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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동 통신 및 휴대폰 산업의 성장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되

면서, 이들은 음성 통화 및 메세징과 같은 기존 휴대폰의 기능뿐 아니

라 네트워크 기능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단말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스마트 기기 사용

자의 상황을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

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을 추론하고, 그에 

맞춰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과 스마트 기기 내 GPS 센서의 보급에 따라 기기로부터 수집한 대용

량 GPS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탐지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상황 인식 서비스에 활용되는 주요 요인 중 하

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

출하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탐색을 수행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2

단계 장소 도출 기법에 따라 각 단계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탐색한

다. 첫 번째 단계인 사용자의 방문 추출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방문 시퀀스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 

지점을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인 사용자의 장소 도출 단계에서는 1 단

계에서 도출된 방문 지점에 대한 군집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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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구성원들로부터 스마트폰 GPS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짧은 순간 머무르는 방문 지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방문 지점을 기반으로 캠퍼스 내에서 각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

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 요 어: 상황 인식 서비스, GPS, 주요 장소, 주요 장소 도출 알고리즘, 

군집 분석 

학    번: 2015-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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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최근, 이동 통신 및 휴대폰 산업의 성장에 따라 모바일 기기의 사

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기기들은 음성 통화 및 메세징과 같은 휴대폰의 기본

적인 기능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들은 사용자의 일상을 관리하고 생활의 편의성

을 증대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황 인식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때 상황(context)이란, 사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

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

니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상황 인식 서비스(context-aware service)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0 대 여성이라는 정보를 활용하여 최신 유행하는 화장품 광

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 감상한 영화 정보를 기반으로 영

화를 추천하는 서비스나 지난 식당 예약 기록을 통해 현재 상황에 가

장 적절한 음식점을 추천하는 서비스 역시 이에 해당된다[2, 3]. 

많은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상황

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기 내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GPS 센서 등의 물리적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

보, 네트워크,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Bluetooth) 신호 정보,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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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무음 상태 여부 등과 같은 기기 내 다양한 설정 사항, 기기 이용 

정보 등이 활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인식된 상황을 기반

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해당 사용자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개인화

된 서비스이므로 보다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상황 인식 서비스에 활용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 내 GPS 센서의 보급

에 따라 기기로부터 수집된 대용량 GPS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졌다.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집과 사

무실을 비롯한 주요 장소를 발견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주변 맛집을 추천하는 서비

스[4]를 비롯하여 실제로 스마트 기기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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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출된 주요 장소를 기반으로 개별 사용자에 대

한 보다 고차원적인 프로파일링(profiling)이 가능하며, 지역 범위 내의 

다양한 주요 장소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인구 집단의 지역 내 관

심 지점(point of interest)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장소를 도출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탐색을 수행한다. 

도출된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요 장소와 관련된 길 찾기 정보나 교

통 정보 등을 실시간 위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의 편의

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요 장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

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 장소와 관련된 추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내의 여러 사용자로부터 도출된 주요 장소를 통

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인구 집단의 장소 방문 패턴을 도출할 수 있

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심 

지점 혹은 관심 장소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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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하는 목적의 기존 연구

에서 주로 사용된 2 단계 장소 도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GPS 데이

터로부터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한다. 1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이동 상태에 따라 짧은 시간에 걸친 방문(visit)을 추출하며, 2 단계에서

는 비지도 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장소(location)를 추출한

다.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 도출을 위한 기존 연구에 제시된 방법론

들을 탐색하고, 이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

로, 1 단계에서는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과 경사도 기반의 방

문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며, 2 단계에서는 다양한 군집 

분석 방법론 중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과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하여 탐색한다. 

또한, 피실험자들로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탐색 대상의 다양한 장소 도출 기법을 적용해본다. 알고리즘

과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개별 사용자의 

실험 결과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행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배경 이론과 관련 연구에 대

해 정리한다. 제 3 장에서는 제안 기법과 각 단계 별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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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및 관련 연구 

2.1. 군집 분석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혹은 군집화(clustering)는 이질적인 요소

가 섞여 있는 개체들을 유사도에 기초하여 서로 비슷한 것끼리 군집

으로 묶어 분류하는 방법이다. 군집 분석의 목적은 분류 결과, 군집 내 

개체들끼리는 유사한 경향을 갖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개체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5]. 이는 개체들을 군집 단위로 분

류하여 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자료 전체의 구조에 대해 이

해를 얻는 분석 기법이다[6]. 

군집 분석은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군집간의 특성을 관찰하거나 

목표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데이터의 차원을 축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재하거나 개체들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Bilenko, Basu, and Mooney는 군집화 과정에서 분류 대상인 데이터가 사

용되는 방식에 따라 척도 기반 접근법(metric-based approach)와 제약 기

반 접근법(constraint-based approach)으로 구분한다[7].  

척도 기반 접근법은 각 개체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거리(distance) 개념을 사용한다.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개체들은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거리가 먼 개체들은 

서로 다른 군집으로 분류된다. 주로 사용되는 거리 척도[5]로는 유클

리드(Euclidian) 거리, 맨하탄(Manhattan) 거리, 마할라노비스

(Mahalanobis) 거리, 민코우스키(Minkowski) 거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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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반 접근법은 데이터에 대한 제약식을 활용하여 군집화 과

정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특성과 군집 분석의 목적에 알맞은 

목적 함수가 활용된다[8]. 해당 접근법은 척도 기반 접근법 보다 다양

한 조건을 군집화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합한 

자료 분할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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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연구  

2.2.1.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정보 추론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여러 상황을 추론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기

기, 특히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 조도 센서 등 다양한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9]. 또한, 네트워크 및 

와이파이 신호 정보, 블루투스 정보, 기기 내 설정 사항, 기기 이용 로

그 등 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 역시 기록된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

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는 추론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정적 정보 추론 연구와 동

적 정보 추론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추론

하는 연구가 대표적인 정적 정보 추론 연구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

용자의 성별을 추론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0]에서는 기기 

내 텍스트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11]은 텍스트 

데이터, 가속도 센서 데이터, 설치 앱 정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노키아 모바일 데이터 챌린지(MDC)

에서 공개한 MDC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직업 등을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14]. 

또한, 사용자의 신체 특성을 추론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Weiss and Lockhart는 사용자의 

성별, 몸무게, 키를 추론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9]. [15]에서는 사용자

의 신체 정보 추론을 위해 혼합 회귀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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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동적 정보 추론에 대한 연구

는 행동 인식 연구, 사회적 상호작용 추론 연구, 장소 추론 연구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론한 연구에 대해

서는 2.2.2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행동 인식 연구는 움직임과 관련된 물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저수준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왔다[16-19]. Kwapisz, Weiss, and Moore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

의 통계량을 활용하여 걷기, 조깅, 계단 오르내리기, 앉기 등의 행동을 

추론하는 간단한 모델을 제안하였다[20]. 최근에는 TV 시청, 요리 등

과 같은 일상적이며 보다 고차원적인 행동을 추론하는 방법론도 연구

되고 있다[21]. 

사용자가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여부를 추론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Lane et al.은 모바일 기기 사용 기

록을 통해 사용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를 측정하였으며[17], [22]에

서는 가속도 센서 데이터와 와이파이 신호 정보를, [23]에서는 블루투

스 신호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출하였

다.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딥 러닝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대화와 동

행 여부를 판단한 연구도 수행되었다[24]. 

 

2.2.2. 장소 및 위치 관련 정보의 추론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혹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왔다. Do and Gatica-

Perez 는 스마트폰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집과 직장을 예측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25],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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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26, 

27].  

Loseto et al.은 사용자의 주요 장소와 함께 사용자가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예측하기도 하였다[28]. [29]에서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

하여 선호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Zheng et al.은 도출된 

장소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30]. [31]와 [32]에서는 사용자의 GPS 데이터를 실

시간으로 활용하여 방문하게 될 다음 목적지 장소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Bamis and Savvides는 GPS 데이터에서 도출된 이

동 및 장소 정보를 활용하여 GPS 표본 추출 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절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33]. 

