함. (단, GPS 의 데

이터 수신이 불가능한 실내에서의 세부 위치는 다루

지 않음.)  k는 현재 시점을 나타냄. 

},...,,{ 121  kxxxX
 

•사용자의 상태: 사용자가 과거부터 현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수집된 센서로그 및 사용자 정보를 s

라 했을 때, 모든 집합을 S 라 정의함.  

},...,,{ 21 ksssS 
 

•현재위치: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파악된 현재위

치를 L 이라 했을 때, 그 위치는 특정 장소의 정

수형 index 값 nl . n은 사용자 의미 장소의 개수. 

},...,,{ 21 nlllL 
 

1:k는 첫 시점에서부터 k시점까지를 나타내며, 
XZ

는 위치정보, 
AZ 는 요일정보, 

BZ 는 사용자의 행동

정보, 
HZ 는 시간정보를 의미한다. 해당 식 (1)에서

와 같이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max

kl 가 인식한 현

재 장소 결과값이 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계열의 관측 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위치 값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문

제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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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전처리 및 상태값 

모바일에서 얻는 센서의 정보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를 가진다.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센서

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센서의 특성에 따라 일정 시간 단위의 

샘플링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속도 

센서의 경우 많은 시간을 주기로 처리하게 되면 많

은 결측값이 존재하게 되고, GPS의 경우 너무 짧은 

주기로 샘플링하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에 비

해 적은 정보를 얻게 된다[18]. 본 논문에서는 0.5초 

단위로 수집된 모바일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전처리

를 위해 센서의 종류에 따라 규칙과 결정트리를 적

용하였다. 사용자의 이동 상태는 Lee의 연구를 참고

하여 결정트리로 분류하였다[19]. 결정트리의 입력으

로 사용하는 센서는 가속도센서, 방향센서, 자기센서

이며, 각 축에 대한 변화량과 표준편차를 입력값으

로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상태는 1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센서정보는 1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정지(Staying), 걷기

(Walking), 자동차(Vehicle), 지하철(Subway)로 분류된 

 

그림 3.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프레임 워크 



다.  

근접센서는 디지털센서이기 때문에 다른 센서와 같  

은 시간 주기로 수집되며 0(근접)과 1(비근접)로 분

류하였다.  

조도센서(Light)는 실내 환경에서 나타내는 조도가 

10lux에서 1000lux 사이의 분포로 다양하게 나타나므

로 해당 범위를 실내로 정하고, 규칙을 이용해 처리

하였다[20]. 

또한 요일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용자 생활패턴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규칙을 이용해 전처리를 하였다. 

요일 정보는 날짜를 계산해 정확한 요일로 매칭 하

였으며, 시간은 0시를 기준으로 4시간 단위로 분류

하였다. 이는 대학생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고려해 

정한 기준이며, 개별 사용자에 따라 1시간 단위 또

는 오전, 오후, 저녁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3.3 클러스터링 기반 의미 장소 추출 

수집 정보를 이용해서 의미 장소를 클러스터링을 자

동으로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G-means 클러스터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입력데이터는 사용자의 모든 GPS

데이터이며, 클러스터링 되는 의미 장소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21,22]. 사용자가 의미 장소를 방문할 

때 의미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에 많은 데이터가 존

재하며, 그 분포가 형태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특정 의미 장소에 대한 모양은 가우시안 분포의 모

양을 지닌다. 따라서 의미 장소의 GPS데이터는 가우

시안 분포를 따르며, 추출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중

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부분에 대한 클러스터

링을 통해 의미 장소를 추출 할 수 있다. 

식(2)는 데이터의 가우시안 분포 여부의 검사를 나

타낸다.  
 

(2) 

여기서 ix
는 평균 0, 분산 1로 변환 되고, )(ix

를 i

번째 값이라 했을 때, 
)( )(ii xFZ 
라 정의하고 F

는 
)1,0(N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Stephens 에 의해 증명된 방법인 평균과 분산을 한 

클러스터링 안에서 얻을 경우 식 (2)를 다음 식 (3)

과 같이 변환이 가능하다.  
 

(3) 

이 방법은 연산량을 감소시켜 클러스터링의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그림 4는 G-means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

저 모바일에서 얻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초기화를 하

고, 임의의 중심점을 잡는다. 초기 K=1의 상태에서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해 클러스터링을 한다. 생성

된 클러스터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결

정하고, 만약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면 종료 군집화 

종료, 아니면 K값을 증가시켜 K-menas알고리즘을 반

복한다. 이 과정은 모든 클러스터가 가우시안 분포 

검사에서 가우시안 분포로 판별될 때까지 지속된다.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 실험을 진

행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사용자에 의해서 레이

블링 된 의미 장소와 그렇지 않은 클러스터의 중심

이 존재한다. 중간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사용

자가 반드시 거치는 중간 지점으로, 모델링의 중간 

장소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전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a)에

서처럼 가공 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경로는 반드시 클러스터링의 중심

을 거쳐서 지나가며, 중간에 생성된 의미 장소는 동

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의 중간 노드 역할을 한

다.  

