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LSTM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동적 상태의 재고 수준 연구

2018 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학 전공

소 윤 상



LSTM을 이용한 공공자전거 

동적 상태의 재고 수준 연구

지도교수  이 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0 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학 전공

소 윤 상

소윤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장 수 은 (인)

부위원장 김 성 수 (인)

위 원 이 영 인 (인)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 공공자전거 데이터를 이용해 동적 상태 재배치

모델을 위한 대여소의 적정 재고량 산정 방법을 고안했다. 이를

위해 직접 대여소 정보를 수집하였고 딥러닝의 한 방법(RNN)인

LSTM을 이용해 자전거 재고량을 예측하였다. 설치된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량은 대여소의 이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재고 수준이 매우 낮거나 재고가 없다면 많은 사람이 찾는 대여소

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재고 수준에 따라서 대여소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

준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동적인 상태에서

재고 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여소의 대여

및 반납의 변화를 매 10분 단위로 확인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빈도로 동적 상태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집계된 변화의 빈도

를 확률분포로 보았을 때 빈도의 발생 개수에 따라 상태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여소의 자전거가 자주 비어있는 경우 분포

는 0 혹은 1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반대로 대

여 발생보다 반납이 많아 자전거가 쌓이는 수준이라면 분포의 수

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에서 집계한 재고량 변화에 따른 분포는 분류된 기준에 따라

대여소 상태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상태 정보는 재

배치 작업을 위한 대여소별 우선순위 평가에 이용되고 작업의 경

로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제

시된 기준이 대여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모델인지 실증적

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대여소의 예측 대수는 실제 값과 매

우 유사하게 나왔고 적정 수준을 제시했을 때 대여소의 상황을 제

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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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분포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학

습된 수준이 자전거 재고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

을 통해 공공자전거가 보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의 이용을 장려

하기 위해선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고 운

영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자전거, 동적 재배치, 따릉이, 순환 신경망, BSS,

Inventory level, RNN, LSTM, Dynamic Repositioning,

Rebalancing

학 번 : 2013 – 2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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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2017 서울연구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보완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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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근래 대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가 늘어감에 따라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줄이고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정

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유 경제 도입 확산 추세에 따라 차량공

유(Car sharing)와 같은 도심 교통수단의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게 되면서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따릉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이

래로 14개 구에서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자전거는 2017년 말 서울

전역 25개 구로 운영 지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대중교통의 보조 수단으로서 도심 혼잡 지역 내 근거리 통행의 수단의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릉이’와 같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은 이용자가 도시 주변에 산재한 여러

대여소 중 한 곳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등록된 카드를 통해 원격

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용이성 때문에 근거리 통행에 주로 사용

되며 도시 곳곳에 소재한 대여소 어디서나 손쉽게 대여와 반납이 이뤄진

다. 그러나 하나의 대여소만을 놓고 본다면 대여와 반납은 같은 시간 같은

비율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공자전거 운영의 핵심 요소는

대여소별 수요와 주변 환경의 특징을 고려해 반납 시 필요한 빈 거치대 개

수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본 연구 대상인 서울 자전거(따릉이) 시스템은 연결 거치라는 능동적인

반납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납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 일반적으로 공공자전거는 각 대여소의 설치된 거치대 중, 비어 있는 곳

에만 반납할 수 있지만, 서울 자전거는 다른 공공자전거와 다르게 이용자

가 빈 거치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반납이 자유롭다. 그러나

재배치 운영 측면에서 연결 거치는 빈번한 과다 반납을 유발하고 심각한

재고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재배치 운영의 목적은 전체 시스템의 각 대여소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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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재배치는 임의의 대여소에

서 적정량 이상의 자전거를 정리해 배송 차량에 옮겨 싣고 적절한 시점에

재고량이 부족한 다른 대여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파리(Velib)1)나 서울(따

릉이)처럼 규모가 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 중인 도시에서는 더욱 많

은 배치 차량과 인원이 투입되어 재배치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재배치

작업은 차량이 시스템 내 각 대여소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자전거를 탑재하

고 하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어느 대여소

를 먼저 방문해야 하는가와 같은 복잡한 차량의 경로 문제도 수반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9월, 지역 여건과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고려해

파급 효과가 큰 여의도, 상암, 신촌, 사대문 안, 성수를 5대 거점으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6년 기준으로 기존 5대 거점 지역에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총 11개 자치구에 대여소 450개소를 구축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말까지 공공자전거 14,400대를 더 보급해 모

두 2만 대의 규모로 늘리고 대여소도 1,300곳으로 확대할 예정2)이다. 따라

서 양적인 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향후 이용자 증가와 재배치에 따른 운영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자전거(따릉이) 시스템에

적합한 재배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제한적

인 반납 시스템에서의 정적 재배치 모델은 조건과 규모 면에서 서울 공공

자전거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공공자전거의

적정 재배치 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연결 반납 시스템이 고려된 재고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1) Nair, R., Miller-Hooks, E., Hampshire, R. C., & Bušic ,́ A.(2013), Large-Scale

Vehicle Sharing Systems: Analysis of Vélib',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7, p.88

다수의 연구 대상인 파리는 당시 규모와 운영 면에서 재배치 관련 분석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2)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 웹사이트,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traffic/bikeseoul.jsp

공공자전거 관리 담당 부서에서 따릉이 기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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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을 둔 동

적인 운영 방안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

자전거 정책 지원과 공급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근거리 통행의 이용 편

의는 증가3)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지역을 아우르는 대도시 권역의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동적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실제 설치된 대여소의 재고량 분포를 기반으로 산정된 적정량의 자

전거 재고 수준을 제시하고 순환신경망 모델의 예측값을 통해 타당성을 검

증한다. 이렇게 제시된 능동적인 방법으로 분석된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결론 부분에서 보조 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자전거 신뢰도4)를 증진하

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출처: 뉴스1] “따릉이 없어서 못 타요” 퇴근 시간 4대문 안에선 ‘품절’, 2017년 10월

13일 자 인터넷판, http://news1.kr/articles/?3122125,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기사는 이용자 장려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지만, 실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4) [출처: 뉴스1]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만족도 1위?… 공공자전거 '따릉이', 2017년 7

월 30일 자 인터넷판, http://news1.kr/articles/?3061863,

서울시의 공유정책 중 하나로 시작된 ‘따릉이’의 인지도가 다른 공유정책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중요 공유정책 만족도 역시 공공자전거가 가장 높았고

만족의 비율은 91.1%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유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0%를

웃돌고 있지만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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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전통적인 자전거 교통 특성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목적은 생활 교통형(통

근·통학·업무) 통행과 레저 통행으로 분류5)하고 있다. 생활 교통형 통행은

레저 통행보다 특정 시간 내에 이용 수요가 몰리는 형태를 보인다. 한편 생

활 교통형인 통근 통행에서 자전거의 반납이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는 목적

지를 향하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찾아 다른 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대여 시 사용 가능한 거치대 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없기 때문6)에 출발 대여소의 자전거의 유무 여부 상황만 고려하면 된

다. 아울러 공급이 원활하다면 통행 수단으로서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

다.

다만 이론적으로 무한히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용자 관점에서 편리

함을 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특정 대여소에 자전거가 쌓이는 과도한 비평

형 상태가 발생해 재배치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연결 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한 시점 앞

서 각 대여소의 재고 수준을 예측해 적정 재고량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공공자전거 이용 후 대여소에 반납할 때, 반납이 가능한 빈 거치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각 대여소의 적정 자전거 대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

가?

본 연구는 적정 자전거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재고량 예측분석’과 ‘적정

수준 산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각 대여소의 적정 자전거 대수를 알

5)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서울: 행정자치부,

2016), 9-11, 11-1740000-000194-14.

6)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의 특징에 반납의

편의성을 높인 ‘연결 거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는 늘 목

적지에서의 반납 가능 여부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 5 -

기 위해, 먼저 예측 시점에 발생할 대여에 따른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예측된 자전거 대수는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 데

이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평가하게 된다. 다음, 임의의 시점에서 예측

된 대여소 자전거 재고량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수준 산정 방법에 대

입해 해당 시점의 재고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제시된 자전거 재고 수준은

본 연구 결론 부분에서 실제 재고 수준과 비교해 보고 개선 여부를 평가한

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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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인 공공자전거 재고 산정 방법은 수송문제에서 최적

화된 경로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수송과 관련된 연구는 여러 연

구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적정 재고 산정

과 수송 문제에 관한 연구는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다루는 Operational

Research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화의 수요에

따라 재고량을 검토하고 환경적 제약 조건에 따라 수송 노선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7)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화의 원활한 공급과 최적화된 운영비용을

고려한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지점의 적정량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공급 조건과 관련된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는 공유 수단인 공공자전거의 재배치를 위한 재고 산정을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먼저 공공자전거의 재배치 연구를 알아보고 재고 산정 방법에 초점

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탐색하였다.

공공 자전거 재배치 연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지역 중 파리의 ‘Velib’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파리

의 공공자전거인 ‘Velib’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수많은

공공자전거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공공 자전거의 적정 재고 산정

연구는 대여와 제한된 반납 특징을 반영하여 재고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반납의 제한에서 보다 자유로운 특징인 '

서울 공공 자전거'가 제공하는 '연결 거치'라는 기능을 고려했다는 것에

차별점을 두고 있다. 연결 거치란 해당 대여소의 여유 거치대가 없더라도

이미 거치된 자전거에 링크 선을 연결해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

용자는 연결 거치 기능을 통해 반납 시 목적지 거치대의 여유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 보조 교통수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7) 임동순, “2016, 공공 자전거 정적 재배치에의 VNS 알고리즘 적용“,

한국경영과학회지 4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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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연결 거치 반납 시스템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제공

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자전거 반납 시 여유 거치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반납은 거치대 개수에 영향을 받으며, 이용 시간대 마다 대여 및 반

납된 자전거 비율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 자전거의 재고 수준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주중 일일

단위 기준으로 볼 때, 통근자의 출근과 퇴근에 따라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

량은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시간 단위로 보면 재고량의 비대칭이 해소되

지 않는다. 아울러 공유수단인 공공자전거가 다른 운송 수단의 부분적인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다.

