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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내 이동패턴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활용의 확대로 인해 더욱 복

잡화 및 다양화되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의 통행목적 추론결과는 신규 정류소 설치, 공원 조성 등과 같은 도시공간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별로 집계된 시‧공간 통행 이력 데

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고, 나아가

통행목적을 추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도시공간

활용에 있어 유용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은

지오시맨틱(Geo-Semantic) 정보에 기반한 방식으로 POI-type 임베딩 기

술을 활용하였다. 지오시맨틱 정보는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공

간 상황 정보(spatial context information)를 융합하여 추출할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이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특징정보를 융합하기에 적

합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POI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과

POI-type 임베딩을 위해 훈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증강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추출된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지역별로

집계할 때, 지역에 구성된 개별 공간정보에 대한 특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을 추론하는데 필요한 피처(feature)로는 통

행날짜, 승차시간, 승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하차시간, 하차지점의 기능

지역 구분, 전체 통행시간,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간 거리를 선정하였다. 통

행목적 추론모델은 시퀀스한 데이터에 적합한 LSTM(Long Short-Term

Memory)에 기반한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이때 기능지역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추출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적용하였으며, 통행목적에 대한 데이터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 생성방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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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하였다. 참조데이터는 정확한 의미의 Ground-truth는 아니지만, 시

간대별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확률론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통행

목적에 대한 사항을 일반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122개 공공자전거 정류소

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력 데이터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공

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35개 POI-type에 대하여 임베딩

을 실시하여 개별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추출하였다. 임베

딩 결과는 차원축소를 통해 시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오시맨틱 정보가

유사한 POI-type들끼리 벡터공간에서 비슷한 위치에 표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자전거 정류소를 기준으로 승하차 지점을 설정하

여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집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전체 5가지 유형의 클러스터로 기능지역을

추출하였다.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참조데이터를 생성한 결과는 HTS

(Household Travel Survey)에서 수행한 것과 통행목적별로 유사한 결과

를 보여 모델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LSTM에 기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추론결과는

Accuracy 79.52%, F1-Score 79.58%로 측정되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개

별 통행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개인형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별

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국가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공공기

관 등에서 활용하기에 응용력이 높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통해 개

인형 이동수단 통행 측면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를 적용한 통행목적 추론을 통해 다양한 공공의사결정 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지오시맨틱 정보, 기능지역, POI-type 임베딩, 개인형 이동

수단, 모바일 데이터, 통행목적 추론, LSTM

학 번 : 2017-3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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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의

n POI(Point Of Interest) 및 POI-type

: POI는 특정인이 관심을 가지는 현실 세계 또는 지도나 도면상의 특

정 위치를 말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관심 지점을 중심으로 지도상

의 각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본 연구

에서 POI-type은 POI의 다양한 속성정보 중 유형(category) 정보만

을 의미하며, POI의 수집목적에 따라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n POI-type 임베딩(POI-type embedding)

: 임베딩이란 벡터화의 다른 표현으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는 자연어

를 벡터로 바꾼 결과 또는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이기창,

2019). 본 연구에서 POI-type 임베딩은 POI-type을 기준으로 하여

임베딩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POI-type 임베딩은 POI 간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POI-type에 대한 의미정보를 고차원의 벡터

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n 지오시맨틱 정보(Geo-Semantic information)

: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은 검색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의미

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중복 정보 없이 검색어에 대

한 정보를 카테고리나 주제별로 한꺼번에 제공한다(지형 공간정보

체계 용어사전, 2016). 시맨틱 검색을 위해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에

대한 의미정보를 시맨틱 정보(semantic information)라 한다면, 본

연구에서 추출한 지오시맨틱 정보는 POI 즉, 공간에 대한 의미정보

를 지칭한다. 전자가 문서 내에서 단어의 문맥(context)을 고려하여

단어에 대한 의미정보를 추출한다면, 지오시맨틱 정보는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공간 상황 정보를 융합하여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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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OI-type 임베딩 기술을 통해 고차원 벡터로 변환할

수 있는 POI-type에 대한 의미정보를 지오시맨틱 정보라 명명한다.

n 기능지역(functional area)

: 지리학에서 말하는 기능지역은 지역의 내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상

호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이동・

물자유동・정보유동 등의 공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손승호, 2004).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을 추

론하는 과정에 필요한 관점에서 기능지역을 공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인간 활동(human activity)을 포함하는 지

역으로 정의한다. 이에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는 인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역별로 합쳐짐에 따라 그 지역에 대

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지오시맨틱 정보 추출을 위해 훈련 데

이터를 구성하는 기준이 POI 분포뿐만 아니라 특정 이동수단에 대한 특

징정보를 고려할 경우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

n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에서 지칭하는 동력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비동력수단

인 자전거나 킥보드 등이 모두 포함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n 승차지점(pick-up point) 및 하차지점(drop-off point)

: 승하차(乘下車)의 사전적 의미는 차를 타거나 차에서 내리는 것을 의

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탑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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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지점을 승차지점, 최종목적지에 가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