GPS 데이터와 같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이터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위치와 주요 

장소 도출을 위해 다른 종류의 데이터의 활용을 제안하는 연구도 진

행되어왔다. 휴대폰 기지국의 셀 ID 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주요 장소

를 도출하는 연구[34]와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35]가 이

에 해당된다. [36]에서는 사용자의 집과 직장을 예측하기 위해 가속도 

데이터와 통화 기록, 배터리 및 충전 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사용자의 주요 장소 도출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GPS 데이

터를 활용하는 2 단계 장소 도출 기법이 주로 연구되었다. 우선 1 단계

에서는 사용자의 이동 상태에 따라 짧은 시간에 걸친 방문을 추출하

며, 2 단계에서 비지도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장소를 추출

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주로 다양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론[25-27, 30, 31, 33]이 활용되었다. Montoliu, Blom, and Gatica-Perez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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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에서 제안한 기본적인 규칙에 방문 내 최대 시간차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26]. [27]에서는 최소 시간 규칙을 완화

한 GVE 방법론을 제안하며 [33]의 STA 추출 방법론 보다 우수한 방문 

추출 성능을 보이기도 하였다. [32]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밀도 기반 군집화 방법을 변형한 CB-SMoT[37]를 도입하여 방문 추출 

단계를 수행하였다. 

 2 단계에서는 장소 추출을 수행하는 데 주로 군집 분석 알고리즘

이 활용되었다[25-27, 30-33]. [31]의 연구에서는 K-평균 알고리즘으로 

장소 추출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군집 개수를 사전에 정의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 방법으로 평가된다[33].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amis and Savvides는 STA 군집화 방법론을 제안했다[33]. Zhou et al.의 

연구에서 제안된 밀도 기반 군집화 방법론 역시 군집 개수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어, 보다 활용하기 쉬운 알고리즘으로 평가되었다

[38]. 또한, Zheng et al.은 위치 정보에 대한 군집 분석에 보다 적합한 

격자 기반 군집화 방법론을 제안했으며[30], 이 방법론은 [25]와 [26]에

서도 활용되었다. [32]는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을 활용하

여 장소를 추출하였다. 

직접적으로 GPS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Yadav et al.과 Nguyen et 

al.의 연구에서도 군집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 장소가 도출되었다

[34, 35]. 예외적으로, [36]의 연구에서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법에 해당하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Naive Bayesian classifier), 의사

결정나무(decision tree), 신경망(neural network) 기반의 기법 등이 주요 

장소 도출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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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단계 주요 장소 도출 기법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출하는 다

양한 연구에서 두 단계로 구성된 장소 도출 기법을 활용한 바가 있다

[25-27, 30-33]. [그림 1]은 2단계 주요 장소 도출 기법의 과정을 나타낸

다. 1 단계에서는 방문 도출 알고리즘에 의해 짧은 시간에 걸친 방문 

시퀀스(visit sequence)가 추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지점(visit point)

이 계산된다. 이어서, 2 단계에서는 1 단계의 방문 지점에 대해 장소 도

출 알고리즘을 통한 군집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장소가 

추출된다.  

 

 

[그림 1] 2단계 주요 장소 도출 과정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장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GPS 로그에 직접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장소 추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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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25, 27]. 이는 방문 추출 단계에서 GPS 로그의 시간적 속성

과 위치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상

태가 아닌 구간을 미리 노이즈(noise)로 정의하여 군집화 대상에서 배

제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장소 추출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머문 방문 지점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해 주요 장소를 보다 효율적으

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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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문 추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GPS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짧은 시간 동안 머

무는 방문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하나의 GPS 로그는 데이터 기록 시

간과 GPS 좌표로 정의되며, 각 GPS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와 거리 차

이를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판단되는 연속적

인 GPS 로그들을 하나의 방문 시퀀스로 정의한다. 또한, 하나의 방문 

시퀀스에 대하여 하나의 방문 지점이 도출된다. 방문 지점의 시간 시

간과 끝 시간은 각각 방문 시퀀스 내 첫 번째 GSP 로그와 마지막 GPS 

로그의 시간에 해당된다. 또한, 방문 지점의 GPS 좌표는 해당 방문 시

퀀스 내 모든 GPS 로그 좌표들의 중심점(centroid)이다. 이 계산에 따

라, 하나의 방문 시퀀스에 대응되는 하나의 방문 지점이 도출된다. 한

편, 어떠한 방문 시퀀스에도 포함되지 않는 GPS 로그는 노이즈로 분

류된다. [그림 2]는 본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방문 추출 단계 

방문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은 GPS 로그는 (2)에서 흰색으로 표시

되었으며, 이들은 (3)에서 삭제된다. 방문 시퀀스에 포함된 GPS 로그

는 (2)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들의 좌표에 기초하여 (3)에서 

하나의 방문 지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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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추출 단계에서 고려된 방법론은 Montoliu, Blom, and Gatica-

Perez 가 제안한 방법론[26]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장소 추출(rule-based 

visit extraction)과 Thomason, Griffiths, and Sanchez가 제안한 방법론[27]

에 기반한 경사도 기반의 장소 추출(gradient-based visit extraction)이다.  

 

3.1.1.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GPS 로그의 기록 시간과 GPS 좌표 데이터에 대해 규칙을 적용하

여 방문 시퀀스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각 방문 시퀀스가 

포괄하는 시간 범위와 위치 범위에 대한 규칙이 적용된다[25, 30,31]. 

하나의 방문 시퀀스 후보에 포함된 다수의 GPS 로그 중 가장 첫 로그

를 𝑔𝑠 , 마지막 로그를 𝑔𝑒라고 할 때, 두 파라미터 𝐷𝑚𝑎𝑥와 𝑇𝑚𝑖𝑛에 대하

여 다음의 두 규칙이 적용된다. 이때, 두 로그 사이의 거리는 두 로그

의 GPS 좌표에 기초하여 계산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이며 단위는 미

터를 사용한다. 두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는 두 로그가 기록된 시간의 

차이이며 단위는 초를 사용한다. 

 

Distance(𝑔𝑠, 𝑔𝑒) < 𝐷𝑚𝑎𝑥 

 

TimeDifference(𝑔𝑠, 𝑔𝑒) > 𝑇𝑚𝑖𝑛 

 

 첫 번째 규칙은 첫 로그와 마지막 로그 사이의 위치 차이에 대한 

규칙이다. 두 GPS 좌표 사이의 거리가 𝐷𝑚𝑎𝑥보다 작을 때, 해당 방문 

시퀀스 후보 내에서 움직인 거리의 범위가 충분히 좁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문 시퀀스로 정의한다. 반대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특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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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방문하기 보다는 움직였기 때문에 두 GPS 좌표 사이의 거리가 

주어진 값 이상으로 멀어진 것이므로, 해당 후보를 방문 시퀀스로 정

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로그와 마지막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에 대한 

규칙이다. 두 로그가 기록된 시간 차이가 𝑇𝑚𝑖𝑛보다 클 때, 해당 방문 

시퀀스 후보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의 기록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방

문 시퀀스로 정의한다. 반대의 경우, 해당 후보가 사용자의 움직임 여

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해당 후보를 방문 시퀀스로 정의

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두 규칙에 더하여, [26]에서 제안한 

세 번째 규칙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방문 시퀀스를 정의한다. 세 번

째 규칙은 연속된 GPS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를 고려한 규칙으로, 하

나의 방문 시퀀스 후보에 포함된 모든 연속된 GPS 로그 쌍과 파라미

터 𝑇𝑚𝑎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두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는 

두 로그가 기록된 시간의 차이이며 단위는 초를 사용한다. 

 

TimeDifference(𝑔𝑘,  𝑔𝑘+1) < 𝑇𝑚𝑎𝑥, ∀𝑘 ∈ [𝑠, 𝑒 − 1]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에 의한 

잘못된 분석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다. 연속된 두 GPS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가 𝑇𝑚𝑎𝑥보다 작을 때, 해당 로그들 사이에 결측값 없이 데이

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방문 시퀀스로 정의한

다. 반대로 특정 로그 쌍 사이의 기록 시간이 𝑇𝑚𝑎𝑥보다 큰 경우, 그 사

이에 발생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후보를 방문 시퀀스로 정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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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와 같은 결측값 문제를 [그림 3]에 도식화 하였다. 각 점은 

GPS 로그, 점 사이의 실선은 사용자가 움직인 경로, 점선으로 된 원은 

방문 시퀀스를 의미한다.  

 

 

[그림 3] 방문 시퀀스 도출 결과 예시 

 (1)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하여 도출한 방문 시퀀스이

다. 5, 6, 10번에 해당하는 GPS 로그는 다른 로그로부터의 거리가 𝐷𝑚𝑎𝑥 

이상 떨어져있어 방문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GPS로그 1, 2, 3, 4번

과 7, 8, 9 번으로 구성된 각각의 방문 시퀀스는 첫 로그와 마지막 로그 

사이의 거리 차이와 시간 차이에 대한 규칙을 모두 만족하여 총 2 개

의 방문 시퀀스가 도출되었다. 