자전거 재고 관리는 날씨 또는 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주행 경로에

나타나는 지형적인 특징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이장호, 정경옥, 신의철,

2016). 아울러 대여소의 지리적 입지로 인해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

생하는데, 오르막길에 있는 대여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납률을 보인다. 이

러한 지리적 특징을 보이는 대여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대여소에서는 불

균형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지하철역을 이용한 통근자들이 퇴근 시간에

거주지로 돌아가고 이들이 다음날 오전에 업무 혹은 근무지로 통근하는 패

턴을 보이므로 자전거 대여율이 특정 시간에 높게 나타나 대여소 재고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여소 간 운행하는 전용

트럭이 필요한데, 이는 이용자 측면에서 수요를 만족시키고 운영자 측면에서는 더

욱 효율적인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재배치는 자전거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Raviv and Kolka, 2013).

이러한 재배치 작업은 위치를 조정하는 상태에 따라 정적인 상태와 동적

인 상태로 나눠진다. 정적 재배치는 시스템이 거의 유휴 상태인 야간 시간

에 재배치가 수행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정적 재배치 상태를 간주해 진행되었다. 이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 이므

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자유롭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 그러

나 실제 재배치는 하루 종일 대여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공

공자전거 운영 기관에서는 정적인 상태인 야간과 동적인 상태로 볼 수 있

는 주간 상황 모두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적 재배치만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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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분석은 실제 운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공공자전거의 재배치를 수송문제의 특징으로 보고 분

석을 하였다. 이들 재배치 연구는 연구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우선 수요와 관련해 최적의 재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

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수송문제와 결합해 최적의 재배치 경로를 산정한 연

구를 나누어 진행한 경우와 이들을 하나의 연구 범위 내에서 선행된 연구

부분의 재고 산정 방법을 적용해 최적의 재배치 경로를 제시한 연구로 나

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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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공공자전거의 재고 분석 연구

공공자전거 재배치 연구는 대부분 경로 산정 문제(Route Problem)를 중

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재배치 작업을 경로 산정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노드, 즉, 각 대여소가 이용 빈도에 따른 적정한

자전거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

서 ‘자전거 이용 빈도’는 ‘이용 수요’라고 정의하기 어려운데 해당 대여소의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더불어 공

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점의 이용 수요를 확인해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각 대여소의 재고 수준을 산정하는데 변수 조건으

로 고려한 연구는 Raviv and Kolka (2013) 연구가 대표적이다. 초기 관련

연구는 사용 분포를 보고자 임의의 시점에 주어진 두 지점의 분포를 최적

의 상태라 가정하고 분포에 맞는 적정 수준을 알아보려 하였다.

Vogel et al. (2011)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분석으로 자전거 이용

패턴과 최적의 상태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 만족이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Raviv and Kolka (2013)는 최적의 자전거 재고 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이를 위해 UDF (User Dissatisfaction Function) 모델을 제안

하였다. 선행연구인 Vogel et al.을 참고한 UDF 모델은 시간을 구분했고,

포와송 과정을 통해 violation의 유무를 검토하였다.

Schuijbroek et al. (2013)은 확률론적(stochastic) 수요를 모델로 접근하였

다. 이러한 수요에 맞는 각 대여소를 공공자전거 서비스 수준으로 정의하

였고 모델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서비스 레벨은 조정 시기의 간

격(intervals)으로 정의되었다.

Kaspi et al. (2015)는 주어진 자전거 정보(대여에 따른 시간과 다른 대여

소의 이용 여부)에 따라 확률적 모델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불가능하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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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자전거의 재배치 연구

공공자전거의 재배치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정적인 재배치를 고려하

였다. 수요(혹은 재고량의 변화)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적

자전거 재배치 문제는 픽업과 배달 문제 (PDP: Pickup and Delivery

Problem)의 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Raviv and Kolka, 2013). Berbeglia

et al. (2007)은 정적 PDP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이를 다양한 문제에 따

라 분류하였다.

Benchimol et al. (2010) 및 Chemla et al. (2013)에서는 일정한 재배치 작

업을 완료할 때 차량의 총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제약 없이

단일 차량과 단일 상품에 대한 PDP를 연구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각

방문 지역의 목표 재고 수준을 가정하였다.

Nair and Miller-Hooks (2011)는 이동의 특징이 있는 공유 시스템에서 재

배치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확률적 프로그래밍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에서 제시된 모델은 재배치 차량의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주어진 2

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이 선형이라고 가정한 것

이 특징이다. 이동 비용 면에서 단방향 자동차 공유 시스템에 현실적인 가

정이라 볼 수 있다.

Vogel and Mattfeld (2010)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동적 재배치 노력의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식 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은 전략적 계획에 유용

하지만 실제 위치 기반 재배치 조정 작업에 이용될 만큼 자세하게 정리하

지 않았다.

Raviv, Tzur and Forma (2013)는 제안된 UDF 모델을 이용해 대여소의

재고 수준을 평가하고 경로 산정을 위해 MILP (Mixed Indexed Linear

Programming) 모델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정적 자전거 재배치

문제(SBRP: Static Bicycle Repositioning Problem)와 동적 자전거 재배치

문제(DBRP: Dynamic Bicycle Repositioning Problem)를 언급하였다. 정적

인 상태는 재배치 작업 시간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적인 상

태는 재배치 작업 시 자전거의 대여와 반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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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했다.

한 편 이 연구는 동적 재배치 연구를 위해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의 스테이션(대여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스테이션의 수요에 대한

각각의 상호 작용은 생략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작용은 사용자가 원하

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에서 자전거 또는 거치대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잘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각 스테이션

의 최적 재고 수준에 대한 이러한 상호 작용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아

울러 동적 재배치는 이용이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닌 각 대여소의 대여와 반

납이 재배치 작업과 동시에 이뤄지는 상태이므로 사용자 활동으로 변화되

는 재고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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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동적 재배치 프레임 워크는 실시간으로 해당 대여소 재고량을 예측하여

적정 수준의 자전거 대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과 같이 각 4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먼저 프레임 워크의 첫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며 대여소의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한

다. 대여소별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량 수준의 분포가 산출되면

이를 Box Plot 형태의 사분위수로 구현하고 산출된 기준을 통해 재고 수준

의 상태를 분류한다. 여기에서 산출된 기준에 따라 현재 수집된 재고량이

임계수준 이상/이하인 대여소인지 판별해 제시한다. 만약 임계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적정 재고 수준에 맞게 재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를

산정할 수 있다.

<그림 1> 동적 재배치 4단계 프레임워크

매 10분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 수집된 각 대여소 정보는 2017년 8월9일부터 8월 23일까지 평일과 휴일

을 포함해 약 4주간 동안 서버 설정을 통해 저장되었다. 이 데이터로 임의

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대수를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추세 예측 모델보다는 자전거의 예상 대수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시계

열 예측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 중 하나인

RNN을 예측 모델로 고려하였다. RNN의 대표적 적용 분야는 텍스트 분석

으로 앞뒤 문맥의 연결고리를 학습해 언어의 자동완성을 구현하는데 목적

을 두고 발전되었다. 특히 외국어 번역 서비스8)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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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RNN의 예측과 관련된 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한 LSTM은 최근 주

식시세 예측에 이용되며 금융분석의 모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 시

세와 비슷한 시계열적 특징을 나타내는 수집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

에서는 LSTM을 이용하였다.

이용된 예측모델을 통해 해당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 상태를 예측하면 적

정 재고량 산정 모델에서 재고 상태를 판단한다. 적정 재고 상태의 기준은

통행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수집된 데이터

에서 주중, 주말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 기준에 따른 대여소 재고량 분포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대여소의 대여 특징이 요일별 주변

환경 요인에 민감하다면 요일별로 기준을 두어 재고량 분포를 산정하는 방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 기준에 따라 통근통행 혹은 레

저통행으로 통행 패턴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산정된 대여소

재고량의 분포는 예측 시점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더욱 정확한 요일별 대여 패턴을 확인하고자 요일별 분포를 적용하였

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의 흐름에 따라 실시간 자전거 재고량 예측 모델에

대해 정의하고 동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적정 자전거 대수 산정 모델을 정

리하고자 한다.

8) 외국어 번역 웹서비스로 대표적인 Google translate와 국내 Naver Labs사의 파파고가

있다. 구글 변역의 경우, 신경망 형태의 RNN에 기반을 둔 GNMT로 기존의 통계 기반

머신러닝 번역에 비해 번역의 오류가 1.5배 이상 개선되었다고 한다. 최근 머신러닝

기법의 발달로 Transformer라는 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번역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고 있다.



- 14 -

제 1 절 대여소 재고 산정 방법

적정 재고는 공공 자전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

를 기반으로 대여소별 적정 재고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실시간 자전거

재고 현황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데이터

를 입력 값으로 미래 특정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통해 예상 시점의 재고량을 확인한다. 추정된 예상 시점의 재고 수준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정 재고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된 대여소

별 재고 수준을 통해 특정 구역 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이를

통해 수송 차량의 최적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1. 동적 기반의 적정 재고 수준

통계에서 사분위수(IQR: Inter Quartile Range)9)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

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사분위수는 데이터 표본을 4개의 같은 부분으

로 나눈 값으로 데이터 집합의 범위와 중심 위치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분석 데이터의 결과 요약(summary)에 사용된다. 자

전거 대여에 따른 재고량 분포의 크기와 첨도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고량에 따른 재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분위수

를 적용한다. 사분위수는 제 P 백분위라고 부르며(김우철, 1998) 자료를

크기 순서로 보았을 때 P %의 관측값이 그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적

어도 (100-P) %의 관측값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값이다(김혁

주, 2003).