단이 도착한 지점을 하차지점이라고 지칭한다.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시작과 끝점을 나타내는 곳으로 정확한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서는 실제 출발지에서 승차지점까지의 영역

(area)과 하차지점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버퍼(buffer)를 사용하

여 실제 출발지와 목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POI들의 영역을 기

능지역으로 설정한다.

n 모바일 데이터(mobile data)

: 모바일 데이터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기지국이 통신하는 이력을 수

집한 데이터로 통화나 문자 기반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데이터 발생

량이 많으며, 개인 간 차이가 적고 데이터가 고르게 발생한다(서울

특별시, 2018).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모바일 데이터로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는 특정 시점에 특정 지

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하므로 유동인구의 개념을 지닌다.

n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

: Ground-truth는 불명확하거나 오독하기 쉬운 대상을 현지에서 직접

측정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GPS 장치를 부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하기 위해 Ground-truth를

대체할 수 있는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참조데이터는 개별 탑승

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의미의 Ground-truth는 아니지만,

확률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집계된

상식적인 수준(common sense)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내린 사람들

의 통행목적을 수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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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이동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

되어온 주제이다. 특히 통행목적 추론과 같이 이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

는 일은 개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의 지역계획이나 투자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Cui et al., 2018).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

의 통행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도시 컴퓨팅(urban computing)에 있어 필수

구성요소로 꼽을 수 있다(Chen et al., 2019).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화두

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행목적 예측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Gong et al., 2014; Montini et al., 2014; Ermagun et al.,

2017). 통행목적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개개인의 통행에 대한 원인을 탐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행목적 추론 연구는 설문 조사

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Bao et al., 2017). [그림 1-1]의 예시와

같이 HTS(Household Travel Survey, 가구통행실태조사)로 대표되는 통

행 실태조사를 통해 사람들은 직접 개별 통행에 대한 목적을 작성하였으

며,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규칙을 발견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람들

의 기억에 의존한 데이터이므로 100%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GPS 장치에 기반한 데이터는 통행목적 연구에 있어

기술적 혁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Nguyen et al., 2020). 초기에는 설

문조사자들에게 GPS 장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 및 시간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여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목

표로 하였다면, 최근에는 GPS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GPS 기반 설문 조사의 범위가 양적 및 질적으로 확대되었다(Zhao et al.,

2015; Stophe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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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 뉴욕시의 HTS(2010)의 예시

(Chen et al., 2010)

GPS 장치를 부착한 이동수단(GPS-based mobility)의 이력 데이터는

GPS가 설문 조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진보한 형

태를 보여준다. 설문조사자들에게 지급된 GPS 장치로 생산된 데이터가 의

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GPS-based mobility 데이터는

탑승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따라서 데이터

의 양이 많고, 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일반

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관점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

통에 대한 이동을 보여주는 스마트카드(smart card)도 데이터의 양이 많

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스마트카드 데이터에는

‘통행목적’에 대한 사항은 누락 되었기 때문에 주로 HTS에서 얻은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행목적을 추론하였다(Alsger et al., 2018).

반면 GPS-based mobility 데이터에 의한 통행목적 추론은 스마트카드

데이터처럼 HTS에서 추출한 규칙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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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탑승자에 대한 사항(성별, 나이 등)이 무기명처리 되어있기 때문

에, 규칙을 부여할 수 있는 피처(feature)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행목적 추론은 주로 하차 장소(drop-off location) 및 인근 지리적 상황

(nearby geographical context)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Kwan, 2012;

Chen et al., 2018).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에 비해

GPS-based mobility의 이동은 하차지점과 방문할 장소가 밀접하게 연관

될 확률이 높다. 즉 하차지점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POI(Point Of

Interest)1)들이 통행목적으로 추론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

에서는 주로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기반한 방법을 통해 하차지

점 근처에 있는 POI를 선택할 확률을 고려하였다(Gong et al., 2016; Chen

et al., 2018). 그러나 단 하나의 POI가 통행목적을 대표하기엔 도시는 너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POI가 아닌 특정 지역

단위에서 기능적 특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병원과 약국은 개별

POI이지만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근처 약국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행 측면에서는 유사한 POI-type2)로 분류할 수 있다. 통행목적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도착지역에 대한 기능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다면, 추론문제를 모델링 하는데 유용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지역(functional area)은 지역의 내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가 상호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

이동・물자유동　정보유동 등의 공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다(손승호, 2004) 또한, 특정 유형의 인간 활동(human activity)

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Janowicz, 2012; Zhong et al.,

2014). 이에 같은 POI-type에 대해서도 장소에 따라 다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Gao & Couclelis, 2017). 예를 들어 식당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주요 기능은 교육이

지만, 스포츠 활동이나 콘서트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1) POI(Point Of Interest)는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객체로 다양한 속성정보를 담고 있으

며, 학교나 음식점 등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리적 요소를 지칭함

2) POI-type은 POI 객체들의 유형(category) 정보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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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처럼 서로 다른 POI-type들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지역의 개념은 복잡한 도시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며, 특히 통행목적 추론과 같이 인간 활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용하다.