생성된 클러스터는 의미 장소의 후보군으로, 사용자

가 선별해 레이블링한다. 결과 데이터는 의미 장소

와 의미 장소를 지나가는 중간 장소가 존재한다. 그

림 6(b)에서 사용자가 출발지인 ‘그랜드마트’에서 

도착지인 ‘집’까지 가는데 거치는 경로는 화살표

로 표시하였다. 가공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중

간 장소를 추출함으로써 경로를 간단하게 축소하였

다. 추출된 의미 장소와 중간 장소는 현재 장소 인

식을 위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학습에 이용된

다. 

 

 

그림 4. G-means 클러스터링의 군집화 과정 

 

그림 5. 실제 사용자의 의미 장소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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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장소 인식 

사용자의 행동과 장소는 이전장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에서 추론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움직이는 장소는 경로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 있다[23]. 따라서 의미 장소를 효율

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추론방법은 시계열 데

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며, 확률을 기반으로 설계되므

로 노이즈나 결측값에 강인하다[24].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다양한 시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한 동

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

습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를 정적인 데이터와 같이 

구성하고 기존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방법을 그

대로 따랐다[25, 26]. 

 

3.4.1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성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불확실한 상황을 표현하고 추 

론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Directed acyclic graph)로 표현된다. 또한 네트워크에

서 노드는 환경변수를 나타내며 아크는 변수 사이의 

의존관계를 표현한다[27]. 
 

(4) 

식 (4)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표현한 식이며, B는 

네트워크 구조, 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네트워크의 모든 변수 사이의 결합 확률 분포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로 나타내면, 노드의 

집합 와 아크의 집합 E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변수

에 대해 조건부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28, 29]. 

위의 식 (4)를 이용해 설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나타내면 식 (5)와 같이 된다. 여기서 은 노드의 전

체 개수를 뜻하고, 전체집합 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의 모든 노드를 나타낸다. 
 

(5) 

구조학습에는 K2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30]. 이 방

법은 데이터의 노드순서에 의해 학습이 되는데, 인

과 관계와 같이 노드는 선행에서 후행의 순서로 진

 

(a) 클러스터링 전 데이터 

 

(b) 클러스터링 후 결과 

그림 6. 사용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 

 

그림 7. 구조 학습된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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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선행에서 

후행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구성해 학습에 이용하였

다. 학습 데이터는 모든 경로의 정보를 포함하는 T-

9 시점부터 T시점까지 10개의 시점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가장 짧은 데이터의 길이는 구간 경로로써 

T-1, T의 형태로 존재한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이동하거나, 이동 구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된다. 학

습데이터에서 장소매핑은 식 (6)과 같이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클러스터링 

결과에 매칭되도록 하였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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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데이터는 각 사용자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사용자‘leeda’의 경우 짧은 구간을 

자주 이동하는 사용자로, 분석결과 4개의 시점을 고

려하는 학습데이터 시퀀스가 가장 많았다. 본 논문

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학습하였으며, 네트워크의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시간의 개념은 출발지에서 목

적지까지 가는데 거치는 중간 장소이다. 그림 8은 

실제 사용자가 ‘영화관’이라는 출발지에서 ‘집’

을 도착지로 이동한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8(a)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포함해 10개의 시점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림 8(b)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살

펴보면 의미 장소인 ‘집’을 중간에 지나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즉 모든 출발지와 목적지는 반드시 양

단에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중간

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도 사용자의 행동

상태가 ‘Vehicle’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으로 정의

하고 학습에 반영한다. 만약 사용자의 컨텍스트인 

교통수단 및 행동을 학습에 적용하지 않는다 

면 모델은 순환식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하며 모델 

성립이 불가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사용자의 컨텍스

트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동 경로가 길거나, 거치는 중간 장소가 많은 경

우 한 경로가 10개 이상의 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서로 다른 경로 간 중

복되는 중간 장소 장소를 제거하였다. 항상 지나가

는 경로를 이용해 모델링 하였다면, 최종적으로 추

론에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델링 된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과거 이동 경로를 기반으로 추

론을 하기 때문에 해당 경로에서 특별하게 존재하는 

중간 장소만을 이용해 모델링 하는 것이 성능 향상

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추론시간을 고려하고,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에서 서로 중복되는 

경로를 제거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의 길이를 축소하

였다. 축소 방법은 중간 장소에 해당하는 전체 데이

터에서 자주 거치는 상위 10퍼센트의 장소를 제거하

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도메인 정보의 통합

이 가능하고, 입력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외부 조건에 

의해 제대로 수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32]. 모바일의 환

경에서 입력 값은 위치정보, 시간정보 등 다양한 도

메인의 변수로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도메인의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바일 