본 연구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서울 공공자전거 데이터는 대여소의 현시

점 자전거 대수를 담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인 연

속된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시점 간의 맥락 변화(혹은 의미)를 적

용해야 한다. 적정 재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 시점 내의 데이터로는 그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이용자 패턴

9) 사분위수는 영어로 quartile 혹은 quantile로 사용된다. 등위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등위로 표현하며 이때는 quartile 이며, 25%, 50%, 70%와 같이 백분율의

크기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때는 quantile로 사용된다. 본 논문은 여기서 등위 개

념을 차용했으므로 quartile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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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는 주기나 요일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분위수

기준을 적용해 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0분 단위로 수집된 자전거 재고량은 시점별 차이가 나타나므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재고 변화 횟수로 집계할 수 있다. 앞뒤 시점과 변화

가 없다면 재고 변화 횟수는 집계되지 않는다. 자전거 재고 수량의 변화로

나타난 재고 변화 횟수는 특별한 기준이나 차원 변환을 하지 않고도 데이

터 자체가 이용자의 패턴을 보여준다. 한편, 시점 간 차이를 나타내 주는

대여 변화 횟수는 사분위수 시각화를 통해 본 연구의 적절한 재고의 수준

을 제시하는 측정 기준으로 적합하다. 재고 변화 횟수의 분포는 백분위수

기준을 통해 특정 기간의 명확한 이용 패턴을 보여준다. 수집된 780개 대여

소의 재고 변화 횟수의 분포를 사분위수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정 재고 시점을 제안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2. 공공자전거에 대한 재고 수준의 기준

(1) 안정 수준(Stable):

Stable은 자전거 재고 대수가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안정 수준의 분포

범위는 제3 사분위수(Q3) 에서 중간값을 포함한 제1 사분위수(Q1)까지 이

다. 자전거 대수의 평형 상태는 재고량을 기초로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평행 상태는 정규 분포를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분포

의 분산은 재고의 변화를 대표 하므로 분산이 낮을수록 재고 변화 횟수가

낮다고 볼 수 있다.

(2) 주의 수준(Attention Level):

각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 분포는 현 수준의 1Q(혹은 중간 값)와 3Q의 사

이에 있는 평균값을 주의(Attention) 수준으로 간주한다. 주의 수준은 평행

상태의 중간값으로 볼 수 있으며 ‘낮은 주의 수준’일 경우, 이 기준 이하는

절대 재고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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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 수준(Critical Level):

재고 상황의 임계 수준은 즉시 재배치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를 나타

내고 이는 직접 이용자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최저 재고 수준은 사분위수의 중간값 이하 자전거 대수이며 ‘절대 재

고 부족 상태’이다. 반면, 최대 재고 수준은 해당 대여소의 거치대 개수 이

상의 자전거 대수를 의미한다.

(4) 거치대(Docks):

해당 대여소의 거치대 개수를 의미한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788

개 대여소에 걸쳐 10,032개의 거치대가 설치되었으며 운영되는 자전거 대

수는 6,013대이다. 이는 전체 거치대 대비 60%의 수준으로 자전거의 비율

을 일정하게 유지(2017년 8월 12일 06시 05분 기준)되고 있지만 앞으로 자

전거 공급이 늘어난다면 이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3. 공공자전거 재고 수준의 범위

· Condition 1

Critical High: 사분위(100%tile) ≥ Bikes(자전거 대수) ≥ Docks(거치대 수)

재배치 조정이 시급한 수준을 말한다.

· Condition 2

Critical Low: 일사분위(1st IQR) ≥ 0 or 1 Bike

자전거 대수가 한 대 있거나 없는 경우. 즉, 자전거 재고 부족이 심각한

수준을 말한다.

· Condition 3

Attention High: Docks(거치대 수) ≥ Bikes(자전대수) ≻ 삼사분위(3rd IQR)

재고 수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의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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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4

Attention Low: 일사분위(1st IQR) > Bikes(자전거 대수) > 0 or 1 Bike

재고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는 단계이다. 이 구간이 매우 짧

다면 ‘절대 재고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Condition 5

Stable: 삼사분위(3rd IQR) ≥ Bikes(자전거 대수) ≥ 일사분위(1st IQR)

안정적인 자전거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2> 대여소별 재고 분류 기준

자전거 재고 상태를 사분위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임

계 수준을 정리하였다. 제안된 분류 기준이 대여소의 상황에 유효한지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제 대여 변화율 범위에 적용해

보았다. 수집된 대여소별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대여와 반납이 비슷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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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율로 나타나는 곳에서는 주의 단계 사이의 안정 수준(Stable)을 대부분 만

족하였다. 반면 재고 변화율이 높거나 비대칭적 대여/반납 상태가 지속하

는 곳에서 임계수준의 분포 범위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재고량 변화의 크기가 크거나 뚜렷이 나타나는

대여소를 선별하였고 이들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 대상 대여소 선별은 수

집된 모든 대여소의 재고량 그래프를 확인 후, 변화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

는 곳을 지정하였다.

적용 결과, 이들 평가 대상 대여소의 재고량 분포의 범위가 대체로 분류

조건 기준을 만족하였다. 임계 수준 이상의 경우, 거치대보다 많은 자전거

가 거치되었고 임계 수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자전거 재고량이 없거나 한

대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적정 재고 수준 모델의

결과가 해당 대여소 상황을 잘 구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재고

수준 산정 모델의 평가는 다음 장인 제4장 결과 부분에서 다루었다.

대여소 내 자전거 대수 상태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식1>, <식

2>, <식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시점의 '적

정 자전거 수’가 어느 정도 인지 자전거 대수로 제시한다. 임계 수준일 경

우 제시되는 적정 자전거 대수를 산정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4. 적정 수준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재배치 기준 산정 방법의 식을 3가지

재배치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정

의는 <식3> 아래 정리하였다.

1) 임계수준 이상인 경우, 재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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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계수준 이하인 경우, 재배치 기준

3) 제시된 재배치 자전거 대수

 : 관찰 시점의 적정 재고 수준을 위해 제시된 자전거 대수

 :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총 거치대 수

 :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총 자전거 대수

 : 대여소별 임계수준 이상의 상태 일 때의 자전거 대수 빈도

 : 대여소별 임계수준 이하의 상태 일 때의 자전거 대수 빈도

 : 대여소별 수집된 데이터의 총 빈도

 : 대여소의 거치대 수

   : 예측 구간 내 기울기

 : 예측 시점의 자전거 재고 수준

 : 재배치 시 제안하는 적정 자전거 대수

<식1>과 <식2>에 있는 와 는 시스템 전체 거치대 대비 전체

자전거 대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운영되는 자전거 대수와 대여

소의 거치대 시설의 추가로 달라질 수 있다. 현재(2017년 8월 기준) 약

6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산식에서는 상수값 0.6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자전거 비율을 각각의 대여소의 이상적

인 적정 재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치된 대여소마다 이용 환경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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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수준의 적정 재고량이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대여소에 전체 시스템의 적정 수준 60%를 제외

한 나머지 거치대 규모인 40%에 요일별 재고량의 빈도 변화 패턴을 음의

가중치로 적용하였다. 패턴은 <식1>의  는 임계수준 이상의 상태 일

때 집계된 빈도이고, <식2>의  는 임계수준 이하의 상태에서 집계된

빈도이다. 수집된 데이터의 전체 빈도는  이므로 임계수준 상태의

빈도를 전체 수집 빈도에 나누면 빈도 확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빈도 확률을 나머지 거치대 비율인 40%에 적용하면 대략적

인 임계수준의 크기가 된다. 이 값은 임계 수준 이상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

는 경우, 재배치 대수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자전거 비율보다 낮게 나와

야 하므로 적정 비율인 60%에서 차를 구한다. 이와 다르게 임계수준 이하

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서는 재고량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음의 가

중치를 음수로 만든다. 이를 정리하면 <식2>와 같이 가중치 적정 비율

60%에 더해주게 된다.

이렇게 상태의 수준에 따라 계산된 가중치에 해당 대여소의 거치대 수

 를 곱하면 해당 대여소 동적 상태에서의 ‘적정 자전거 대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재배치 시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대여소의 적정 수

준이다. 따라서 관측 시점과 예측 시점 간의 차이    를 기울기로 두어

‘적정 자전거 대수’에 음의 값으로 정리한다. 만약 기울기    가 음(-)의

값이면 예측 시점에서 재고량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는 재배치 시점의 자전거 대수와 예측된 2시간 이후의 자전거 대수

의 차이 값이다. 따라서 두 시점 간의 차이의 기울기    를 대여소의 ‘적

정 자전거 대수’에 반영하면 적정 재고 수준 
 

이 계산된다. 재배

치 시점에서 제안하는 적정 자전거 대수  는 예측 시점의 자전거 재

고 수준(자전거 대수)  에서 현시점(t)인 관찰 시점의 적정 재고 수

준을 위해 제시된 적정 자전거 이동 대수 의 차이를 구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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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고 수준의 예측 모형

수집된 데이터의 과거 시점에 발생한 특징을 바탕으로 패턴을 학습해

통해 미래 어느 시점의 자전거 대수를 예측하는 것을 대여소 재고량 예

측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대여소별 공공자전거 재고 수준과 대여 변화의 패턴을 분석

하고 향후 시점에서 나타날 자전거 재고 수준을 예측하였다.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이며 강화학습의 모델로 이용되는 RNN은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특징을 학습해 앞선 시점을 예측하는 데 이용10)된

다. 주로 Machine Learning (이하 ML)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해 이용되

면서 점차 시계열 데이터 예측 방법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

야에서 주식 시세에 대한 예측과 이용자의 추이 변화 예측에 많이 적용

되고 있다.