EU-OECD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최근 FUA(Functional Urban

Areas)라고 하는 지역 구분 개념을 제안하였다(Dijkstra et al., 2019). 이는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동

(daily people’s movements)에 기반하여 지역을 urban centre, city,

commuting zone, functional urban area의 4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그림

1-2]는 개별 지역에 대한 개념도이며, 기능지역 설정 시 국가별로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 용이

하도록 하였다.

[그림 1-2] EU-OECD에서 제안한 FUA의 개념도

(Dijkstra et al., 2019)

이에 본 연구는 GPS-based mobility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목적을 추

론하기 위해, 이를 위한 기능지역 추출방법을 정립하고자 한다. FUA에서

제안하는 기능지역처럼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벗어난 표준화 단위를 사

용하고, 특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이란 기본적인 인간 활동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이동수단의 특징이 반영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동수단에 특화된 개별 POI-type에 대한 의미정보를 승하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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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별로 집계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기능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오시맨틱(Geo-Semantic) 정보에 기반

한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시맨틱(semantic) 정보가 주로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활용하는 개별 단어의 의미정보를 지

칭하는 용어라면, 지오시맨틱 정보는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공

간 상황 정보(spatial context information)를 융합하여 추출된 개별 POI,

즉 공간에 대한 의미정보를 말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

징을 반영한 지역의 기능적 의미를 지오시맨틱 정보로 수치화시켜, 정확한

공간정보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PS-based mobility에 특화한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PS-based mobility는 개인형 이동수

단으로 설정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lity),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크게 보면 이 범주에 내연기관을 사용

하는 오토바이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와 수동휠체어 등이 모두 포

함된다(김승현 & 나예진, 2019). 다양한 GPS-based mobility와 비교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은 비교적 단거리 통행에 많이 활용되며, 승하차 지점이

비교적 도시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도시의 미세한 흐름을 포

착하기가 쉽다. 또한,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정부

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많으므로 비교적 관련 데이터를 구득하기에 용이

하다. 현재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2016년 6만 대, 2017년 7.5만 대,

2018년 9만 대로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희철 등,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기법

을 정립하고, 이를 적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

역 추출기법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POI-type 임베딩 기술을 적용 및 개선

하여 개별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개인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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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로 집계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둘째, 앞에서 제안한 기능지역 추출기법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개

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한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탑승

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담긴 Ground-truth의 결여로 통행목적 추론

에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를 생성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활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시퀀스 데이터

(sequence data)에 적합한 LSTM(Long Short-Term Memory)에 기반하

여 개발한다. 셋째,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 중 하나를 선정하여 이에 특화

된 기능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적용한 통행목적을 추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한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활용방

안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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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

하고, 이를 적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연구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우선 연구목표

의 대상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광의의 개념에서 적용하여, 동력수단인 개인

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비동력 수단인 자전거나 킥보드 등이 모두 포함

되도록 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이 추후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

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은 물론 확장된 GPS-based mobility 통행목적

추론 시 해당 수단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 시 지역의 범위를

도시 내에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차지점 및 하차지점으로 한정한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가 전체 도시에 대한 기능지역 추출이 아닌 개인형 이

동수단 통행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에 대한 기능적 특징을 얻는 것에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범위를 행정구역경계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

닌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이 주가 되어 그에 따른 영향 범위를 설

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림 1-3]와 같이 크게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방법론

개발, 이를 적용한 실험 및 결과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과 이를 적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목적 추론이라는 두 가지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방법론이 2가

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 부분에서는 자연어처리 연

구에서 임베딩 방법론을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기

능지역 추출 연구에서 신경망 기반의 추출방법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한다. 또한, 통행목적 추론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특히

GPS-based mobility의 통행목적 추론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계점을 찾아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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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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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첫 번째로 개발한 방법론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

역 추출기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훈련 데이터를 구성 및 증강하

는 방법을 정립하고 POI-type 임베딩 방법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로 집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개발한 방법론은 개인형 이

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먼저 개인형 이동수

단의 통행목적을 분류하고, 추론모델에 적용할 피처를 선정한다. 또한, 딥

러닝 모델 적용을 위한 참조데이터 생성방법을 추가로 개발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시퀀스 데이터에 적합한 LSTM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은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

하는 절차를 거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개인형 이동수단을 공공자전거로 한

정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

출하고 추출결과를 적용한 통행목적을 추론한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실험

결과는 정확도 평가를 통해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본 연구

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

구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주요 데이터인 개인형 이

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POI-type 임베딩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도출된

지오시맨틱 정보를 개별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에서 집계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기능지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 개발방법을 기술한다. 딥러닝을 이

용한 통행목적 추론방법을 설명하고, 모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참조데이터

생성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형 이동수

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를 분

석하고, 추출된 기능지역 결과를 통행목적 추론모델에 적용한다. 최종적으

로 실험을 통해 도출된 기능지역 추출에 대한 시각적 평가결과를 기술하

고,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정확도 평가결과를 함께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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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2.1 자연어처리 연구에서 임베딩에 대한 고찰

자연어(natural language)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

는 언어를 말하며, 자연어처리는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임희석, 2019). 자연어처리의 주요 작

업(task)으로는 문서 분류(classification), 요약(summarization), 번역

(translation) 등이 있다. 따라서 최종 작업을 위해 중간에 불용어 제거 및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는 전처리과정과 자연어를 수치화시키는 작업인 벡터

화의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일반적인 자연어처리 방법의 흐름은 자료수집,

전처리, 벡터화, 모델생성, 평가의 순서로 구성할 수 있다.