 

 

17 

하지만,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은 (2)와 같이 나타났으며 검은색으

로 표시된 GPS 로그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문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검은색으로 표시된 로그를 고려하게 되면 기존에 7, 8, 

9 번에 의해 하나의 방문 시퀀스로 도출되었던 부분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8번 로그와 9번 로그 사이

의 기록 시간 차이가 𝑇𝑚𝑎𝑥 이상이라는 사실을 활용한다. 

최종적으로 세 규칙을 만족하여 도출된 방문 시퀀스에 대하여 방

문 지점을 계산한다. 이때, 하나의 방문 지점은 시작 시간, 끝 시간, 그

리고 해당 방문 지점의 위도와 경도 좌표로 정의된다. 방문 시퀀스에 

속한 다수의 GPS 로그 중 가장 빠른 시간이 시작 시간, 가장 늦은 시

간이 끝 시간이다. 또한, 방문 시퀀스에 속한 모든 GPS 로그 좌표들의 

중심점을 방문 지점의 GPS 좌표로 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본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2.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GPS 로그의 시간적 속성과 위치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사

도(gradient)를 활용하여 방문 시퀀스를 추출한다. Thomason, Griffiths, 

and Sanchez 은 현재까지 도출된 방문 시퀀스 후보에 새롭게 고려할 

GPS 로그를 추가한 버퍼(buffer)의 개념 정의하고, 버퍼와 현재 방문 

시퀀스 후보의 경사도를 계산하여 방문 시퀀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27]. 버퍼(𝑏)와 방문 시퀀스 후보(𝑣) 사이의 경사도는 다음과 

같이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𝑙(𝑏)는 버퍼의 크기, 𝑡(𝑏, 𝑔)는 버퍼

의 첫 번째 로그와 각 GPS 로그 𝑔  사이의 시간 차이, 𝑑(𝑣, 𝑔)는 방문 

시퀀스의 중심점과 각 GPS 로그 𝑔 사이의 거리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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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𝑣, 𝑏) =  
𝑙(𝑏) ∑ (𝑡(𝑏, 𝑔) × 𝑑(𝑣, 𝑔))𝑔∈𝑏 − ∑ 𝑡(𝑏, 𝑔)𝑔∈𝑏 ∑ 𝑑(𝑣, 𝑔)𝑝∈𝑏

𝑙(𝑏) ∑ 𝑡(𝑏, 𝑔)2
𝑔∈𝑏 − (∑ 𝑡(𝑏, 𝑔𝑔∈𝑏 ))2

 

 

이렇게 정의된 경사도는 새롭게 고려할 GPS 로그가 방문 시퀀스 

후보에 추가되었을 때 해당 버퍼의 경향성이 기존의 방문 시퀀스 후

보 대비 어느 정도 변하게 되는지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시간적 속성과 거리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속성이 상호보완적으로 반영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경사도의 임

계값(threshold)은 파라미터 𝛼와 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hreshold(𝛼, 𝛽, 𝑙(𝑏)) = −log (𝑙(𝑏) ×
1

𝛽
) × 𝛼 

 

버퍼와 방문 시퀀스 후보 사이의 경사도가 임계값 이상으로 커지

면 고려하는 GPS 로그에 의해 시간 차이 혹은 거리 차이가 크게 나타

난 것으로 해석되어 현재의 방문 시퀀스 후보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

고 하나의 방문 시퀀스로 정의된다. 반대로 경사도가 임계값 이하로 

유지되는 동안은 고려되는 GPS 로그가 해당 방문 시퀀스 후보에 차례

대로 추가된다. 

앞 절의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에서 고려한 세 번째 규칙

은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특정 GPS 로그 쌍 사이의 기록 시간의 차이가 𝑇𝑚𝑎𝑥  이상 인 경우, 그 

사이에 발생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기록되

지 않았을 문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사도를 토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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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방문 시퀀스에 대한 방문 지점 도출 역시 규칙 기반 방문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해당 알고리즘 역시 본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장소 추출 단계 

주요 장소 도출 기법의 두 번째 단계는 앞 단계에서 추출된 방문

을 토대로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다수의 방문 지

점에 대한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방문 지점들의 군집으로 개별 사용

자의 장소를 정의한다. 

 

 

[그림 4] 장소 추출 단계 

[그림 4]는 본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특정 군집에 포함되지 않

은 방문 지점은 (2)에서 흰색으로 표시되었으며, 이들은 최종적으로 

장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삭제된다. 한편, (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군집이 해당 사용자의 주요 장소로 도출된다. 

장소 추출 단계에서 고려된 방법론은 [38]에서 제안된 밀도 기반

의 군집화(density-based clustering)와 [30]에서 제안된 격자 기반의 군집

화(grid-based cluster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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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 

Zhou et al.은 군집의 밀도 개념은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행하는 

DJ-군집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38]. DJ-군집화는 대표적인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인 DBSCAN 에 비해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가 낮으

며,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으로서 [38]의 DJ-

군집화 방법론을 활용한다. 

DJ-군집화 방법론은 밀도에 기초하여 이웃(neighborhood)을 정의

한다. 하나의 방문 지점 𝑝 의 이웃 N(𝑝) 은 전체 방문 지점 집합

𝑉𝑖𝑠𝑖𝑡𝑃𝑜𝑖𝑛𝑡𝑠과 파라미터 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𝑝) = {𝑞 ∈ 𝑉𝑖𝑠𝑖𝑡𝑃𝑜𝑖𝑛𝑡𝑠 | Distance(𝑝, 𝑞) ≤ 𝜖} 

 

또한, N(𝑝)는 파라미터 𝑀𝑖𝑛𝑃𝑡𝑠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N(𝑝)| ≥ 𝑀𝑖𝑛𝑃𝑡𝑠 

 

이때, 𝜖 은 해당 이웃으로 구성되는 군집의 최대 반지름을 결정하

는 파라미터가 되며, 𝑀𝑖𝑛𝑃𝑡𝑠는 군집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방문 지점 

개수의 최소값 파라미터이다. 이처럼 군집의 크기와 군집 내 원소 개

수에 의해 각 군집의 밀도가 고려된다. 

또한, 두 방문 지점 𝑝와 𝑞에 대하여 정의된 두 이웃 N(𝑝)와 N(𝑞)

를 결합할 수 있다. 두 이웃이 하나 이상의 방문 지점을 공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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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두 이웃은 결합을 통해 하나의 군집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각의 이웃이 각각 하나의 군집이 된다.  

 

 

[그림 5] 밀도 기반의 군집화 결과 예시 

[그림 5]는 밀도 기반의 군집화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주어진 

두 파라미터에 대하여 (1)과 (2)에서 도출된 이웃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두 이웃이 하나의 방문 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웃은 결합되며, 그 결과 (3)에서 검은색으로 표

시된 점들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흰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해당 군집에 포함되지 않는 방문 지점이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군집은 사용자의 장소를 의미한다. 방문 지점

의 집합으로 특정 범위를 장소로 정의하거나 군집 내 모든 방문 지점

의 중심점을 계산하여 해당 GPS 좌표를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 

 

3.2.2.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 

Zheng et al.은 주어진 지도를 격자로 나누고, 그리디 전략(greedy 

strategy)을 통해 각 격자에 대한 군집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30]. 이러한 격자 기반 군집화 방법론은 위치 정보에 대한 군집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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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가장 많은 방문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를 찾는 단

계로 시작된다. 이러한 격자에 대하여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8 개의 격

자를 이웃으로 정의하고, 총 9 개의 격자 중, 아직 어떠한 군집으로 정

의되지 않은 격자 만을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region)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은 최대 9개의 격자로 구성되며 이때 지역은 정사

각형의 모양이 된다.  

 

 

[그림 6] 격자 기반의 군집화 결과 예시 

[그림 6]은 격자 기반의 군집화 결과 도식화 한 것이다. 도식의 간

결성을 위해 격자 내 방문 지점은 생략되었다. (1)에서 가장 많은 방문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가 선택되어 검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그 

주변의 회색으로 표시된 8 개의 격자를 해당 격자의 이웃으로 고려한

다. 그 결과, (2)에서 빗금 친 정사각형 형태의 지역이 도출된다. 또한, 

남은 격자 중 가장 많은 방문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가 다시 선택

되며 같은 방법으로 (3)에서 다음 지역이 도출된다. 이때, 8 개의 이웃 

중 2 개는 이미 다른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로 도출된 지역은 총 7개의 격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도출된 지역 내의 모든 방문 지점을 묶어 하나의 군집으로 

정의하며, 하나의 군집은 하나의 장소를 의미한다. 밀도 기반의 군집

화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문 지점의 집합으로 특정 범위를 장소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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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거나 군집 내 모든 방문 지점의 중심점을 계산하여 해당 GPS 좌

표를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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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4.1.1. 데이터 수집용 어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장소 도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GP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

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Android 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SCDC(Smart Campus Data Collection)를 배포하였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그림 7]은 SCDC의 주요 화

면이다. 