1. LSTM(Long Short Term Memory)

신경망 분석의 한 가지 방법인 RNN은 연속된 데이터를 통해 이후 시점에

발생할 값을 예측하거나 추론하기 위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

계열 데이터인 날짜(시간)와 자전거 대수를 가공한 하나의 값을 통해 앞선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RNN의 방법의 하나인 LSTM을 이용하였다. 일반

적인 신경망(NN)은 분석 과정에서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한 분석 방법이다. 특징은 장기적인 메모리를 유지하려는 방법으로 중

간층의 각 유닛이 메모리 유닛이라 불리는 요소를 구성하는 점이 기존의

RNN과 다르다. RNN은 간단히 도식화했을 때 루프를 가진 네트워크로 간

주할 수 있고, 이 루프를 통해 정보가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현시점에 적용되는 A는 신경망을 의미하며 각 시점의

네트워크는 다음 순서에 기억된 메시지(정보)를 보내준다. 즉 이전 정보를

현재 작업으로 연결해 주므로 전후 맥락에서 영향을 미치는 분석이 가능하

다.

10) Blog of Christopher Olah (2015), Understanding LSTM Networks,

http://colah.github.io/posts/2015-08-Understanding-LS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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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본 RNN 구조11)

그러나 그 전후 문맥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RNN은 맥락이 주는

정보의 연결 방법을 학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장기의존성’이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LSTM (Long Short Term Memory)’라는 방법

이 Hochreiter (1991)과 Bengio, et al. (1994) 소개되었다.

LSTM은 장기 의존성 문제를 피하고자, 학습보다는 효과적인 장기 기억

을 기본 동작으로 설계되었다. 기본 RNN(순환신경망)은 <그림 4>와 같이

사슬(chain) 형태의 반복되는 신경망 모듈을 형태이고 반복되는 모듈은 하

나의 신경망 층 구조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LSTM도 사슬 형태이지만 반

복되는 모듈의 구조는 하나의 신경망 층 대신 상호작용하는 네 개의 다른

층을 구성한다. 핵심 개념은 셀 상태(cell state)로 이는 가벼운 선형 상호

작용만 일으키며 정보가 흘러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LSTM은 셀 상태에 정보를 더하거나 지울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은 게이트

라 불리는 구조를 통해 적절히 조절된다. 게이트는 정보가 선택적으로 지

나가게 하는 역할로 시그모이드(Sigmoid) 신경망 층과 요소별 곱셈 연산으

로 구성된다. 시그모이드 함수 층을 통해 0과 1 사이의 값이 출력되고, 이

출력 값은 얼마나 많은 요소가 통과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

11) <그림 3>에서 <그림 6>까지는

http://colah.github.io/posts/2015-08-Understanding-LSTMs/ 의 Understanding LSTM

Networks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다. 저자의 LSTM 자료는 매우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기본 이해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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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의 모듈은 셀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세 종류의 게이트를 가지게 된

다.

<그림 4> LSTM의 사슬 형태의 모듈

기본 동작의 첫 단계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버

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의 ‘forget'이라 불리는 게이트 층에서 실행된다. 이전 시점에서 받은

-1과 ’t' 시점의 입력값  을 참조하여 '셀 상태'인 -1 에서 0과 1 사이

의 값을 출력하며 ‘1’은 유지하는 값으로 ‘0’은 값의 제거를 뜻한다. 즉 자전

거의 대수를 예측하기 위해 바로 전 시점의 자전거 대수를 참조할지 결정

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모듈에 들어온 정보 중 무엇을 셀 상태에 저장할지

결정한다. <그림 5>와 같이 이 부분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며, 먼저 시그

모이드 형식인 '입력 게이트’ 층에서 갱신될 값을 결정하고 tahn 층에서 셀

상태에 더하게 될 대상인 새로운 값인 벡터 를 만든다. 이후 셀 상태를

갱신할 새로운 값을 만들기 위해 두 층의 값이 더해진다. 즉 시간이 지나면

서 이전 메모리가 잊혀지는 현상인 ‘그라디언트 소실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에 대체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현시점에 입력된 자전거

대수와 이전 시점의 자전거 대수의 값을 더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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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STM의 입력 게이트 층

더해진 값을 갱신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이전 시점에서 넘어온 셀 상

태 ‘-1’에 ‘forget 게이트’ 층을 통과한 (잊기 여부)를 곱하게 된다. 다

음, 벡터 와 를 곱한 새로운 값을 셀 상태에 더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각 상태 값을 갱신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변경된(scaled) 예비 값이 나온다.

여기서 앞의 사슬(시점)에서 넘어온 자전거 대수의 상태 값은 새로운 사슬

(시점)에서 입력 값으로 받은 자전거 대수 정보를 더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으로 출력될 자전거 값을 결정한다. 이 출력값은 셀

상태를 기본으로 하는 필터링 된 값으로 시그모이드 층에서 출력 여부를

정하게 된다. 앞서 더해진 셀 상태는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tahn 함수 층을 통과한다. 변환된 셀 상태의 값( ≤  ≤ )은 시

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출력하는 값과 tahn 층을 통과한 값이 곱해지며 출

력값이 나온다. 즉, 자전거 대수의 상태 값이 새로 입력된 자전거 대수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출력값이 변경되어 새로운 자전거 대수를 결

정하게 된다.

전통적인 신경망(Neural Network) 학습은 시간 경과에 따른 역전파

(backpropagation)를 사용하여 학습하는데, 이때 동시에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고려하지 않으면 학습된 메모리가 0

으로 수렴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즉 RNN을 이용해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

할 때 시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역전파 방법을 쓰면 학습능력이 크

게 저하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퀀스 문제는 뉴런 대신 레이어

통해 연결된 메모리 블록을 가지고 앞서 서술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

sigmoid를 곱하다 보니 생기는 그라디언트 소실 문제가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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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M의 블록 중간에 있는 합(+)의 연산자 때문이다.

<그림 6> LSTM의 기억 소실(forget) 게이트 층

일반적으로 RNN의 Unit은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값

을 상태에 적용하기 때문에 값이 작아질수록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12) 실

제로 LSTM 방법은 간단하게도 RNN의 은닉 상태(Hidden State)에 셀 상

태(Cell State)를 추가한 구조이다. 이는 RNN의 형태에서 내부적으로

LSTM은 셀 상태와 은닉 상태가 재귀적(Recursive)으로 구해지는 네트워

크이다. 따라서 셀 상태의 그라디언트와 은닉 상태의 그라디언트는 이전

시점의 그라디언트 값에 영향을 받게 되며, 두 그라디언트 값은 역전파 방

법을 통해 학습 값이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LSTM 네트워크는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극복하고 시간

에 따른 역전파(backpropagation) 방법으로 훈련하는 RNN의 한 종류로 간

주되고 있다. LSTM은 뉴런 대신 각각의 레이어로 연결돼있는 메모리 블

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딥러닝 방법과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적 LSTM을 적용했다. 즉 주어진 주중 자전거 대수를 통해 다음 주 주

중 자전거 대수 예측 대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LSTM은 하나의 열을 가

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함수를 통해 두 개의 열을 가진 행렬 데이터로 변환

12) 초보자를 위한 RNNs와 LSTM 가이드, Deeplearning4j Development Team.

Deeplearning4j: Open-source distributed deep learning for the JVM, Apache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 (2017). http://deeplearning4j.org.

대부분 LSTM에 대한 기본 정의와 적용 방법 및 사례는 여타의 프로그램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Python과 Java의 패키지 중심으로 실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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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새로 생성된 두 번째 열은 현시점에서 예측된 다음 시점 자전거 대수

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TM network 모델은 파이썬 기반의

SCiPy환경에서 작동하는 Keras13) Deep Learning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이

용한다. LSTM은 입력 데이터의 규모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 방법에서는 예측 모델에 앞서 자전거 대여소의 재고 적정 수준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적정수준은 자전거 대여소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 임의의 대여소에서 발생한 재고량을 알 수 있다면

재배치 알고리즘은 예측된 재고량의 수준을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자전

거 대수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

로 예측 모델을 고안한다면 예측 시점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 모델로 RNN기반의 LSTM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실시간 재고량 예측을 위해 제안된 모델은 선형 회귀 모델이 직

렬 구조로 연결된 방법(LSTM for Regression)이다. 따라서 모델은 회귀형

태를 분석하며 입력 데이터는 간단한 구조로, 현시점(t) 데이터와 이전 시

점에서 나타난 패턴을 적용해 다음 시점(t+1)을 예측한다. 예측 모델에 사

용된 비용함수(loss function 혹은 cost function)는 예측된 자전거 대수와

실제 상황의 자전거 대수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평균 제곱 오차 방식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을 적용하였다.

13) Keras는 Tensorflow의 wrapper 라이브러리로 파이썬 개발환경에서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을 제공한다. Tensorflow나 Theano를 이용해 작성된 머신러닝 코드를 보면 직접 인

스턴스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Keras는 이들을 wrapping한 패키지로 코드가 비교적

간단하고 연산 흐름을 인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27 -

2.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s) 선택

LSTM 모델을 이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임의의 설정이 필요하

다. 이를 하이퍼파라미터 설정14)이라 한다. 우선 과적합(over fitting)이 일

어나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과적합은 RNN (LSTM)이 입력된 데

이터를 보고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자체를 외워 학습하는 것

인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적절한 결과를 출력하지

못한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train data)는 시험 데이터(test set)와 구분해

별도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치게 한다.

epoch는 전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학습 횟수를 의미한다. 초기에 어떤 것

을 학습하는지에 따라 가중 값이 수정되게 하면서 매번 학습을 수행하면

그 비용 값이 달라진다. epoch 역시 비용 값을 확인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15). batch size는 한 번 학습을 실행하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로

look back이라는 지정된 역전파 혹은 순전파의 거리만큼 데이터를 반복하

는 횟수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batch size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설정

했다. 모델 결과는 오차율 값으로 훈련과정(train)에서는 1.06, 테스트 과정

에서는 1.08이 나왔다. 에러율 1.0 수준은 실제 값에 근접한 예측수준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16)의 의의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성능 평가의 목적은 예측성능의 일반화와 정확도를 추

정하기 위해 시행되고 가설 구간 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예측 모델을 선

택해 더욱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14) ‘Machine Learning Mastery’ A Blog of Dr. Jason Brownlee (2017), How to Tune

LSTM Hyperparameters with Keras for Time Series Forecasting,

https://machinelearningmastery.com/tune-lstm-hyperparameters-keras-time-series-fore

casting/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실무에서의 겪게 되는 의문점을 컬럼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5) Dr.Deeeep(2017), “러닝에서 Epoch의 중요성”,

http://invent-the-future.tistory.com/15, 에서는 Epoch에 대한 정의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와 연구 목적의 한계를 정의하는 연구자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지한다.