데이터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기반 

모델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상황을 추론하는데 적

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4.2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 

사용자는 개인에게 의미있는 장소에 방문할 때 일정

시간 이상을 정지상태(Staying)를 유지한다[33]. 따라

서 추론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사용자가 정지(Staying)

상태 지속하고 있는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추론

시점을 정지상태(Staying)가 1분 지속일 경우 수행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추론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출발지점에서 도착 지점

까지의 사용자의 모바일에서 얻는 모든 센서정보이

며, 3.1절에서 기술한 방법을 활용해 전처리과정을 

거친다. 생성된 데이터는 생성된 동적 베이지안 네

 

(a)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의미 장소 이동순서 

 

 

(b)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타낸 이동순서 그래프 

그림 8. 장소의 겹침과 사용자의 이동상태 



트워크의 각 노드의 증거 값으로 세팅되어 추론을 

진행한다. 학습된 네트워크는 최대 10개의 시점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추론시점에서 도착

지를 포함해 6개의 경로만 거쳐 온 경우 추론에는 

T-5시점부터 T까지 증거 값만을 이용해 추론한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가 모두 입력되지 않아도 추론이 

가능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장점을 반영한 방법이

다. 

 

4. 실험 및 평가 

실험을 위해 여자 1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된 20대 

대학생 사용자 5명의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3일부터 30일까지

이며, 플랫폼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SHV-E210를 이

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함께 

수집하기 위해 해당 스마트폰을 기존 단말기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데이터는 학습과 평가에 모

두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Matlab R2010b버전을 이용하였다. 또한 Weka 3.6.6버

전을 통해 분류기와 인식모델의 비교실험을 수행하

였다.  

사용자의 의미 장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동적 베

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재 장소를 추론하였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

실성에 강인한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4.1 이동경로 및 센서로그 수집 

모바일 사용자의 의미 장소를 추출하기 앞서 이동경

로를 수집하였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모든 이동 경로와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센서로그의 데이터도 함께 수집한다. 수집되는 데이

터의 종류는 크게 사용자의 상태, 휴대폰의 상태, 위

치정보 3가지로 분류된다. 사용자의 상태는 행동이

나 방향, 교통수단 등을 나타내고, 휴대폰의 상태는 

사용 유무 등을 반영한다. 위치 정보는 

위도와 경도 실수 쌍으로 나타내고, GPS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 0으로 처리한다. 데이터의 종류는 

Time stamp, 가속도 센서, 자기 센서, 방향 센서, 근

접 센서, 조도 센서, 행동 및 교통 수단이며 각 특성

은 다음과 같다. Time stamp의 경우 기록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다. 로그의 형태는 텍

스트 단위로 년, 월, 일과 시, 분, 초를 차례대로 기

입한다. 가속도 센서는 휴대폰의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입력 값의 형태는 실수 값이며 x, y, 

z의 3축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자기센서는 휴대폰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 3축의 값을 입력으로 

받는다. 방향 센서는 휴대폰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데이터는 실수 값의 형태로 

Orientation, Pitch, Roll의 형태로 제공된다. 근접 센서

는 현재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유무만을 확인해서 기록한다. 조도 센서

는 현재 주변환경의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lux를 단위로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및 교통수

단은 사용자에 의해 태깅이 되며, 종류는 정지, 도보, 

자동차, 지하철로 구분된다.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 

및 교통수단이 바뀔 때 마다 태깅을 하며 수집 주기

는 다른 센서와 다르게 이벤트가 바뀔 때 마다 수집

할 수 있도록 한다.  

 

4.2 행동 분류 결과 분석 

사용자의 행동은 전처리 결과로써 정지(Staying), 걷

기(Walking), 자동차(Vehicle), 지하철(Subway)로 구분

되며 입력으로 사용하는 센서는 가속도, 방향, 자기 

센서 값을 입력으로 한다. 전처리를 통해 각 센서의 

축에 대한 변화량과 표준편차를 입력값으로 하는 결

정트리의 분류의 10-fold cross validation를 수행했다. 

결과에 대한 Confusion Matrix는 표 4와 같다. 분류 

결과 정확도 93.97%로 나타났다. 

행동인식의 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분류기인 인공신

경망(ANN)과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용해 분

류하였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결정트리가 안정

적인 분류 능력을 보여준다. 표 4에서 a, b, c, d는 각

각 Staying, Walking, Vehicle, Subway를 뜻한다. 