 

 

[그림 7] 데이터 수집용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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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C 는 데이터 수집을 수행 중인 경우에 기기 내 물리 센서를 

구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피실험자

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응되는 버튼을 눌러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동에 대한 레이블링을 수행할 수 있다. 각 물리 

센서에서 데이터는 50Hz의 빈도로 수집된다.  

또한, 피실험자가 기기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원하는 시점에 서

버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SCDC 에서는 수동 업로드 기능을 지원한다. 

SCDC 와 통신하는 웹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였으며, 서버로 업로드 된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를 위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4.1.2. 데이터 수집 실험 

연구에 활용할 실제 GPS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총 100 명의 안

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 수집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 실험은 총 2 차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차수 별 실험 기간과 참여 인원을 [표 1]에 나타내었다. 

 

 

 

 

                                                      

1 승인번호: IRB No.1608/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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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수집 실험 기간 및 참여 인원 

차수 기간 참여 인원 

1차 2016.08.16 ~ 2016.08.26 29명 

2차 2016.09.26 ~ 2016.10.21 71명 

 

피실험자는 본인이 현재 수면, 식사, 음주, 수업, 공부, 이동, 기타

에 해당하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을 수행할 의사가 

있을 때 상황에 대응되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해당 행동이 종료되거나 데이터 수집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다시 같은 버튼을 누름으로써 데이터 수집을 완료할 수 있다. 피실험

자들은 참여 기간 동안 일상 안에서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다. 

 

4.1.3. 데이터 정제 

총 100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약 190MB 의 GPS 좌표, GPS 센서 작

동과 관련된 정보, 레이블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된 수집 스케줄에 따라 수집되는 GPS 좌표는 

기기의 상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데이터 수집 장소를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에서 데이터가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이 두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정제하였다. 

첫째, GPS 좌표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레코드를 삭제하였

다. 수집 기기의 GPS 센서 작동 상태 및 네트워크 상태가 원활하지 않

을 때 GPS 좌표는 (-1, -1)로 기록되는 오류를 보였으며, 해당 레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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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삭제되었다. 일부 피실험자의 경우 GPS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 

위치 데이터가 전혀 기록되지 않아 해당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둘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집된 레코드를 선별하였

다. 데이터 수집 실험 수행 시, 수집 장소를 캠퍼스 내로 한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GPS 좌표 범위를 기반으로 캠퍼스 외의 장소에서 수집된 

레코드를 삭제하였다. 일부 피실험자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데이터 

수집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서울대

학교 관악캠퍼스의 위도와 경도의 범위는 [표 2]와 같다.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두 단계에 걸쳐 정제한 결과, 각 단계별 피

실험자 수와 데이터 레코드 수 및 용량이 [표 3]과 같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제 후 최종적으로 선별된 42MB 용량의 데이터를 실

험에 활용하였다. 

 

[표 2]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GPS 좌표 범위 

구역 GPS 좌표 범위 

1 
37.447 ≤ (위도) ≤ 37.467 

126.948 ≤ (경도) ≤ 126.958 

2 
37.460 ≤ (위도) ≤ 37.468 

126.958 ≤ (경도) ≤ 126.962 

3 
37.467 ≤ (위도) ≤ 37.468 

126.950 ≤ (경도) ≤ 12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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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데이터 정제 단계 별 

피실험자 수와 데이터 레코드 수 및 용량 

구분 
피실험자 수 

(명) 

레코드 수 

(개) 

용량 

(MB) 

전체 수집 데이터 100 1,229,123 190 

비정상 레코드 삭제 후 82 906,943 119 

관악캠퍼스 내 데이터 선별 후 68 318,768 42 

 

 

4.1.4. 선별된 피실험자의 주요 장소 정보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주요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해당 정보는 장소 도출 기법의 성능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전체 피실험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피실험자들의 GPS 로그로부터 육안으로 뚜렷

하게 구분되는 주요 장소를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4.3.2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총 68 명의 피실험자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데이터

를 선별하는 과정을 마친 후, 해당 데이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10 명

의 피실험자를 선별하였다. 데이터가 풍부하게 수집된 피실험자들의 

GPS 로그에 기초하여 선정된 각 피실험자 별 주요 장소를 [표 4]에 나

타내었다.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캠퍼스 내 건물은 건물 번호만 기재

하였으며, 외부 시설의 경우 시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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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별된 피실험자의 주요 장소 정보 

피실험자 

번호 
선정된 주요 장소 

개수 

(개) 

22 918, 919, 62-1, 75-1, 38, 44-1 6 

38 901, 테니스장, 2, 62, 62-1 5 

43 43-1, 28, 62-1, 63, 76, 16-1, 83, 140, 58 9 

45 906, 62, 62-1, 63 4 

50 39, 62, 63, 16, 71 5 

57 901, 919, 76, 5, 3, 83 6 

65 901, 83, 109, 4, 62-1 5 

71 83, 113, 59, 921, 43-1 5 

84 44-1, 35, 28, 25, 24, 4, 919 7 

105 919, 버들골, 100, 13 4 

 

한 명의 피실험자에 대하여 최소 4개, 최대 9개의 주요 장소가 선

정되었다. 또한, 10 명으로부터 도출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서로 

다른 건물은 33 개이며, 외부 시설로는 테니스장과 버들골이 도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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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구성 

4.2.1. 실험 환경 

본 실험은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기본

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NumPy 및 Pandas 패키지를 활용했

으며, 분석에는 Scikit-learn과 SciPy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4.2.2. 파라미터 설정 

제안된 장소 추출 기법의 첫 번째 단계인 방문 추출 단계의 두 알

고리즘은 각각 3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한다.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

고리즘은 각 방문 시퀀스의 첫 로그와 마지막 로그 사이의 거리 차이

를 제한하는 𝐷𝑚𝑎𝑥와 시간 차이를 제한하는 𝑇𝑚𝑖𝑛을 활용하며, [26]의 연

구에서 제안된 연속된 각 로그 사이의 시간 차이를 제한하는 𝑇𝑚𝑎𝑥  파

라미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𝐷𝑚𝑎𝑥의 단위는 미터, 𝑇𝑚𝑖𝑛과 𝑇𝑚𝑎𝑥의 

단위는 모두 초를 사용한다.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은 경

사도의 임계값을 결정하는 2 개의 파라미터 𝛼와 β, 그리고 규칙 기반

의 알고리즘과 동일한 𝑇𝑚𝑎𝑥를 활용한다. 𝑇𝑚𝑎𝑥의 단위는 역시 초를 사

용한다. 두 방문 추출 알고리즘에 사용된 파라미터 집합을 [표 5]에 나

타내었으며, 해당 값들의 조합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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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집합 

알고리즘 파라미터 값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𝐷𝑚𝑎𝑥 2, 5, 10, 50 

𝑇𝑚𝑖𝑛 1, 2, 5, 10 

𝑇𝑚𝑎𝑥 10, 20, 30, 60, 120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α 0.05, 0.1, 0.5, 1.0 

β 5, 10, 20, 30 

𝑇𝑚𝑎𝑥 10, 20, 30, 60, 120 

 

두 번째 단계 장소 추출 단계의 두 알고리즘은 각각 2 개, 1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한다.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군집에 포함

되는 방문의 개수에 대한 파라미터 𝑀𝑖𝑛𝑃𝑡𝑠와 각 군집의 크기를 제한

하는 파라미터 𝜖를 활용한다. 𝑀𝑖𝑛𝑃𝑡𝑠의 단위는 개, 𝜖의 단위는 미터이

다.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지역을 격자로 나눌 때, 격

자의 크기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𝑑만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

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𝑑/3인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로 나누어지게 

된다. 또한, 𝑑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한다. 두 장소 추출 알고리즘에 사

용된 파라미터 집합을 [표 6]에 나타내었으며, 해당 값들의 조합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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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소 추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집합 

알고리즘 파라미터 값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 

𝑀𝑖𝑛𝑃𝑡𝑠 2, 3, 5, 10 

𝜖 5, 10, 20, 50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 
𝑑 5, 10, 20, 30, 50 

  



 

 

33 

4.3. 평가 방법 및 지표 

4.3.1. 방문 추출 단계 평가 방법 및 지표 

본 단계에서 추출되는 방문은 복수의 GPS 로그로 구성된 방문 시

퀀스로부터 계산된 방문 지점으로 정의된다. 또한, 각 방문 시퀀스는 

사용자가 실제로 한 지점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어떤 GPS 로그가 특정 방문 시퀀스에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해

당 지점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떠한 방문 시퀀스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이동 중임을 의미한다. 