16) ‘Model evaluation, model selection, and algorithm selection in machine learning

Part I–The basics‘ Python Machine Learning, Setabstian Rasch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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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모델의 평가 및 결과

제 1 절 연구 자료

연구의 모델을 평가하기에 앞서 사용된 연구 자료의 구조와 수집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자전거 관리 기관인 서울

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2017년 8월과 9월 사이의 발생한 통행 자료를 행정

안전부의 정보공개 웹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요청했다. 아울러

10분 단위로 대여소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자 직접 웹 크롤러를 만들어 각

대여소별 재고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7>은 데이터 수집 단계

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앞의 두 단계가 웹 크롤러의 역할이다. 크롤러를

이용한 대여소별 자료는 SQL계열의 MariaDB를 구축해 자료를 저장하였

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대여소 서울자전거 ‘따릉이’ 통행 이용

내역을 정리하였고, 대여 횟수를 추출해 대여소의 특징과 분포에 따른 상

황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따릉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여소 실시간 현황’ 페이지 정보를 이용

하였다. 이용자들이 근처의 대여소를 검색할 때 사용되는 대여소 실시간

현황 페이지는 조회시간과 웹 지도상 각 대여소의 거치율을 보여준다. 웹

지도상 해당 대여소를 나타내는 핀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뜨고, 대여소 명

과 거치대 개수, 그리고 대여가능 자전거 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해당 대여소의 이미지를 선택해야만 해당 정보를 알 수 있게

JavaScript로 구성한 것을 웹 개발 전문 용어로는 ‘동적 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분석에 필요한 동적인 대여소 정보 수집을 위해 파이썬(Python

3.6)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하여 웹 크롤러(web crawler)를 만들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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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여소별 재고량 데이터 수집 단계

연구에서 파이썬 언어 기반으로 웹 크롤러를 구성하면서 selenium

(http://www.seleniumhq.org/)이라는 Web driver를 사용하였다. 웹 크롤

러는 사람이 행동하듯 웹 페이지 상의 요소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요소

(PATH)를 실행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듯 행동하면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PhantomJS17) (http://phantomjs.org/)와 같은 그래

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웹 브라우저인 Headless browser를 본 연구에

서 사용하였다.

<표 1> 수집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데이터 샘플

17) PhantomJS는 웹브라우저의 일종으로 커멘드라인, 즉 소스코드로 브라우저를 실행시

켜 얻고자 하는 특정 데이터를 parsing 하거나 crawling 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문에 주

로 웹서비스 개발과정에서 web app 테스트에 사용되며 이용자의 움직임을 모사해 반복

적으로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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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정해진 기간 내 실시간으로 웹 드라이버를

실행시켜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렇

게 고안된 데이터 수집용 웹 크롤러는 먼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웹 사이

트의 프레임(HTML markup) 코드 내, 대여소 현황을 전달해 주는 동적인

속성을 탐지한다. 그리고 가상 브라우저를 이용해 해당 동적 속성에 사람

이 클릭하는 것과 같은 이벤트를 실행 시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게 되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서버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에 저

장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여소 정보 데이터는 2017년 8월 9일 15시 47분부터

9월 7일 17시 38분 까지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약 160MB 크기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같은 기간, 웹 크롤러는 매 10분 단위로 크롤링(crawling)을

실시해 약 900개소에 이르는 대여소를 대상으로 약 3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수집 일자와 시간, 대여소 명, 거치대 개수,

대여 가능 자전거 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00,000개의 인스턴스가

SQL계열의 MariaDB18)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 <표 1>은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현황을 수집한 데이터의 샘플을 나타낸다.

18) [출처: 위키백과] MariaDB는 오픈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S)이

다. 명령어는 MySQL과 동일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하므로 호환된다. MySQL의 라이

선스 문제로 오픈소스이면서 높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MySQL API와

명령에 정확히 매칭하여, 라이브러리 바이너리와 상응함을 제공하여 교체 가능성을 염두

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로 라이선스에서 자유롭다는 특징 때문에 분석에

MariaDB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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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소 재고량 추출

오픈소스인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전처리와 재고량 산정을 진행하

였다. R은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개발의 환경이 좋고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다.19) 수집된 데

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실시해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 재가공을 하게 된

다. 우선 크롤링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 부분을 확인하고 그 결측값의 특징

을 확인한다. 결측된 부분은 수집 기간 동안 신설된 대여소와 기존 대여소

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 혹은 변경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

다. 따라서 데이터가 일주일 이상 수집되고,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에 분석

용 데이터로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 기간 내에 나타난 부분 결측은 대여

변화가 일정 시간(일 단위) 동안 지속한 경우로 나타났다. 총 수집 기간 동

안 대여 데이터 기록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 것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수집한 875개 대

여소 중, 814개 대여소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8> 24시간 대여소 재고량 변화 추이

19) R 프로그래밍 언어(2017). https://ko.wikipedia.org/wiki/R_(프로그래밍_언어).

다양한 통계 기법과 수치 해석 방법을 지원하며 이용자에 따라 패키지 추가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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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선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 각 대여소의 대여 변화에 따른

재고량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후 10분 단위로 대여 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재고량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재고량은 대여소별로

‘통근과' ‘레저' 통행 특성에 따른 패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중과 주말

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데이터를 각 일주일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

간으로 집계한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the

more data the more result)”는 표현처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결

과가 더욱 정확한 특징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적(혹은 환경

적)변수인 날씨나 기후에 대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면서 실제 재

고량의 변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 9> 4주간 대여소 재고량 변화 추이

<그림 8, 9>는 101. (구)합정동 주민센터 대여소의 재고량 변화 추이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의 경우, 8월 9일 15:40부터 10일 16:10까지 24

시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그래프이다. <그림 8>의 그래프는 <그림 9>

와 같은 101. (구)합정동 주민센터 대여소의 4주간 수집된 그래프이다. 그

래프의 재고량 변화의 중간 부분을 가로 지르는 선은 대여소의 거치대 개

수를 의미한다. X축은 수집된 시간을, Y축은 거치된 자전거 대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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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고량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점이 나타나

는데 해당 부분은 재배치 작업으로 자전거 대수가 조정된 시점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프에서 뚜렷한 대각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각선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이 구간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

을 경우 나타난다. 따라서 기울기가 일정 시간 지속한 경우는 결측된 시점

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여소의 특징과 분포

앞서 밝힌 크롤링(crawling) 수집 자료와 더불어 실제 작업의 범위를 확

인하고자 재배치 담당 해당 구역 내 관할 대여소 정보를 이용하였다. 해당

정보는 서울 연구원의 공식 협조를 받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

이 진행되었다. 즉각적인 자료 협조로 실제 재배치 작업에 대한 검증 연구

를 진행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되었다. 자료는 4대 거점별 소속된 재배치 작

업팀과 각 팀이 담당하는 대여소 명 정보가 표로 정리되어있다. 아울러 대

여소 간 이용자 통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통행자료(8월, 9월)도 받았다.

자료는 이용자의 통행이 시작된 시간과 기점 대여소 정보(위도, 경도 값 포

함), 자전거 시리얼 번호 그리고 종점 대여소의 정보가 담겨있다.

공공자전거의 통행은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통근통행(주로 주중)과 레저

통행(주말 혹은 퇴근 후 저녁 시간)으로 특징이 나눠진다. 출퇴근이나 등하

교로 발생하는 통근통행의 이용 패턴은 주로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에서 9

시 사이와 오후 퇴근 시간대인 18시에서 19시(혹은 19시 30분) 사이에 나

타난다. 낮 시간(점심시간 포함) 혹은 퇴근 시간 후 심야 시간(오후 10시)

이 전까지 나타나는 패턴은 레저 통행이라 할 수 있다. 통행의 분류 기준으

로 각 시간대 혹은 요일별 이용 대여 횟수를 기초 통계에 반영해 살펴보면

공공자전거 이용 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여 횟수에서 나타난 재고 수량(이하 재고량)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

본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해 보기 위해 5개 거점

지역 중 4개의 거점 지역의 대여 횟수가 높은 상위 20개 대여소의 순위를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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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상위 20개 대여소

<그림 10> 대여 빈도 상위 20개 대여소

<그림 10>은 서울 공공자전거 이용 대여 횟수 상위 20개 대여소를 정리

한 그래프이다. 1위는 '207.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대여소로 여타 상위

대여소들의 평균대여 횟수 기준으로 약 3배 많은 대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의나루역은 마포대교 남단 우측에 위치하며 주위에 수요 유발 지점이 다

양하게 존재한다. 업무 시설인 LG 트윈 타워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여의

도 고등학교가 있으며, 주거 지역에는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주중 통근통행

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거치대 북측에는 한강공원 상설 행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주중 및 주말의 레저 통행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대여량이 많