전체 흐름 중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어주는 벡

터화에 대한 논의가 자연어처리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임

베딩(embedding)이란 벡터화의 다른 표현으로, 자연어를 벡터로 바꾼 결과

또는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어나 문장 각각을 벡터로

변환해 벡터공간(vector space)으로 ‘끼워 넣는다(embed)’는 의미에서 임베

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이기창, 2019). 이러한 임베딩 방식은 크

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카운트(count)에 의한 방식,

두 번째는 신경망의 등장으로 제안된 단어 단위 임베딩 방식, 세 번째는 문

장 단위 임베딩 방식이다.

첫 번째 카운트에 기반한 방식은 가장 고전적인 임베딩 방식으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원-핫 인코딩(one-hot encoding), 백오브워즈

(bag of words),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를 꼽을 수 있다. 원-핫 인코딩 방식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1로 표현하

고, 그 외 단어를 0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단어의 수가 많아지면 벡터의

차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단순히 원-핫 벡터

(one-hot vector)만을 가지고는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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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백오브워즈 방법은 원어 그대로 ‘단어들의 가

방’이라는 뜻이다. 즉, 단어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출현 빈도에 집중해

이를 수치화 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원-핫 인코딩 방식

이 단어와 같은 독립적인 데이터의 표현방법이라면, 백오브워즈는 문장이

나 문서 등 시퀀스한 데이터의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서의 주제분류

를 위해 많이 쓰이는 토픽모델(topic model) 방법론 중 하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도 이 백오브워즈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단어를 집계

한다. 하지만 원-핫 인코딩과 마찬가지로 벡터 크기에 대한 문제와 단어 간

의미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TF-IDF는 백오브워즈와

달리 단어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백오브워즈는 문서 내 집계된

단어의 개수만을 가지고 벡터화를 시켰다면, TF-IDF는 단어의 중요도에

따라 단어별로 다르게 연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조사나 영어의 전치사

의 경우 문서 내의 출현 빈도는 높지만, 문서 분류를 위해 활용될 만한 큰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수식에 의해 단어 간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

여해 준다. 이는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흔한 단어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특정단어가 가지는 중요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단

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신경망 기반의 단어 단위 임베딩 방식이다. 신경망의 등장은 기

존 카운트 기반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2가지를 분포 가정(distributional

hypothesis)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분포 가정에서는 문장에서 어떤 단

어가 같이 쓰였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며, 단어의 의미는 그 주변 문맥

(context)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기창, 2019). 따라서

각 단어를 나타내는 임베딩값이 희소행렬(sparse matrix)이 아닌 밀집 행

렬(dense matrix)로 나타내게 된다. 희소행렬은 행렬의 값이 대부분 0인 경

우를 의미하며, 카운트 기반 방식의 원-핫 인코딩이 대표적인 희소행렬이

다. 예를 들어 사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어가 100만 개가 있다면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만 차원이 필요하게 된다. 큰 차원의 벡터는

메모리 문제로 계산 복잡성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실제로 단어

하나당 구성되는 100만 차원의 벡터 중 해당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



- 12 -

는 한 개로 나머지는 불필요한 0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희소행렬의 경

우 단어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원-핫 인코딩으로

이루어진 두 단어 벡터의 내적(inner product)은 0으로 직교(orthogonal)를

이룬다. 이는 단어의 관련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분포 가정에 의해 추출된 밀집 행렬의 경우 카운트 기반의 임베딩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포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2013년

구글에서 발표한 Word2vec 방법론이다. [그림 2-1]은 Word2vec의 두 가지

학습모델의 개념도로 CBOW(Continuous Bag Of Words)는 주변 단어를

이용하여 중심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고, Skip-gram은 중심단어를 기준으로

주변단어들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모델별 중앙에 위

치한 프로젝션(projection)에 대한 것이다.