방문 시퀀스가 올바로 도출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각 GPS 로그

가 특정 방문 시퀀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사용자가 데이터 

수집 시 레이블링한 이동 중 상태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이동’을 제외한 상태로 레이블링 한 데이터를 특정 지점에 방문 중인 

상태로 해석하여, 도출된 방문 시퀀스에 포함된 GPS 로그들과 비교함

으로써 방문 추출 단계를 평가한다. 

해당 단계의 방문 추출 결과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의 척도로 평가한다. [표 7]은 성능 평가를 위한 혼동 행

렬이며, 방문 추출 결과와 레이블 정보의 비교를 통해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이 계산된다. 

정확도는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다음 수식으로 계산된다. 

 

정확도 =  
𝑇𝑃 + 𝑇𝑁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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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능 평가를 위한 혼동 행렬 

 

추출 결과 

방문 시퀀스에 포함 방문 시퀀스에 미포함 

레이블 

정보 

비이동 𝑇𝑃 𝐹𝑁 

이동 𝐹𝑃 𝑇𝑁 

 

각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방문 시퀀스 중 실제 레이블 정보가 

비이동으로 기록된 GPS 로그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정밀도와 전체 

비이동 GPS 로그 중 방문 시퀀스로 추출된 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재

현율 또한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이들은 각각 다음 수식으로 계산된

다. 

 

정밀도 =  
𝑇𝑃

𝑇𝑃 + 𝐹𝑃
 

 

재현율 =  
𝑇𝑃

𝑇𝑃 + 𝐹𝑁
 

 

또한, 알고리즘에 따라 상이한 계산 시간을 계산 복잡도에 대한 

평가 지표로 고려한다. 

방문 추출 단계의 다음 단계인 장소 추출 단계에서 활용할 방문 

지점 도출 결과를 선정하기 위해, 실험 결과에 대한 F-점수(F-Measure)

를 추가적인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F-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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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평가 지표이며 다음 수식으로 계산된

다[40]. 𝑃와 𝑅은 각각 앞에서 계산된 정밀도와 재현율을 의미한다.  

 

F − 점수 =  2 ×
 𝑃 × 𝑅 

𝑃 + 𝑅
 

 

각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 조합의 실험 결과에 대한 F-점수에 기초

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는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 조합을 선정하

여, 장소 추출 단계에서 그 결과를 활용한다. 

 

4.3.2. 장소 추출 단계 평가 방법 및 지표 

장소 도출 기법의 두 번째 단계인 장소 추출 단계에서 사용된 두 

알고리즘은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군집 분석은 실제 정답 데이터가 없

이도 수행이 가능한 비지도 학습 기법이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를 위해서는 정답 데이터와의 비교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주요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장소 추출 결과의 정량적 평

가를 위해 Thomason, Griffiths, and Sanchez 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도입한다. 이들은 연구에서 활용한 MDC 데이터 셋에 피실험자에 대

한 주요 장소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에 따라 9 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GPS 로그를 Google Earth2

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덮어씌우고,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2 https://www.google.com/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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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1 명의 피실험자 당 5 개씩 선정하여 분석 결과의 비교 대상으

로 활용하였다[27].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각 피실험자의 주요 장소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한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건물과 외부 시설에 대한 정

보가 충분히 표기되어있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3를 활용하며, 총 10 명

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여 1 명의 피실험자 당 약 5 개의 주요 장소를 선

정한다. 

장소 추출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는 이승준의 연구에서 제안된 지

표를 활용한다[32]. 해당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의 실제 주요 장소 중 올

바르게 도출된 장소의 개수(hit), 도출되지 않은 장소의 개수(miss), 여

러 개의 장소로 쪼개져 도출된 장소의 개수(divided), 다른 장소와 합쳐

져 도출된 장소의 개수(merged)가 고려되었다. 또한, 실험 결과 추출된 

장소 중 실제 주요 장소에 대응되지 않는 오류(error) 역시 평가 지표

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 지표 대신, 오류율을 활용한다. 이

는 도출된 장소의 개수가 알고리즘의 종류 및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수가 아닌 비율로써 실험 결과를 비

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류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오류율 =  
 실제 주요 장소에 대응되지 않는 장소의 개수 

도출된 장소의 개수 
 

 

 

                                                      

3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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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방문 추출 단계의 평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에 따라 상이한 계산 시간을 알고리즘 별 계산 복잡도에 대한 평가 지

표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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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결과 

4.4.1. 방문 추출 단계 실험 결과 

4.4.1.1. 실험 결과 요약 

방문 추출 단계의 두 알고리즘과 [표 5]의 모든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실험 결과를 도출된 방문의 개수(CNT), 정확도(A), 정밀도(P), 재

현율(R), 알고리즘 수행 시간(T)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으로 요약하

였다. [표 8]은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요약이

며 [표 9]은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요약이

다. 

 전반적으로,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결과가 경사도 기

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결과보다 파라미터 값에 더 민감하게 달라

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68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도출된 방문의 

개수가 최소 4,811개, 최대 79,458개로 그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0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알고리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

이 약 2.1 배 짧게 나타났다. 이는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은 상

대적으로 간단한 계산 만을 수행하는 반면에,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은 방문 시퀀스의 경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복잡도

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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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요약 

 CNT A P R T (초) 

최소 4,811  0.594  0.328  0.364  74  

최대 79,458  0.881  0.964  0.817  83  

평균 32,397  0.780  0.713  0.606  76  

  

[표 9]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요약 

 CNT A P R T (초) 

최소 23,220  0.694  0.861  0.789  161  

최대 56,269  0.773  0.903  0.959  199  

평균 31,998  0.728  0.884  0.861  170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은 그 실험 결과가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을 보였다. 특히,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재현율을 보여, 정확도, 정밀도뿐 아니라 재현

율의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으로 방문 시퀀스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임이 확인되었다. 도출된 방문 개수 역시 최소 23,220 개, 최대 56,269

개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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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비교 

활용된 파라미터 조합에 따라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실

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𝑇𝑚𝑎𝑥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𝑇𝑚𝑖𝑛 = 10 , 

𝐷𝑚𝑎𝑥 = 5일 때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𝑇𝑚𝑎𝑥에 따른 실험 결

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𝑇𝑚𝑎𝑥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와 재현율

은 증가하고,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파라미터 조합에서 도출된 방문 시퀀스가 보수적

으로 도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𝑇𝑚𝑎𝑥를 증가시켜 세 번째 규칙

을 완화할수록 보수적인 성향은 감소되며, 𝐹𝑁이 감소함에 따라 재현

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𝑇𝑚𝑎𝑥 의 증가에 따라 도출된 방문 개수 역시 

증가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규칙을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 더 많은 방문 시퀀스가 도출된 것이다. 

한편, [그림 9]는 𝑇𝑚𝑖𝑛 = 1 , 𝐷𝑚𝑎𝑥 = 50일 때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𝑇𝑚𝑎𝑥에 따른 실험 결과로, [그림 8]과는 상이한 경향성을 

보인다. 앞의 파라미터 조합에 비해 𝑇𝑚𝑖𝑛에는 더 작은 값을, 𝐷𝑚𝑎𝑥에는 

더 큰 값을 할당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도와 높은 재현율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모든 𝑇𝑚𝑎𝑥에 대하여 훨씬 많은 개수의 방문이 도출되

었는데, 이 역시 완화된 두 조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단, 𝑇𝑚𝑎𝑥 =

120의 실험에서는 도출된 방문 개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개수

가 𝑇𝑚𝑖𝑛 = 10, 𝐷𝑚𝑎𝑥 = 5, 𝑇𝑚𝑎𝑥 = 120의 실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𝑇𝑚𝑎𝑥 = 120으로 세 번째 조건을 완화하게 되면 𝑇𝑚𝑖𝑛

과 𝐷𝑚𝑎𝑥의 영향이 다소 미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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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𝑻𝒎𝒂𝒙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𝑻𝒎𝒊𝒏 = 𝟏𝟎, 𝑫𝒎𝒂𝒙 = 𝟓) 

 