은 만큼 통근과 레저 통행을 모두 아우르는 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의나루 대여소 다음으로 많은 대여량을 보여주는 ‘502. 뚝섬유원지역 1

번 출구 앞’은 인근에 ‘서울숲’이 있어 공원을 찾는 이용자의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13.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또한 통

근과 레저 통행 모두를 유발하는 시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보니 대여횟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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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횟수 상위 20개 대여소의 특징을 보면, ‘501. 광진구의회 앞’ 그리고

‘152. 마포구민체육센터 앞' 대여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여소 모두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지

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보조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뚜

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거점별로 보면 상암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에

7개 대여소가 그래프에 나타나며, 이 지역 내에는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과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반납 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상위 20개 대여소

<그림 11> 반납 빈도 상위 20개 대여소

반납 횟수 상위 20개 대여소 역시 대여 횟수 상위 20개 대여소와 비슷함

을 알 수 있다. 1위에서 4위까지 같은 대여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

여가 많이 발생하는 대여소에서는 반납율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대여소를 관리하는 거점 중 사대문 안 센터의 대여소를 찾

기 어려운데, 이는 중심지의 퇴근 시간 통행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지역으

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 36 -

- 거점 지역별 대여 횟수

<그림 12>는 5개 거점 혹은 센터(상암, 여의도, 사대문, 중랑, 강남) 지역

별로 자전거 대여 횟수 집계 비율을 나타낸다. 이 중 상암과 여의도 거점에

서 각 21%로 해당 거점지역이 관리하는 대여소에서 높은 대여 횟수가 발

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

히 18%의 대여율을 보인 강남 지역은 6월과 7월 사이 신규 설치된 새로운

거점 지역임에도 가파른 대여 횟수 상승률을 보인다. 이 지역 내에서는 지

하철역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앞

으로 이 지역의 대여율은 다른 거점의 대여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거점/센터 지역별 대여 분포

특히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통행량이 많이 나타나는 구간은 서초구의

‘청계산입구역 1번 출구‘ 대여소에서 ’언남초등학교‘ 대여소 그리고 ’내곡3

단지 어린이공원 앞‘ 대여소 구간이다. 인근 같은 노선 역사인 신분당선 ’시

민의숲역 1번 출구‘와 ’하이브랜드‘로 해당 지역은 연계 교통 노선이 부족

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서울자전거

가 연계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타 지역

에서도 대여소별 발생하는 ’따릉이’의 통행 건수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근거

리 통행 소외 지역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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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단위별 대여 빈도

<그림 13> 구 단위별 대여 빈도 지도20)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발생한 구 단위별 대여 횟수를 <그림 13>과 같이

지도를 시각화하였다. 가장 많은 대여가 발생한 곳은 짙은 색으로 표시되

었고 영등포구와 마포구의 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대문 가까이에 위치한 구에서 대여가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월과 7월 사이에 대여소가 신규 설치된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대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거점 지역에서 대여 발생 빈도

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 이러한 형태의 지도를 단계구분도(Choropleth map) 이라 하며, 밀도 구분도와 비슷

하지만 단위 지역의 크기와 모양을 행정구역의 경계선과 일치되게 만든다.

(출처: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Choropleth_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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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소별 이용과 통행

<그림 14> 8월 대여소별 이용과 통행 현황

<그림 14>는 대여 횟수에 따라 각 대여소 노드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

며, 노드색은 관할 센터에 따라 구분하였다. 대여소의 위치는 GPS좌표계를

이용해 나타내었다. 아울러 각 대여소를 연결하는 링크 선은 두 대여소간

의 통행이 100번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타내었고, 통행량이 많을수록 링크

가 두껍게 표현되었다.

지도를 보면 주로 여의도와 상암 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의 대여소 밀집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여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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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두 대여소를 연결하는 경로가 나타나는 것도 대부

분 이 지역에 속한 마포구와 영등포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에

서는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에서 주위의 대여소 노드로 통행

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113번 대여소가 해당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도 상 통행 경로가 나타나는 대여소들은

‘415.DMC역 9번 출구 앞’, ‘115.가좌역1번 출구 뒤’, ‘247.당산역10번 출구

앞’, ‘1906.신도림역1번 출구 앞’, ‘355.종로3가역15번 출구 앞’과 같이 대부

분 지하철 환승역 근처에 소재한 경우로, 환승역에서는 기존 교통수단으로

의 전환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로의 환승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도심 내에서 보조교통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간대 및 요일별 통행 빈도

<그림 15> 시간대와 요일별 통행 횟수 Heatmap21)

색상의 온도 변화를 이용한 Heatmap을 이용해 수집 기간 동안 요일별 발

생한 통행횟수를 24시간으로 구분해 <그림15>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그림

아래의 색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Heatmap에서 가장 짙은 색은 6,000번

이상의 높은 통행 횟수가 나타난 시간대이다. 서울자전거의 통행이 가장

21) Heatmap은 2D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정보를 matrix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이용되어

왔다. (출처: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Heat_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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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로, 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서는 오후에서 저

녁 늦은 시간인 11시까지 통행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야

시간대인 11시 부터 2시, 3시까지도 상당히 많은 통행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근래 자전거 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22)이

높아지는데, 심야 통행이 높은 만큼 이 시간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여소의 특징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

는 세 가지 분석 기준을 두고 정리하였다. 먼저,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이

용 변화를 시간, 공간, 이용자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공자전거

운영자 측면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대여소를 쉽게 파악하는 시각적 정

보의 활용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대여소의 재고를 파악하여 집중

적인 재배치 작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주로 이용한 지역과 시간별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의 용이

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즐겨 이용하는 대여

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는 수집된 자료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JavaScript 기반

의 D3.js23)를 사용하였다. D3.js는 패키지 형태로 웹 기반으로서 데이터를

동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도구이다.

22) [출처: 중앙일보] 다섯 중 한 명은 심야 라이딩…야행성 ‘음주 따릉이’에 고민하는

서울시, 2017년 9월 19일 인터넷판, http://news.joins.com/article/21949762.

따릉이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 중 하나인 야간 이용자의 음주운전

위험성을 다루었다. 실제로 늦은 귀가 시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부도심의 따릉이

대여소의 심야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3) 데이터와 이미지를 바인딩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이다. D3.js는 서버의 수치

데이터를 웹브라우저로 가져오며 DOM(Document Object Model)으로 문서 요소를 랜더링

한다. 즉 서버 데이터가 변경되면 브라우저의 변경된 요소를 반영하여 다시 그래프를 그린다.

D3.js를 이용하면 기존의 정적인 그래프를 데이터와 바인딩 된 동적 그래프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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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측 모델의 평가

본 연구에서 이용된 LSTM은 주식 시세와 같은 시계열 특성을 가진 데이

터의 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LSTM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언

어의 변역 모델과 음향과 같은 Sequence Data를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문장 구성방법에 있어 다음에 입력될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

에서 LSTM의 장기 의존성 방법이 사용된 ReLU (Rectified Linear Unit)

의 게이트 함수의 변형 사례인 sigmoid와 than 방법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측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LSTM 모델을 설정하는데 먼저 머신러닝에 의해 최적 해를 반영한 예측

력이 높은 손실함수(loss function)를 사용한다. 손실함수는 one-hot

encoding을 이용한 대부분 모델에서 교차 엔트로피(Cross-Entropy)와

Gradient descent optimizer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하는 최적화 함수에

따라 예측 모델의 fit의 정확도와 학습 속도가 다르게 나온다. 일반적으로

stochastic gradient descent optimizer과 최근 높은 성능을 보이는

adaptive moment estimation(ADAM)를 대상으로 손실함수를 평가하였다.

test set과 train set으로 나눈 데이터를 적용해 평가했을 때 Adam

optimizer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optimizer보다 더욱 좋은 예측력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실함수로 MSE (Mean Square

Error)를 적용하고 해를 찾는 최적화 방법으로 ‘Adam’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손실함수를 비교하기 위해 모델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stocastic gradient descent 방식은 제일 초기 최적화 모델로 오차를

역전파(backpropagation)를 통해 최저값을 찾는 기본적인 공식이다. 하지

만 이에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속적인 작은 값의 곱으로 기울기가 0에

가까워 지역 해에 빠져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앞선

장에서 밝혔듯 이를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ADAM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중치에 해를 벗어 날 수 있는 힘(momentum)

을 주어 지역해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와 동시에 초반에 학습률을 빠르

게 하고 후반엔 느리게 조절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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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loss function 적용 결과

<그림 16>과 <그림 17>은 ‘113.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의 월요

일 4주간의 데이터를 통해 모델 평가한 결과이다. 두 최적화 모형을 평가하

기 위해 RMSE 평균 제곱 오차로 loss function의 적합성을 구별한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 optimizer 경우 학습 데이터에서(train) RMSE

2.71, 검증 데이터에서(test) RMSE 5.39가 나온 반면, Adaptive moment

estimation 경우 학습 데이터에서(train) RMSE 2.13, 검증 데이터에서

(test) RMSE 4.85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모델 모두 최저 cost 값을

구하는 모델인 것을 감안하면 SGD는 지역 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후

더 많은 데이터가 투입되어 훈련하더라도 예측 능력은 나아지지 않음으로

ADAM 모델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학습 데이터의 평균 제곱

오차와 검증 데이터의 평균 제곱 오차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보

아 이를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에 적용하는데 데이터가 충분

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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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 loss function 적용 결과

이와 같은 차이는 이전 훈련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은 test 데이터의 변

동 폭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패턴이 오랜 시간 훈련되었을 경우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실험에서는 학습 데이터(train set)를

64%, 검증(test set) 데이터를 36%로 설정하였다. 매주 요일별 특징과 주

중, 주말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에 따라 성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다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요일별로 구분했다. 따라서 데이터는

과거 1주, 2주, 3주 4주의 데이터를 합산한 요일별 집합을 입력 데이터로

만들었다.