[그림 2-1] Word2vec의 학습모델

(Mikolov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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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input) 레이어와 출력(output) 레이어에 각각 단어에 대한 원-핫 인

코딩 값을 넣어준 후, 신경망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면 각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가 담겨있는 가중치 벡터(weight vector)가 생성된다. 이 가중치 벡터

가 프로젝션의 결과값 이며, 희소행렬이 아닌 밀집 행렬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고차원 벡터의 문제나 단어 간의 관련성 파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기존 카운트 기반 방식의 임베딩에서는 사전의 단어 개수가 차

원 수였다면, Word2vec 기반의 임베딩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차원 수를 조

절할 수 있다. 또한, 한 문장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

는 분포 가정하에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단어의 벡터값은 주위 단

어와의 관계를 반영해 표현된 것이다. 실제로 자연어처리 연구에서는 위키

피디아(Wikipedia)와 같은 대량의 문서 데이터를 사전학습(pre-training)한

가중치 벡터값을 가지고 와 다른 언어모델에 사용하는 파인튜닝(fine

-tunning)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 단위 임베딩 방식은 Word2vec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Glove(Global Vectors for Word Representation), FastText 등으로 확장됐

다. GloVe는 Word2vec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단위 임베딩 방식으

로 2014년 스탠퍼드 대학의 Pennington 등에 개발되었다(Pennington et al.,

2014). 이 방식은 Word2vec에 기반한 방법이나, 여기에 LSA(Latent Semantic

Analysis)의 장점인 통계정보를 반영하여 단어 간 동시 발생빈도를 고려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astText는 2016년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방법으로

부분 단어(sub words)를 사용하여 한국어와 같이 단어보다 더 작은 자소 단위

로 나눌 수 있는 언어에 적합한 임베딩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적인 프

로세스는 Word2vec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장 단위 임베딩 방식은 최근 자연어처리 연구 분야의 주요 주

제이다. 이는 동의어 처리가 안 되는 등 단어 단위 임베딩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으로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른 벡

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임희석, 2019). 즉, 주변에 문맥에 따라 단어의

벡터가 바뀌는 실시간 임베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임베딩 값이 문맥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GPU 등 컴퓨터의 높은 하드웨어적 사양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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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이에 속하는 모델로 2018년에 공개된 ELMo(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1, GPT-2,

GPT-3 모델 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신 자연어처리 임베딩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의 카운트 기반 임베딩 방식의 한계점을 해결한

Word2vec 방식을 공간정보의 관점에서 적용한 POI-type 임베딩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2 기능지역 추출 연구 동향

2.2.1 기능지역 추출 연구의 방법론적 흐름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장조사나 인터뷰 설문지 등

을 활용하는 직접조사의 방법이 많이 수행되었다(Zhai et al., 2019). 이러

한 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자동화된 방식이 아니므로 기능

지역의 갱신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기술의 발달로 원격탐사(remote sensing) 이미지를 활용한

토지이용(land use)을 추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Qian et al.,

2020). [표 2-1]은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1:25,000의 토지이용 분류체계

이다. 토지이용 분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주로 직접적인 현장조사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홍일영, 2017). 대분류는 크게 농지, 임지, 도시 및 주거지, 수계

의 4개로 분류가 되며,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역인 도시 및 주거지의 경우

다시 5개의 중분류, 19개의 소분류로 세분된다.

하지만 기능지역은 토지이용과 달리 공간의 내부 사회경제적 활동과 강

한 관계가 있으므로 순수한 원격탐사 이미지만으로는 감지하기 어렵다

(Zhang et al., 2020). 둘은 제작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토지이용도가

단순히 그 지역의 물리적인 POI-type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였다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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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출은 해당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인간 활동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따라서 단순히 POI-type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인간 활동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POI 데이터, 궤적데이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공간 빅데이터의 등장은 원

격탐사 이미지가 담고 있지 못하는 도시 내 기능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완책이 되어 주었다.

원천 DB POI-type 규모

농지
논 경지정리답, 미경지정리답

밭 보통·특수작물, 과수원 기타

임지

초지 자연초지, 인공초지

임목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합수림

기타
골프장, 유원지, 공원묘지,

암벽 및 석산

도시

및 주거지

주거지 및 상업지
일반주택지, 고층주택지,

상업·업무지, 나대지 및 인공녹지

교통시설
도로, 철로 및 주변지역,

공항, 항만

공업지 공업시설, 공업나지·기타

공공시설물
발전시설, 처리장, 교육·군사시설,

공공용지

기타시설
양어장·양식장, 채광지역, 매립지,

광천지, 가축사육시설

수계

습지 갯벌, 염전

하천 하천

호소 호·소, 댐

기타 백사장

[표 2-1] 국토지리정보원의 1:25,000 토지이용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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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빅데이터는 인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간 기반으로 융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지역 추출 연구에 대한 파급력이 높다. 초기에

이를 이용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한 연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수행된

Yuan et al.(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POI 데이터와 택시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LDA와

DMR(Dirichlet Multinomial Regression) 모델에 기초한 토픽모델링 방법

론인 DRoF(Discovers Regions of different Functions)를 제안하였으며,

이동성 패턴과 POI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존에 인간의 이

동성만을 고려하여 연구에서 최초로 모빌리티의 이동을 고려했다는 점에

서 도시 컴퓨팅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로 꼽히고 있다. [그림 2-2]는

연구의 결과물로 추출된 연구대상지의 기능지역 추출결과를 나타낸 것이

며, 토지이용도와 비교하여 TF-IDF나 LDA에 의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 TF-IDF (b) LDA (c) DRoF