[그림 9] 𝑻𝒎𝒂𝒙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𝑻𝒎𝒊𝒏 = 𝟏, 𝑫𝒎𝒂𝒙 = 𝟓𝟎)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도출된 방문의 개수

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𝐷𝑚𝑎𝑥의 값의 증가에 따라 개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0]는 다양한 𝑇𝑚𝑖𝑛와 𝑇𝑚𝑎𝑥의 조합에 

대해서 𝐷𝑚𝑎𝑥에 따른 도출 방문 개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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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𝑫𝒎𝒂𝒙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의 

도출 방문 개수 

모든 파라미터 조합에 대하여 𝐷𝑚𝑎𝑥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도출 

방문 개수가 증가하였다. 즉, 방문 시퀀스 내 첫 로그와 마지막 로그 

사이의 거리 차이에 제약을 두는 파라미터의 값이 클수록 더 많은 개

수의 방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규칙이 완화될수

록, 사용자가 더 멀리 움직인 경우에도 방문 시퀀스로 정의되었기 때

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실제로 방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림 11]과 [그림 12]에 나타난 𝐷𝑚𝑎𝑥에 따른 정확도와 정밀도 변화는 이

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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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𝑫𝒎𝒂𝒙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의 정확도 

 

[그림 12] 𝑫𝒎𝒂𝒙에 따른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실험의 정밀도 

𝐷𝑚𝑎𝑥의 값이 5 에서 10 으로 증가하면, 정확도는 감소하거나 아

주 적은 차이로 증가하였으나 정밀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즉, 더 많

은 개수의 방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방문이 아닌 GPS 로

그를 방문 시퀀스에 포함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앞의 [그림 10]

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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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비교 

[그림 13]은 𝛼 = 0.5 , 𝛽 = 30일 때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

즘의 𝑇𝑚𝑎𝑥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그림 8]에서 살펴본 실험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재현율은 높게 나타났다. 즉, 해당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 조합이 상대

적으로 덜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3] 𝑻𝒎𝒂𝒙에 따른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𝜶 = 𝟎. 𝟓, 𝜷 = 𝟑𝟎) 

이러한 경향은 도출된 방문 개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의 실험 결과, 모든 파라미터 조합에서 방문 시퀀스는 20,000 개 이하

로 도출된 반면, 해당 결과에서는 모두 24,000개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그림 9]의 실험 결과 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정밀도와 재현율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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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경사도 기반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에서는 𝑇𝑚𝑎𝑥의 

증가에 따라 방문 개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결과

의 시각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기존에 다수의 방문 시퀀스로 쪼

개져 도출된 방문 시퀀스들이 𝑇𝑚𝑎𝑥  조건이 완화되며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림 14]에 표시된 사용자 아이디 9 번

에 해당되는 피실험자의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피실험자 9번의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1)은 𝑇𝑚𝑎𝑥의 값을 가장 작은 10으로 설정하여 해당 알고리즘으로 

방문 시퀀스를 추출한 결과 중,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75-1 동 주변의 

결과만을 나타낸 것이며, (2)는 𝑇𝑚𝑎𝑥의 값이 120일 때의 같은 결과이다. 

그 외의 파라미터 값들은 𝛼 = 0.5, 𝛽 = 30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서로 다른 방문 시퀀스는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 되어있으며, (1)

에서는 총 6 개, (2)에서는 1 개의 방문 시퀀스가 도출되었음이 확인된

다. 즉, 𝑇𝑚𝑎𝑥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 6 개로 쪼개져 도출된 방문 시퀀

스가 1 개로 합쳐진 결과이다. 실험자 9 번을 포함한 다수의 피실험자

의 실험 결과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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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알고리즘 종류 및 파라미터 조합 선정 

본 단계에서 추출된 방문 지점에 기초하여 2 단계 주요 장소 도출 

기법의 다음 단계인 장소 추출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알고리즘 및 파라미터 조합을 선정하였다. 

[표 10]는 두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중 최대 F-점수를 보인 

파라미터 조합과 해당 F-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방문 추출 알고리즘 별 최대 F-점수 

알고리즘 파라미터 조합 F-점수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𝛼 = 1, 𝛽 = 30, 𝑇𝑚𝑎𝑥 = 120 0.916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𝑇𝑚𝑖𝑛 = 10, 𝐷𝑚𝑎𝑥 = 5, 𝑇𝑚𝑎𝑥 = 120 0.849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실험 결과, 𝛼 = 1 , 𝛽 = 30 , 𝑇𝑚𝑎𝑥 = 120의 

파라미터 조합에서 F-점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사도 기반

의 방문 추출 실험 결과의 최대 F-점수보다 크다. 따라서 해당 알고리

즘 및 파라미터 조합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그 실험 결과를 장소 추

출 단계에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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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장소 추출 단계 실험 결과 

4.4.2.1. 실험 결과 요약 

방문 추출 단계의 두 알고리즘과 [표 6]의 모든 파라미터 조합에 

대한 실험 결과를 68 명의 피실험자의 방문 지점으로부터 도출된 군집

의 개수(CNT)와 알고리즘 수행 시간(T)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으로 

요약하였다. 또한, 선별된 10 명의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 결과의 오류

율(ER) 역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으로 요약하였다. 

[표 11] 과 [표 12]는 각각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과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요약이다. 

 

[표 11]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요약 

 CNT T (초) ER 

최소 139 55 0.04 

최대 1,444 58 0.14 

평균 536 56 0.09 

 

 

 

 

 

 

 



 

 

48 

[표 12] 격자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요약 

 CNT T (초) ER 

최소 254 58 0.04 

최대 981 94 0.12 

평균 631 69 0.08 

 

밀도 기반의 군집화 실험에서는 도출되는 군집 개수가 크게 달라

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군집 내 최소 원소 개수에 대한 파라미터 

MinPts가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해

서는 4.4.2.2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한편,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방문 지점에 대한 군집

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에 의해 계산 복잡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각 격자에 대한 군

집화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계산 복잡도

가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격자 기반의 군집화 실험에서는 알고리즘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는 결과

를 보였다. 10 명의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 결과 오류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9%와 8%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된다. 

 

4.4.2.2.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비교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고려된 파라미터는 군집의 반

지름을 결정하는 𝜖과 군집 내 원소 개수의 최소값 𝑀𝑖𝑛𝑃𝑡𝑠이다. 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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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에 대하여 군집화 실험 결과의 경향성이 크게 변하는 것이 관

찰되었다. 

우선, 𝜖의 값에 따라 hit(H), miss(MS), divided(D), merged(MG)의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5]는 𝑀𝑖𝑛𝑃𝑡𝑠의 값이 2, 5, 10일 때 𝜖에 따른 

H, MS, D, MG를 나타낸 것이다. 10명의 피실험자에 대하여, 총 56개의 

장소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파라미터 조합에 대하여 네 평가 지

표의 합은 56으로 일정하다. 

 

 

[그림 15] 𝝐에 따른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𝜖이 작은 경우, 군집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혹은 

외부 시설을 포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대해 다

수의 군집이 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D 의 비중이 큰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𝜖이 커지면, 군집의 크기가 커져 하나의 군

집이 여러 건물 혹은 외부 시설을 포함하는 잘못된 분석이 수행될 가

능성이 커진다. 𝜖 = 20일 때 D 의 비중은 낮고 MG 는 높은 결과가 이

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D 와 MG 의 비중이 낮고 H 의 비중이 높은 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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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𝑀𝑖𝑛𝑃𝑡𝑠에서 𝜖 = 20일 때로 확인된다. 즉, 𝜖 = 20일 때 밀도 기

반 군집화 알고리즘의 장소 도출 성능이 가장 높다. 

또한, 𝑀𝑖𝑛𝑃𝑡𝑠에 따라 H 와 MS 가 달라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16]은 𝜖의 값이 5, 10, 20, 30일 때, 𝑀𝑖𝑛𝑃𝑡𝑠에 따른 H와 

MS 를 나타낸 것이다. 𝑀𝑖𝑛𝑃𝑡𝑠가 커질수록 H 는 작아지고 MS 는 커지

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𝑀𝑖𝑛𝑃𝑡𝑠 = 10일 때 H 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M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6] 𝑴𝒊𝒏𝑷𝒕𝒔에 따른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이는 𝑀𝑖𝑛𝑃𝑡𝑠 = 10일 때 군집 내 최소 원소 개수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며 실제로는 군집으로 도출되어야 하지만 도출되지 않는 오류

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𝑀𝑖𝑛𝑃𝑡𝑠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도출되는 군집의 개수와 오

류율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다. 𝑀𝑖𝑛𝑃𝑡𝑠에 따라 도출되는 군집 개수

(CNT)의 변화와 오류율(ER)의 변화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51 

 

[그림 17] 𝑴𝒊𝒏𝑷𝒕𝒔에 따른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의 

도출 군집 개수 및 오류율 

이러한 결과는 𝑀𝑖𝑛𝑃𝑡𝑠 = 2일 때 군집 내 최소 원소 개수에 대한 

조건이 지나치게 약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군집이 많이 도출된 결과이

다. 즉, 2 개의 방문 지점으로 구성된 군집은 실제 장소에 대응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2 또는 10 에 해당하는 

𝑀𝑖𝑛𝑃𝑡𝑠값은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 𝑀𝑖𝑛𝑃𝑡𝑠는 3 또는 5가 된다. 