각 시간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over fitting 문제를 고려해

hyper-parameter인 학습 횟수를 조정해 실시하였다. 따라서 look back 값

은 12(10분 단위로 했을 때, 2시간 시점을 나타낸다)로 두었으며, 학습 횟수

인 epoch는 30회로 batch size는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값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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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적 재고 모델의 평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적정 재고 산정 기준으로 분류된 대여소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 모델을 실행하였다. 먼

저 각 대여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별 조건 사항을 설정하였다. 예측모

델에서 출력된 상태 예측값을 통해 적정 재고 수준 산정 모델을 실행했을

경우, 거치대당 자전거 대수가 60%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해 자전거

재배치 결과를 평가한다.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대여소를 선정한다. 7월 통행자료 통계 기준으로

재고 변화의 빈도가 높고 '임계수준 이하' 상태가 빈번히 일어나는 ‘113. 홍

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24)와 '임계수준 이상' 상태가 빈번히 일어나

는 ‘2219. 고속터미널역 8-1번\ 8-2번 출구 사이’ 대여소25)를 모델 평가에

사용하였다. 두 지역 모두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오

전, 오후, 야간을 기준으로 3교대 작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였다. 연구에

앞서 실제 재배치 작업은 이와 같이 이뤄지는 것을 작업 담당자와의 인터

뷰를 통해 확인 하였다. 하루 3번 재배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재배치 시

점은 오전 시간: 7시 시작, 오후 시간: 13시 시작, 야간 시간: 22시 시작으

로, 각 시점의 대여소 내 자전거 대수가 임계 수준 상태로 분류되었을 때

재배치가 시행된다.

두 대여소 시나리오는 2016년 9월 4일 00:00부터 23:59 (월요일) 동일 기

준 시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다음, 동적인 적정 대수 산정을 위해, 지난 4주

간 수집된 해당 요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 평균 재고량의 변화율(요일

별) 분포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점인 월요일의 해당 대여소 데

이터는 다음과 같다.

24) 2호선 홍대입구역 주변 반경 50m 이내에는 3개의 대여소가 있다, 2번 출구 대여소의 바로

맞은편에는 ‘114.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 대여소가 있으며 거치대는 15개가 설치되어있다. 이

두 대여소는 약 20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보완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115.

사루비아빌딩 앞’ 대여소로 동교동 삼거리 근처로 공항철도 4번 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약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5) 이 대여소는 홍대입구역과 다르게 근처 대여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완적 영향을 받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대여소 간 상대 보완적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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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계 수준 이하인 경우의 대여소

'임계 수준 이하'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표 2>의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 현황26)

9월 4일 월요일 자전거 대수 변화를 <그림 19>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전 7시 05분 시점은 첫 임계 수준 이하 상태이며 자전거 재고는 3

대로 시작한다. 그 후 2시간 동안의 변동량은 41대로 나타난다. 가파르게

늘어난 상태에서 재배치 모델을 적용하면 –22대가 재배치 조정에 필요하

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이 시점 이후 두 시간 안에 가파른 상승이 예측

되므로 현재 재고 수준이 매우 낮더라도 자전거를 추가하는 재배치 작업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후 시간대 에서는 13시 10분에 임계수준 이상의 상태가 발생되며, 자전

거 41대의 재고 수준을 보인다. 향 후 2시간 동안의 자전거 변동량은 –21

대로 예측 되며 재배치 모델을 적용하면 -6대를 조정해 35대 수준으로 하

향시킬 것을 제시한다. 적용 지점은<그림 19>의 적색 그림자 박스부분에

해당한다.

26)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는 4주간의 월요일 총 데이터: 546건(일 평균 약

130건), 임계 수준 이하의 대여량 변화: 190건, 임계 수준 이상의 대여량 변화: 43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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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13.홍대입구역2번출구 앞’ 대여소의 분포도

4주간의 월요일 데이터를 통해 제안된 분석 모델이 예상하는 수준의 적정

기준은 14대이다. <그림 19>의 적색 박스 부분부터 오후 3시까지 20대 가

까이 재고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략 한 시간 안에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집중적인 재배치(10~20대 수준)가 발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후 시점에서도 10대에서 약 20대 정도의 대여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뤄보아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 수량의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재배치 작업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 재배치 상황은 기관에서도 집

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센터(depot)를 떠난 재배치 차량은 작업자의 경험과 환경

여건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를 확인하며 대여소를 방문해 작업을 진행한

다. 다만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재배치가 이뤄졌을 만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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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재고량 변화와 통행시간대의 비정상적 변화를 통해 재배치 작업을 추

측할 수 있다.

<그림 19> ‘113.홍대입구2출구 앞’ 대여소 재고량 변화

임계 수준이 발생하는 대여소의 경우, 재배치 우선 대상 대여소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자전거 대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계 수

준 이하가 발생하는 재고 수준을 줄여주어야 한다.

평가에 앞서 확인할 수 있듯이 ‘113.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는 오

전에서 낮 시간까지는 임계수준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지만, 빈도 분포를

볼 때 임계수준 이하의 상태가 190번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대여소로 분류

된다. 특히 저녁 시간인 20시 이후에는 평균 재고 수준이 3대 이하로 떨어

지며 이후 0대에 가깝게 유지된다. 따라서 18시 기준으로 2시간 이후인 20

시 재고 수준을 예측했을 때 2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임계수준 이하의 모델을 통해 적정 수준은 대략 21대로 제시되었다.

이후 조정된 수준은 안정(Stable)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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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13.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대여소의 모델 적용 시 비교

평가에 적용된 대여소는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 모델 적용 결과, 분

포도의 중위 수 가 대여소의 60% 수준으로 올라갔으며 변동 폭이 줄어들

어 이전보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계 수준 이상인 경우의 대여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인 '임계 수준 이하'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표

3>의 ‘2219. 고속터미널역 8-1번\8-2번 출구 사이’ 대여소를 대상으로 하였

다. 9월 4일 월요일 자전거 대수 변화를 <그림 22>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자전거 재고 수준은 '안정 수준(Stable)'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배치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오후

시간대에서도 13시부터 20시 이내, 오전의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시간대 역시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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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219.고속터미널8-1번/8-2번출구 사이’ 대여소 현황27)

야간 시간대인 22시 27분에 자전거 재고 수준은 임계수준 이상 상태가 된

다. 이 시점에서 자전거 재고는 20대로, 이후 2시간 내 자전거 3대가 늘어

나 23대 수준으로 재고량이 많아진다.

<그림 21> ‘2219.고속터미널역8-1\8-2번출구 사이’ 대여소의 분포도

27) ‘2219.고속터미널역 8-1번\8-2번출구 사이’ 대여소는 주간의 월요일 총 데이터:

546건(일 평균 약 130건), 임계 수준 이하의 대여량 변화: 1건, 임계 수준 이상의 대여량

변화: 120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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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계 수준 이상의 모델은 예측 시점의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해 7

대의 재고 수준을 적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즉, 재배치 시점 이후, 제시된

수준은 공급 과다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측 시점에서 13대의 자전거를 이동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2> ‘2219.고속터미널역8-1\8-2번출구 사이’ 대여소 재고량 변화

<그림 22>의 그래프를 보면, 모델 적용 전에는 대부분 적정 수준을 유지

하지만 변동 폭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느 시점부터

대여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움직임은 오후 8시 이후에

뚜렷한 대여 증가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다. 모델을 통해 임계수준 이상인

시점에서 적정 기준에 맞게 하향 수준(자전거 이동)으로 재배치를 했을 때,

상당량의 자전거 대수 변화에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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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219.고속터미널역8-1\ 8-2번출구 사이’ 대여소의 모델 적용 시 비교

임계수준 이상 상태의 평가에 적용된 ‘2219.고속터미널역8-1\ 8-2번출구

사이’ 대여소는 <그림 23>에서 볼 수 있듯, 모델 적용 결과 이후에서 분포

의 크기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계수준 이상 상태의 아웃라이

어에서 분포의 위치가 적정 수준 이내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분포의 첨도(skewness)가 위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중위수

에 위치한 대여소의 60%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볼 때, 안정적인 분포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상

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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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델의 평가 결과

대여소의 적정 재고량 산정 모델의 평가 결과는 각 임계 수준에서 합리적

인 재고수준 조정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모델이 실제 재배치 작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 편 수집된 데이터는 이미 재배치

된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찰된 상황만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재배

치와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정량적으

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예측 시점의 변화를 파악해 적정

한 재고 수준에 필요한 자전거 대수를 제안한 결과는 매우 타당하게 나타

났다.

특히 임계 수준 이상의 경우에서 조정된 자전거 대수가 합리적으로 제시

되었는데 이는 이미 대여소에 거치된 자전거에서 일정 숫자만큼만 조정되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계 수준 이하의 경우는 대여소에 자전거 재

고가 없거나 한 대의 자전거가 거치된 경우로 이미 재고가 연속적으로 소

진된 상태가 나타나기에 모델을 통해 제시된 적정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

온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임계 수준 이하의 산정 방법의 개선을 고려한

모델의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에 적용된 대여소는 각각 위치별로

인접한 다른 대여소와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여소 간 상

대적인 보완관계에서의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모델 평가의 시나리오에서 2시간 이후를 예측 시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배

치 작업자가 재배치 시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두 시간 이내에는 해당 대여

소를 다시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재배치 과정 중

에 나타나는 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한다면 배치 차량의 이동은 쉽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경로상 작업에 비효율적이

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배치 시 자전거의 상하차 작업에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라도 2시간 이내의 해당 대여소의 재방문은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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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적정 자전거 대수는 전체 공공자전거 시스템에서 자전거 대수가 각 대여

소별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즉, 설치된 조건에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

하는 공급망 서비스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이상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여소에 도착한 이용자가 공공자전거를 보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수단에 대한 만족도 혹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잠재적 이용 빈도를

예측해 적절한 시점에 적정 수량의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 관련 선행 연구인 Raviv and Kolka(2013)를

중심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정성적인 요소인 만족도를 목적함수의 두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대여소에서 대여와 반납 시 직면하게 되

는 문제인 대여할 자전거의 유무와 반납을 위한 거치대 유무를 변수로 두

고 조건에 따라 만족 값을 정량화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르게 시스템 운영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자전거 ‘따릉이’는 다른 공공

자전거 시스템과 다르게 거치대에 따른 반납의 제한이 없다. 이를 '연결 거

치'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보다 높이고자 했다. 공공

자전거 대여 시, 목적지에 여유 거치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용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여 시점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전거가 없다면 수단에 대

한 신뢰는 낮아질 것이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전거 균형 배치와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을 고안하였다. 4

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수요 반응형 공공자전거 서비스는 동적인 사용자의

분포를 기반으로 적절한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연결 거치 반납' 기능은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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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공유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인식이 향상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공공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대안이 될 것이다. 연구에

서 적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그 특징 추출하고 실

시간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하는 데

이터는 일련의 맥락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를 분석에 반영한 것을 동적 데

이터 분석이라고 한다. 이는 데이터 시대에 적절한 과학적인 수요 반응 기

반 운영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의미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

다.