표 3. 사용자 별 장소 수와 수집 데이터의 크기 

사용자 

번호 
성별 장소 개수 시퀀스 수 

1 남 19 428,057 

2 여 26 416,808 

3 남 31 639,209 

4 남 23 557,374 

5 남 18 263,873 

표 4. 결정트리의 Confusion Matrix 

 
a b c d 

a=Staying 763 8 17 12 

b=Walking 42 723 21 14 

c=Vehicle 6 29 759 6 

d=Subway 14 13 11 762 
 

그림 9. 사용자 행동 상태의 Precision, recall 



대부분의 결과에서 인공신경망이 SVM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나, 여전히 결정트리의 정확도가 높음을 

보인다. SVM은 매핑함수에 의해 성능이 결정되나, 

비교실험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Poly kernel 

함수를 사용하였다. 

 

4.3 의미 장소 추출결과 및 분석 

각 사용자별로 G-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의미 

장소를 추출하였으며 표 5와 같다. 모든 사용자가 

지정한 의미 장소의 개수보다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나온 장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11과 같

다. 표 5에서 사용자 1은 의미 장소라고 직접 등록

한 장소가 19개인 반면 클러스터링 결과는 45개의 

장소를 선택하였다. 추출된 장소 45개는 사용자가 

직접 등록한 19개의 장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를 제외한 26개의 장소는 자주 지나다니는 사거리나 

무의식중에 기다리는 버스정류장 같은 장소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의미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들

은 실제로 사용자가 자주 지나가는 중간 장소이며, 

의미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경로이다. 

표 5에서 보여주는 이동범위는 사용자가 수집한 데

이터를 기준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을 측정한 결

과이다. 특히 사용자 4의 경우 반경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미 장소 추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실제 사용자가 머물렀던 의미 장소를 클러스터링 

한 것을 나타낸다. 의미 장소 추출을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인 G-means클러스터링은 이동 범위의 크기

에 상관없이 의미 장소를 제대로 추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클러스터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검정

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클러스터 내부에서 지역적으

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용자 1번에 대한 의미 장소 

및 중간 장소 추출의 결과는 그림 10에서 보여준다. 

 

4.4 장소 위치 인식 결과 및 분석 

클러스터링의 결과와 학습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사

용자별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생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에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보름치의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을 때까지의 위치 데이터만 존

재하며, 사용자가 의미 장소에 1분 동안 지속해서 

머무르는 정지상태(Staying)일 때 추론을 수행한다.  

각 사용자에 대한 정확도는 그림 12와 같다. 모든 

사용자로부터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86.87%의 정확

률을 보인다. 성능 분석결과, 학습 데이터의 견고함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성 사용자인 사용자 2는 

이동상태 및 출발지, 목적지 입력을 대부분의 시퀀

스에 알맞게 존재했으며, 나머지 남성 사용자의 데

이터는 이동 상태나 장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다른 모델과 비교 실험을 수행하

였다. 비교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HMM을 사용하였

다. HMM의 경우 제안하는 방법과 동일한 시계열 확

표 5. 사용자별 의미 장소 추출 결과 

사용

자 

데이터 

셋 크기 

사용자 

레이블링  

추출 

결과 

이동 범위 

(반경, km) 

1 428,057 19 45 4.7 

2 416,808 26 127 27 

3 639,209 31 93 23.2 

4 557,374 23 109 114.9 

5 263,873 18 45 3.5 

 

그림 10. 사용자 데이터의 클러스터링 결과 

 

그림 11. 사용자 레이블링 데이터 대비 추출 결과 

 

그림 12. 사용자에 따른 모델 정확도 



률 모델로 인식 평가는 10-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

하였다. 실험결과에 대한 비교는 표 6, 그림 13과 같

으며, HMM이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였으나 제안하

는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G-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의미 장소를 추출하고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현재위치를 추론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사용자는 실내 의미 장소에 도착했

을 때 정확한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며, 획득한 

정보는 실내를 들어오기 직전에 의미 장소 주변에 

존재하는 위치데이터만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의 전

체 위치데이터에서 의미 장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사

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G-

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알고

리즘을 통해 의미 장소의 개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며, 

의미 장소 주변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가우시안 분포

를 따르며 이를 자동으로 클러스터링하는 역할을 한

다.  

추론에 사용된 동적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추출된 의

미 장소를 기반으로 학습되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

로 이동하는 동안의 GPS, 가속도, 방향, 자기, 근접, 

조도센서 및 시간과 날짜를 통해 모델링하였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장소를 지나는 순간을 한 시점으로 

고려하였다. 

5명의 남녀 대학생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한 달 동안

의 실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 동적 베이지안 학

습에 활용하였으며, 인식결과 평균 86.87%의 정확률

을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특정 장소에 방문한 사용자에게 상

업적, 경제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이전 장소와 현재 장소를 이용해 다음 목적지를 

예측하는 모델로 확장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특징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

요하며, 다양한 직업이나 연령대를 가진 폭 넓은 사

용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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