[그림 2-2] POI 데이터와 택시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지역 추출결과

(Yuan et al., 2012)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연구들은 다양한 플랫폼별로 추출되는 데이터 형

식이 다르므로 개별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Frias-Martinez & Frias-Martinez(2014)은 트위터(Twitter) 데이터를 이

용하여 데이터마이닝 중 군집화 기법인 SOM(Self-Organizing Map)과 스

펙트럴 클러스터링(spectral clustering)을 이용하여 기능지역을 탐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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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ing & Meng(2018)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집된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데이터로부터 시맨틱 정보를 산출해내어 기능영역을 분

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론으로는 LDA와 RF(Random Forest) 모

델을 사용하였다. Terroso-Saenz & Munoz(2020)의 경우는 플리커

(Flickr)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사진 이미지가 아닌 사진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기능지역을 산출하였다. 계층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과 LDA, RF 모델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POI 데이터나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빅데이

터가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융합기술도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다. 일본에

서는 국가적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데이터나 행정데이터를 소지역단위의

공간 기반으로 융합한 마이크로지오 데이터(Micro-geo data)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였다(이영주 등, 2017). Akiyama(2014)는 건물

데이터 및 상업에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업지구당 업종

별 상점의 수나 방문자 수 등을 시계열로 추정한 후, 이를 통해 상업 쇠퇴

지역 및 활성화 지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그림 2-3]).

[그림 2-3] 마이크로지오 데이터를 이용한 상업지역 추출결과

(Akiyam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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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능지역 추출 연구의 추세는 원격탐사 이미지와 POI 데이터를 융

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Liu et al.(2017)은 원격탐사 이미지와 POI 데이터

를 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원격탐사 이미지의 특징 추출을 위해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POI 데

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와

LDA을 사용하여 도시 내 기능지역 분류를 수행하였다. Qian et al.(2020)은

원격탐사 이미지와 택시 GPS 데이터를 함께 융합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하

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감지기능을 하는 데이터가 상대

적으로 부족하므로 기능지역의 유형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격탐사 이미지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의사

결정 방법이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는 해당 연구에서 기능지역 추출

시 택시데이터와 원격탐사 이미지를 통해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그림 2-4] 택시데이터와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지역 추출결과

(Qian et al.(2020) p.5 Figure 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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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간 활동에 대한 것은 택시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K-means++

와 KNN(K-Nearest Neighbor)을 통해 추출하였다. 또한, 운동장, 공장 등

특정 영역에 관해서는 원격탐사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출하는 방법론을 사

용하였다. 이에 대한 방법론은 YOLO(You Only Look Once) V3와

MLC-ResNets(Multi Label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Residual

Neural Network) 방법을 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나

무(decision tree)를 통해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지역 추출 관련 연구의 방법론은 다양

한 형태의 데이터셋이 등장하고, 데이터별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알고리

즘이 구체화 되면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토지이용도

추출을 위해 사용하였던 원격탐사 이미지와 새로운 형태의 공간 빅데이터

에 대한 융합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밀한 기능지역 탐지가 가능해졌다. 하지

만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능지역 추출에 있어 핵심 데이터셋인 POI

데이터 활용 시 여전히 POI-type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기능지역 추출 시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신경망에 기반하여 추출하는 자연어처리 연구의 방법

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2.2 신경망 기반의 기능지역 추출 연구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POI-type에 자연어처리의 Word2vec 기술을 처

음 접목한 연구는 Yao et al.(2017)의 연구이다. 그들은 POI를 단어로 치환

하여 POI-type의 개별 위치에 따라 훈련 시킨 후 이를 의미정보로 활용하

여 기능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2-5]는 Yao et al.(2017)의 연구흐름도로,

이후 많은 연구가 기능지역 추출 시 해당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확장해 나

갔다. 신경망 기반의 훈련방식이 기존 방식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지역별로 집계 시 POI-type 분포에 기반한 값이 아니라 전체 POI-type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고려해서 집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훈련 데이터 구

성이 인접한 POI 간의 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지역 추출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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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Yan et al.(2017)의 연구는 POI-type 임베딩 방법이 개별 POI 별로 가

중치 부여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살려 POI-type별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임

베딩을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Place2vec’이라는 모델을 제

안하여 POI의 거리와 소셜미디어 데이터인 포스퀘어의 체크인(check-in)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POI의 거리와 인기도에 따라 데이터를 증강해 특

정 유형 간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기초로

Zhai et al.(2019)은 Place2vec의 데이터 증강방식을 거리요인으로만 한정

하여 이를 임베딩한 결과를 통해 기능지역을 추출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림 2-5] 신경망 기반 POI-type 임베딩을 이용한

기능지역 추출 연구방법론

(Ya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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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et al.(2019)와 Liu et al.(2020)의 연구는 POI-type 임베딩 시 유형

을 구체화 시켜 POI 계층성 때문에 간과되는 정보의 손실이 없도록 하였

다. 예를 들어 Liu et al.(2020)은 POI 유형을 488개로 선정했는데, 이를 통

해 약국, 편의점, 이발소 유형이 비슷한 거리에 있지만, POI-type의 대분

류 때문에 서로의 연관성을 탐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Jin et al.(2019)와 같이 개별 POI가 아닌 각 상점과 상점에서 파는 제품의