� 설치된 시설에 대한 수요 반응형 시스템 제공

� 실시간 데이터 분석

� 능동적인 재배치 운영 제안

모델의 평가를 통해 예측 대수는 시계열적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아울

러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범위에 대한 문제는 더욱 많은 과거 자료의 학습

을 통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예측된 자전거 대수에 적정 재고 산정 기준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임계 수준에서 제시된 조정값이 재배치 작업 후 완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효과를 보았다. 모델을 제안하면서 우려했던 극단의

임계 상태에서의 조정 능력을 얻게 되어 연구 문제를 만족하는 결과가 나

타나게 되었다.

1. 연구의 한계점

수집된 대여소 데이터로 실제 재배치가 실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10분 단위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여소에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데이터상에 나타난 이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시점별 급격한 재배치

상황을 추정해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다. 대여소의 재배치

이력을 가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재배치 시점의 재고량 변화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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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공공자전거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협조로 자전거 통행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수집된 데이터에서 나타난 비이상적인 급격한 변화

시점과 대여 이력을 확인하여 재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제안

서울 자전거의 재배치는 현재 해당 지역 담당자의 직관적 정보에 의존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관적 정보는 일정량을 기준으로 한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향후 시스템의 확장과 더불어 처리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늘어난 경로 선택에 대한 기준은 배치의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균

형을 고려해야만 비용의 최적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17

년 말을 목표로 기존 14개 구에서 서울시 모든 구로 확대 예정인 서울 자전

거(따릉이) 시스템을 위해 본 연구는 ①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재배치 방안과 ②대중교통 보조 친환경 수단으로 시민들의 접근성

을 향상해 이용자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향후 연구

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 예측 모델에 장단기 학습이 실행된다면 대

여와 반납에 따른 재고 변화의 예측력을 높일 것이고 재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 및 날씨와 같은 내적 변수의 설명력이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각 대여소의 지리적 환경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지표나 이용 수요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이벤트 발생의 요인 변수도 재고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실무에 적용되었을 때 재배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주어 공공 자전거 정책 실현에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실제 시스템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여소 데이터가 장기간 학습되어야 하며

재배치의 비용을 고려한 수송문제를 이용해 경로를 산정한다면 비용 최적

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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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크롤러로 수집한 하루 대여소 재고량 데이터 예시

가로는 수집된 기간(24시간: 2017년 8월 9일 15:40 - 10일 16:10)

세로는 대여소별 자전거 대수(재고량)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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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크롤러로 수집한 4주간 대여소 재고량 데이터 예시

가로는 수집된 기간(4주간: 8월 9일 15:40부터 10일 16:10까지)

세로는 대여소별 자전거 대수(재고량)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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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대여소별 재고량 분포도

수집된 대여소의 대여빈도를 요일별 분포로 나누어 정리함

각 대여소 별 그래프에서 윗부분은 Box 플롯형태의 분포도이고 아래는

해당 대여소의 각 요일별 발생한 수준별 빈도를 나타내는 표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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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소_
구

대여소
번호

대여소명 대여소주소 거치대
수

위도 경도 대여소
여부

마포구 101 (구)합정동  주민센터 마포구  동교로8길 
58

5 37.5495
61

126.9057
54

현재운영

마포구 102 망원역  1번출구 앞 마포구  월드컵로 72 20 37.556
126.9104
54 현재운영

마포구 103 망원역  2번출구 앞 마포구  월드컵로 79 14
37.5549
51

126.9108
35 현재운영

마포구 104 합정역  1번출구 앞 마포구  양화로 59 13 37.5506
29

126.9149
86

현재운영

마포구 105 합정역  5번출구 앞 마포구  양화로 48 5 37.5500
07

126.9148
25

현재운영

마포구 106 합정역  7번출구 앞 마포구  독막로 4 10
37.5486
45

126.9128
27 현재운영

마포구 107
신한은행  
서교동금융센터점 앞

마포구  월드컵북로 
35 5

37.5575
1

126.9185
03 현재운영

마포구 108 서교동  사거리 마포구  양화로 93 10 37.5527
46

126.9186
17

현재운영

마포구 109 제일빌딩  앞 마포구  어울마당로 
26

10 37.5476
91

126.9199
83

현재운영

서대문구 110 사천교
서대문구  홍제천로 
11 5

37.5681
99

126.9178
47 현재운영

마포구 111 상수역  2번출구 앞 마포구  와우산로 40 10
37.5478
71

126.9235
31 현재운영

마포구 112 극동방송국  앞 마포구  와우산로 56 10 37.5492
02

126.9232
03

현재운영

마포구 113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마포구  양화로 165 25 37.5574
99

126.9238
05

현재운영

마포구 114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
마포구  양화로18길 
3 15

37.5570
6

126.9244
23 현재운영

서대문구 115 사루비아  빌딩 앞 서대문구  연희로 6 15
37.5589
33

126.9271
16 현재운영

서대문구 116 일진아이윌아파트  옆 서대문구  동교로 
290

5 37.5645
41

126.9270
71

현재운영

서대문구 117 홍은사거리 서대문구  통일로 
483

5 37.5911
6

126.9413
3

현재운영

마포구 118 광흥창역  2번출구 앞
마포구  독막로 
지하165 10

37.5477
33

126.9317
63 현재운영

마포구 119 서강나루  공원 마포구  창전로 30 10
37.5452
84

126.9310
53 현재운영

마포구 120 신수동  사거리 마포구  토정로 211 5 37.5452
42

126.9341
13

현재운영

마포구 121 마포소방서  앞 마포구  창전로 76 15 37.5497
67

126.9331
74

현재운영

마포구 122 신성기사식당  앞 마포구  독막로 223-1 10
37.5472
49

126.9392
93 현재운영

서대문구 123 문화촌  공원
서대문구  홍제동 
277-23 10

37.5943
3

126.9473
88 현재운영

마포구 124 서강대  정문 건너편 마포구  서강로16길 
72

20 37.5511
4

126.9369
89

현재운영

마포구 125 서강대  남문 옆 마포구  백범로 35 15 37.5494
84

126.9389
5

현재운영

마포구 126 서강대  후문 옆 마포구  대흥로 122 20
37.5504
11

126.9438
48 현재운영

마포구 127 현대벤처빌  앞 마포구  백범로 10 15
37.5535
2

126.9369
51 현재운영

서대문구 128 신촌역(2호선)  1번출구 옆 서대문구  연세로 3-5 20 37.5554
96

126.9363
4

현재운영

마포구 129 신촌역(2호선)  6번출구 옆 마포구  신촌로 106 15 37.5550
54

126.9375
69

현재운영

마포구 130 신촌역(2호선)  7번출구 앞 마포구  신촌로 94 5
37.5548
59

126.9361
57 현재운영

[부록 D] 서울시설공단의 대여소 정보 리스트

대여소별 GPS위치 정보와 기타 주소 정보가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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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Inventory Level

Management of Bike-sharing

System with LSTM

- Application to Bike Sharing System of Seoul -

Soh, Yoonsang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devised a method for estimating the optimal

inventory of the dynamic bike repositioning model using Seoul Bike

(Bike Sharing System) data. To do this, direct rental information was

collected and the inventory of bicycles was estimated using LSTM, a

method of deep running. The amount of bicycle inventory in the

station is an indicator of the rental level. If inventory levels are very

low or out of stock, it can be regarded as a lending place where

many people visit.

In this way, we have found that it needs a standard that can

measure rent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inventory level, and it can

be decided the inventory level in dynamic condition by real-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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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Therefore, the dynamic state can be analyzed by the

frequency of changes that are observed when the change of rental

and return of the station by every 10 minutes. The level of the state

can be confirm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the

frequency when the frequency of the changes tabulated as described

above is viewed a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In other words, if the

rental bike is frequently vacant, the distribution will remain at a very

low level, such as 0 or 1. Conversely, if the amount of returned

bicycle is higher than that of rental, the level of distribution will be

relatively high.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inventory amount

collected in the study can classify the state of bike sta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criteria. Such segmented state information can be

used to evaluate the priority of stations for repositioning processing

and help to optimize the work path. In this research, we attempted to

verify empirically that the proposed standard is an appropriate model

representing the state of bike stations. The predicted number of bike

stations was very similar to the actual value and properly reflected

the situation of stations where the appropriate level would be

assessed.

The proposed model is based on the actual usage distribution, and

the level learned in real time suggests the level of bicycle inventory.

This is a rational operating syst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public bicycle can enhance reliability as auxiliary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rough using real time data. In order to

encourage the use of citizens, effective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that can respond to demand immediately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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