 

4.4.2.3. 파라미터에 따른 격자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비교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고려되는 파라미터는 격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𝑑이다. 하나의 파라미터만 고려되기 때문에 군집화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비교적 간결하나,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라 

군집 분석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18]은 𝑑의 값에 따

라 달라지는 H, MS, D, MG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격자 기반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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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𝑑는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의 𝜖과 비슷한 의미를 갖

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의 변화 양상도 비슷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𝒅에 따른 격자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 

우선, 𝑑 = 5일 때 H가 가장 작고 D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𝜖

이 작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자 크기에 따라 군집의 크기가 제한되

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혹은 외부 시설에 대해 다수의 군집이 도출되

는 오류가 다소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𝑑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오

류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D 의 비중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대로, 𝑑 = 30과 𝑑 = 50일 때는 MG 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

는 격자의 크기가 커져, 도출된 군집 하나에 여러 개의 건물이 포함되

는 오류가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밀도 기반의 군집화 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𝑑의 값이 커져도 

MG가 증가할 뿐, H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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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과는 달리, 본 알고리즘에서는 2 개의 

군집을 합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군집의 크기를 제한하는 파

라미터와는 별개로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서는 군집을 합치

는 과정에 의해 지나치게 큰 군집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4.2.2 에서 살펴보았듯이, 𝜖 = 50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최대 9 개의 격자 만으로 하나의 군집

을 도출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𝑑에 의해 해당 문제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다. 

격자 기반의 군집화 실험 결과에서 MS 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지도 상의 모든 격자에 대하여 그리디 전략에 의해 순차

적으로 군집화를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 장소를 놓치는 오류가 비교적 

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𝑑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도출되는 군집의 개수와 오류율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작은 𝑑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면 실제 장소에 대응되지 않는 군집이 많이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각 격자에 속하게 되는 방문 

지점의 개수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은 수의 방문 지점에 기

초하여 도출된 군집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4.4.2.2 에서 살

펴본 𝑀𝑖𝑛𝑃𝑡𝑠 값의 증가에 따른 CNT 와 ER 의 감소와 동일한 현상이다.  

𝑑에 따른 CNT와 ER의 변화를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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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𝒅에 따른 격자 기반 군집화 실험의 

도출 군집 개수 및 오류율 

알고리즘의 평가 지표인 H, MS, D, MG와 오류율에 대해 전반적으

로 평가했을 때, 격자 기반의 군집화 실험 결과는 𝑑 = 30일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밀도 기반 군집화 

실험 결과보다도 우수하다. 따라서, 𝑑 = 30인 격자 기반 장소 도출 알

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장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4.4.2.4 부터 세 피실

험자의 실험 결과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4.4.2.4. 피실험자 38 번의 실험 결과 분석 

피실험자 38 번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주요 장소는 총 5 개

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901 동(대학원생 관악사), 외부 시설(테니스

장), 2동(인문대학), 62동(중앙도서관), 62-1동(관정도서관)이다. [표 13]

은 해당 피실험자의 주요 장소 도출 실험 결과를 CNT, H, MS, D, M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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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요 장소에 없으나 도출된 장소의 개수(E)로 요약한 것이다. 

총 7 개의 장소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 잘못된 장소는 1 개이다. 나머지 

6 개의 장소는 피실험자의 5 개의 실제 주요 장소와 대응되며, 그 중 1

개의 실제 주요 장소가 2 개의 장소로 쪼개져 도출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정확하게 도출되었다. 

 

[표 13] 피실험자 38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요약 

CNT H MS D MG E 

7 4 0 1 0 1 

 

도출된 7개의 장소를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장소를 정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20]의 상단과 하단에 표시된 장소는 각각 2 동과 62-1 동이 

정상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한편, 그림의 왼쪽에 인접하게 도출된 2

개의 장소는 모두 62 동 중앙도서관을 의미한다. 격자 기반의 장소 도

출 알고리즘에서 고려된 파라미터의 크기가 작아, 하나의 건물이 2 개

의 장소로 쪼개져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표 13]의 실

험 결과 요약 중 D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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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피실험자 38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1) 

[그림 21]은 외부 시설인 테니스장 주변에서 도출된 2 개의 장소를 

나타낸다. 테니스장 안쪽에서 도출된 장소는 정확히 테니스장이 도출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위쪽의 장소는 잘못된 도출 결과이다. 

실제로 피실험자 38번의 GPS 로그와 기록된 레이블 정보에 따르면 해

당 장소 주변에서 피실험자는 이동 중 상태였기 때문에, 1 단계 방문 

도출 단계에서 잘못된 방문 지점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쪽의 장소는 [표 13]의 E 에 해당되는 장소이다. 한편, [그림 22]는 

901 동 대학원 생활관에 대응되는 장소가 정상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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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피실험자 38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2) 

 

[그림 22] 피실험자 38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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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피실험자 71 번의 실험 결과 분석 

피실험자 71 번의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주요 장소는 총 5 개로 선

정되었으며, 이들은 83동(멀티미디어 강의동), 113동(동원생활관), 59동

(LG 경영관), 921 동(학부생 관악사), 43-1(멀티미디어 강의동)이다. [표 

14]는 해당 피실험자의 주요 장소 도출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총 6개의 장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들을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6개의 장소 중 4개의 

장소는 정확하게 피실험자의 실제 주요 장소에 대응되는 결과이며 나

머지 2개의 장소는 1개의 실제 주요 장소가 쪼개져 도출된 결과이다. 

 

[표 14] 피실험자 71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요약 

CNT H MS D MG E 

6 4 0 1 0 0 

 

우선, [그림 23]과 [그림 24]는 각각 921 동과 43-1 동이 정상적으로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921 동의 경우, 장소 도출 단계에서 군집

화 알고리짐의 파라미터를 통해 군집의 크기를 충분히 제한함으로써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정확한 건물이 도출되었다. 

[그림 25]는 피실험자 71 번의 실험 결과 중 나머지 4 개의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상단에 위치한 2 개의 장소는 각각 113 동과 59 동이 정

상적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반면에, 하단에 겹쳐져 도출된 2 개의 장소

는 83 동에 해당하는 건물 하나가 2 개의 장소로 쪼개져 도출된 것으

로, [표 14]의 D 에 해당되는 실험 결과이다. 이는 피실험자 38 번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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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에서도 관찰된 오류이며, 피실험자 38번의 경우에는 두 장소가 

인접하게 도출된 반면, 피실험자 71 번은 두 장소가 겹치게 도출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피실험자 71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1) 

 

[그림 24] 피실험자 71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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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피실험자 71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3) 

 

4.4.2.6. 피실험자 84 번의 실험 결과 분석 

피실험자 84번의 캠퍼스 내 주요 장소는 총 7개로, 44-1동(신양학

술정보관), 35동(건설환경공학부), 28동(자연대 대형강의동), 25동(자연

과학대학), 24동(자연과학대학), 4동(신양인문학술 정보관), 919동(학부

생 관악사)이 선정되었다. [표 15]는 해당 피실험자의 실험 결과를 요

약한 것으로, 총 6 개의 장소가 도출되었고 그 중 5 개의 장소가 실제 

주요 장소와 대응된다. 한편, [표 15]의 MG 가 2 인 것으로부터, 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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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실제 주요 장소 2 개가 1 개의 장소로 합쳐진 상태로 도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15] 피실험자 84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요약 

CNT H MS D MG E 

6 5 0 0 2 0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에서 도출된 2개의 장소를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35동 건설환경공학부와 44-1동 신양학술정보

관이 실험 결과 정상적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건물 모

두 크기가 크지만, 해당 피실험자가 건물의 일부 지역에서 활동을 주

로 했기 때문에 앞의 두 피실험자의 실험 결과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

소가 여러 개로 쪼개지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7]은 자연과학대학에서 도출된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 피