종류를 훈련 데이터로 구성하여 임베딩한 사례도 있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기능지역 추론 연구로는 Zhang et al.(2021)의 연

구와 Niu & Silva(2021)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중국 항저우와 영국 런던

이라는 비교적 큰 도시 규모의 기능지역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사용

한 알고리즘은 자연어처리 연구에서 Word2vec와 비교적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진 임베딩 방식을 적용하였다. Zhang et al.(2021)은 Gaode API를 통

해 제공하는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GloV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능지역

을 추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POI의 동시 발생빈도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가 있다. 또한, Niu & Silva(2021)는 런던의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서 Ordnance Survey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Doc2vec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Doc2vec 알고리즘은 Word2vec과 거의

유사하나, 단어 단위 임베딩이 아니라 해당 문서 단위로 임베딩이 수행되기

때문에 POI-type과 지역 모두를 벡터화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하

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알고리즘은 Word2vec을 기반으로 약간의 변형을

한 것으로 큰 틀에 있어서나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2-2]은 기능지역 추출에 관련된 연구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크게 신

경망 기반 이전과 신경망 기반 모델 사용 이후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신

경망 기반 POI-type 임베딩 연구는 주로 개별 POI의 공간상 거리를 통해

데이터를 증강 시키고, 유형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POI-type에 대한

훈련 데이터 구성을 위해 K-nearest 알고리즘이나 버퍼 등을 활용하였으

며, Word2vec 기반의 Skip-gram 모델을 주로 활용하여 임베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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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연구 데이터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신경망

기반

이전

Yuan

et al.

(2012)

POI DB,

Taxi DB
LDA

지역별

토픽(region

topics) 식별

Frais-Mart

inez &

Frais-Mart

inez(2014)

Twitter DB

SOM,

Spectral

clustering

토지이용탐지

Akiyama

(2014)

Micro-geo

data
Simulating

상업 쇠퇴지역 및

활성화 지역 파악

Liu et al.

(2017)

POI DB,

RS image

SIFT,

pLSA,

LDA

토지이용

분류

Xing &

Meng

(2018)

POI DB,

Text message

LDA,

RF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로부터

의미정보 산출

하여 기능지역

분리

Qian et al.

(2020)

RS image

Taxi DB

K-means++,

KNN,

YOLO V3,

MLC

기능지역

추출

Terroso-S

aenz &

Munoz

(2020)

POI DB,

Flickr DB

Hierarchical

clustering,

LDA,

RF

기능지역

추출

[표 2-2] 기능지역 추출 관련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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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연구 데이터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신경망

기반

이후

Yao et al.

(2017)

POI DB,

TAZ DB

Word2vec

(CBOW),

RF

기능지역

추출

Yan et al.

(2017)

POI DB,

Foursquare

DB

Place2vec
POI 유형간의

관계 파악

Zhai et al.

(2019)

POI DB,

truck OD DB
Place2vec

기능지역

추출

Liu et al.

(2019)
POI DB

Word2vec

(Skip-gram)

장소기능지역

(place niche) 추출

Liu et al.

(2020)
POI DB

Word2vec

(Skip-gram)

POI-type

임베딩값 시각화

Jin et al.

(2020)
Shop DB

Word2vec

(Skip-gram)

상점 내

판매상품에 대한

임베딩 부여

Zhang

et al.

(2021)

POI DB GloVe
기능지역

추출

Niu

& Silva

(2021)

POI DB Doc2vec
기능지역

추출

본 연구

POI DB,

Personal

Mobility DB

Place2vec

개선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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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행목적 추론 연구 동향

2.3.1 통행목적 추론 연구의 방법론적 흐름

통행과 관련된 연구 중 통행목적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

았다(Ermagun et al., 2017). 이는 인간 활동의 공간-시간적 복잡성이 통행

목적의 예측을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Cui et al., 2018). 선행연

구에서 활용한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방법론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

는데, 규칙기반방식(rule-based method), 통계적 방식(statistical method),

머신러닝 및 딥러닝 방식(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ethod)이

다. 규칙기반 방식은 통행목적 추론에 있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론으로, 토지이용과 통행목적 간의 매칭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

(land-use and purpose matching table)이나 가장 가까운 POI 매칭 규칙

적용 방법(closet POI matching rule), 휴리스틱 한 방법(heuristic rule) 등

이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통계적 방식은 응답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

을 통합하여 각 여행 목적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이나 거리에 기초한 확률 산출방법(probability

calculation based on distance)을 많이 사용한다. 기계학습 및 신경망 방법

은 위의 두 방법론에 비해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적합하며, 데이터에

대한 정교하고 계산 집약적인 분류 및 패턴 인식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다(Gong et al., 2014; Ermagun et al., 2017). 통행목적 추론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확률론적 방법이나 머신러닝 및 딥러닝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다(Ermagun et al., 2017).