실험자 84 번의 7 개의 주요 장소에 중 24 동과 25 동이 합쳐져 하나의 

장소로 도출된 결과이다. 이 결과는 [표 15] 피실험자 84 번의 장소 도

출 실험 결과 요약의 MG 에 해당된다. 피실험자의 GPS 로그와 레이블 

정보에 따르면 피실험자는 두 건물 모두를 방문하였으나, 방문 도출 

단계에서 각각의 방문이 하나의 방문 시퀀스로 합쳐졌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피실험자 84번의 나머지 주요 장소인 28동 자연대 대형강의

동, 4 동 신양인물학술 정보관, 919 동 학부생 관악사는 장소 도출 실험 

결과, 정상적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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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피실험자 84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1) 

 

[그림 27] 피실험자 84번의 장소 도출 실험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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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요약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에서는 GPS 데이터로부터 개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도

출하는 2 단계 기법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1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며 발생하는 방문을 되며, 2 단계에서는 방문에 대

한 군집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주요 장소를 되었다. 1 단계에서 고려한 

두 알고리즘은 규칙 기반 방문 도출 알고리즘과 경사도 기반 방문 도

출 알고리즘이었으며, 2단계에서는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과 격자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 SCDC를 개발하여 피실험자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68 명의 피실험자의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자의 방문을 도출하는 1 단계에서 고려된 두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규칙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계산복잡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의 측면에서 성

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반면, 경사도 기반 방문 추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여, 방문을 추출하

는 데 더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평가되었다. 최종적으로, 2단계 주요 장

소 도출 기법에 대한 탐색에 활용될 방문으로는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과 𝛼 = 1, 𝛽 = 30, 𝑇𝑚𝑎𝑥 = 120의 파라미터 조합으로부터 

도출된 실험 결과가 선정되었다. 

1 단계에서 도출된 방문에 대한 군집 분석을 통해 2 단계에서는 개

별 사용자의 주요 장소가 도출되었다. 밀도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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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 결과, 두 알고리즘의 정확

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별된 10 명의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 결과

를 평가하기 위해 올바르게 도출된 장소의 개수, 도출되지 않은 장소

의 개수, 여러 개의 장소로 쪼개져 도출된 장소의 개수, 다른 장소와 

합쳐져 도출된 장소의 개수, 실제 주요 장소에 대응되지 않는 장소의 

개수 등 다양한 평가 지표가 고려되었다. 그 결과, 격자 기반의 군집화 

알고리즘에서 𝑑 = 30의 파라미터 값을 사용할 때 가장 우수한 장소 

도출 성능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장소 도출 기법의 프레임워

크와 단계 별 기본적인 원리에 기초한 다양한 방문 추출 및 장소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실제 데이터에 다양한 기법을 적

용해봄으로써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2 단계 장

소 도출 기법에서 각 단계 별로 우수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조합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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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와 기본적인 원

리에 기초한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고

려 대상인 알고리즘 종류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 역시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험 데이터로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용자의 GPS 로그뿐 

아니라, 셀 ID, 와이파이 신호 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추가적

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GPS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장소 추출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GPS 로그가 가지는 사생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GPS 로그를 대체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사용자의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

체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인구 집단의 관심 장소를 도출하고, 고차원적이며 더 

큰 부가 가치를 갖는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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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알고리즘 1. 규칙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Input: 𝑙𝑔 = (𝑔1, … , 𝑔𝑁), 𝑇𝑚𝑖𝑛, 𝑇𝑚𝑎𝑥, 𝐷𝑚𝑎𝑥 

Output: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Procedure: 

𝑖 ← 1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  

while 𝑖 < 𝑁 do 

𝑗 ← 𝑖 + 1   

while 𝑗 < 𝑁 do 

𝑡 ← 𝑇𝑖𝑚𝑒𝐷𝑖𝑓𝑓𝑒𝑟𝑒𝑛𝑐𝑒(𝑔𝑗 , 𝑔𝑗−1)  

𝑑 ← 𝐷𝑖𝑠𝑡𝑎𝑛𝑐𝑒(𝑔𝑗, 𝑔𝑖)  

if (𝑡 > 𝑇𝑚𝑎𝑥 or 𝑑 > 𝐷𝑚𝑎𝑥) then 

𝑡 ← 𝑇𝑖𝑚𝑒𝐷𝑖𝑓𝑓𝑒𝑟𝑒𝑛𝑐𝑒(𝑔𝑗−1, 𝑔𝑖)  

if (𝑡 > 𝑇𝑚𝑖𝑛) then 

[𝑙𝑎𝑡, 𝑙𝑜𝑛𝑔] ← 𝐶𝑒𝑛𝑡𝑜𝑟𝑖𝑑(𝑔𝑖 , … , 𝑔𝑗−1)  

𝑇𝑠 ← 𝑔𝑖. 𝑇  

𝑇𝑒 ← 𝑔𝑗−1. 𝑇  

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𝑙𝑎𝑡, 𝑙𝑜𝑛𝑔, 𝑇s, 𝑇𝑒]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end if 

𝑖 ← 𝑗    

break 

end if 

𝑗 ← 𝑗 + 1   

end while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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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2. 경사도 기반의 방문 추출 알고리즘 

Input: 𝑙𝑔 = (𝑔1, … , 𝑔𝑁), 𝑇𝑚𝑎𝑥, 𝛼, 𝛽 

Output: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Procedure: 

𝑖 ← 1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  

while 𝑖 < 𝑁 do 

𝑗 ← 𝑖 + 1   

while 𝑗 < 𝑁 do 

𝑡 ← 𝑇𝑖𝑚𝑒𝐷𝑖𝑓𝑓𝑒𝑟𝑒𝑛𝑐𝑒(𝑔𝑗 , 𝑔𝑗−1)  

𝑔 ← 𝐺𝑟𝑎𝑑𝑖𝑒𝑛𝑡 ((𝑔𝑖, … , 𝑔𝑗−1), (𝑔𝑖 , … , 𝑔𝑗))   

𝑡ℎ𝑟𝑒𝑠ℎ𝑜𝑙𝑑 ← 𝑇ℎ𝑟𝑒𝑠ℎ𝑜𝑙𝑑(𝛼, 𝛽, 𝑗)  

if (𝑡 > 𝑇𝑚𝑎𝑥 or 𝑔 > 𝑡ℎ𝑟𝑒𝑠ℎ𝑜𝑙𝑑) then 

[𝑙𝑎𝑡, 𝑙𝑜𝑛𝑔] ← 𝐶𝑒𝑛𝑡𝑜𝑟𝑖𝑑(𝑔𝑖, … , 𝑔𝑗−1)  

𝑇𝑠 ← 𝑔𝑖. 𝑇  

𝑇𝑒 ← 𝑔𝑗−1. 𝑇  

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𝑙𝑎𝑡, 𝑙𝑜𝑛𝑔, 𝑇s, 𝑇𝑒]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𝑙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 𝑣𝑖𝑠𝑖𝑡𝑝𝑜𝑖𝑛𝑡  

𝑖 ← 𝑗    

break  

end if 

𝑗 ← 𝑗 + 1   

end while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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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obile communication and mobile phone industry growing, the use 

of mobile devices is becoming popular. As th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s becomes common, they serve as terminals capable of executing 

network functions and various applications as well as the functions of feature 

phone, such as voice calls and messaging. As a result of this change, the demand 

for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 context of smart device user is increasing 

rapidly. 

Since many users use smart devices in their daily life, users’ context can 

be deduced throug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devices and personalized 

services can be provided based on this context. Especi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GPS sensors in smart 

devices, the utilization of large capacity GPS log data collected from devices is 

increasing. Accordingly,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user has become one of 

the main factors utilized in context-aw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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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various techniques for extracting user’s significant locations 

using GPS data are searched. According to the two-step approach for location 

extraction in related studies, various algorithms at each step are explored. In the 

first step, the user’s visit extraction step, a visit sequence of the user is extracted 

according to whether the user moves or not. The visit point is calculated based 

on this visit sequence. In the second step, the user’s location is extracted by 

performing cluster analysis on the visit points extracted from the first step. This 

location corresponds to the user’s significant location. 

To conduct experiments on various methodologies, smartphone GP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members of Gwanak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 a smartphone application based on the Android OS. The 

collected data was used to extract short-lived visit points and significant 

locations of each user. 

 

Keywords: context-aware service, GPS, significant location, significant 

location extraction algorithm, clust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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