통행목적 추론 연구는 통행의 주된 수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통행수단을 특정하지 않은 인간 자체의 통행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의 경우 대부분 HTS 등과 같이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통행

목적을 예측하였는데, 여기에 GPS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연구가 가

능해졌다(Meng et al., 2017). 전통적인 면담조사 방식인 사람들이 직접 통

행장소를 표기하는 방식에서 GPS 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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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개인 통행에 대한 GPS 데이터를 얻으면서 통행한

장소에 대한 이력 데이터가 쌓이면서 연구가 확장될 수 있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POI 데이터 등 이기종 데이터 간의 융합을 통해 복잡한

시공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좀 더 정교해졌다(Meng et al., 2017; Cui et

al., 2018). HTS를 통해 수행된 연구의 경우들의 경우 공학적인 관점에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Meng et

al.(2017)은 DBN(Dynamic Bayesian Network)를 통해 정확도를 87.8%까

지 올렸으며, Cui et al.(2018)은 BNN(Bayesian Neural Network)를 활용

하여 90.52%의 정확도를 나타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여전히 통행

자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통행목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사람의 통행에서 교통수단별 통행에 관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가

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대중교통 탑승 시 이용하는 스마트카드 데이터이다.

하지만 통행목적 추론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카드의 경우 탑승자의 의지가

드러나 통행목적에 대한 부분은 누락 되어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Alsger

et al.(2018) 연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S를 활용한 규

칙기반모델을 스마트카드 데이터에 적용하여 공간, 시간, 빈도 속성에 따

라 통행목적을 추론하도록 하였다. [그림 2-6]는 해당 연구의 방법론의 개

념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국내 연구 중에서도 이러한 HTS의 규칙을 기반

으로 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한 전인우 등(2019)의 연구는 스마트카드 자료

에 기록된 출발지-도착지 간 통행빈도, 체류 시간, 출발 시각 등을 고려하

여 통근, 통학, 귀가의 통행목적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계학습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는데, Kim et al.(2021)은 HTS

를 통해 훈련된 RF 모델을 바탕으로 스마트카드 데이터의 통행목적을 추

론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HTS3)는 한국

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5년에 한 번씩 집계되고 있으나 조사된 결과에 대

해서 읍면동 단위로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 확장에 한계가 있다.

3) 국내 HTS는 전국 지역별 거주민이 평일 하루 동안의 통행 정보를 일기식으로 직접

기입하는 self-survey 조사형식으로 수행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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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과 같이 소규모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국외에서 제공하

는 HTS는 개별 통행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

칙을 세워서 추론하기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처럼 읍면동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개별 공

간정보와 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마이크로 한 데이터를 활용

한 연구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 이에 이러한 데이터들의 경우 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전체 도시의 이동성 패턴을 보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개별 장치들에 GPS 기기가 장착되면서 GPS-based mobility의 통행목적

에 대한 공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GPS-based mobility

에 관한 연구들은 통행 주체의 성별, 나이 등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정교화

된 공간정보를 사용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하였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기술적 동향 및 관련 연구들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6] HTS를 활용한 스마트카드의 통행목적 추론 방법론

(Alsge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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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GPS-based mobility의 통행목적 추론 연구

GPS-based mobility의 통행목적 추론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된 분

야는 택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의 경우 주로 베이즈 정리

에 기초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하였다. Gong et al.(2016)

은 택시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몬테카를로 방법(monte carlo

selection)과 베이즈 정리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통행목적별 경향성을 추론

하였다. 해당 연구는 택시의 도착지 주변에 있는 POI 데이터의 시공간적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통행목적을 추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단순 빈도가 아닌 선택될 POI의 규모나 개장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론하였

다. [그림 2-7]는 해당 연구가 제안한 방법론으로 택시의 최종 하차지점에

서 통행목적으로 추론될 POI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주말 오후 12시를

가정하였으므로 bar와 같은 POI의 경우는 후보로 선택되지 않았으며, 후

보군에 속하는 다른 POI들도 규모나 하차지점으로부터 거리를 고려하여

선택될 확률값을 다르게 부여하였다.

[그림 2-7] 택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목적 추론방법

(G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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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et al.(2018)의 연구 역시, 택시데이터를 사용하여 통행목적을 추

론하는 방법론인 ‘TripImputor’ 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는 베이즈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첫 번째 택시가 갈만한 공간

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는 주변 POI들의 확률분포들을 계

산하여 실시간으로 통행목적을 추론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때, 주변

POI들의 확률분포계산 시 포스퀘어 체크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좀 더 강

한 인기도를 가지고 있는 POI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행목적을 도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2-8]는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후보지 선택 방법

인 UAR(Urban Activity Region)와 CAA(Candidate Activity Area)를 식

별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8]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UAR과 CAA의 식별방법

(Che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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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베이즈 정리에 기반한 방식은 통행목적 추론 시 최종적으로 한

개의 POI 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베이즈 정리 자체가

기존의 확률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던 연역적(deductive) 개념의 빈도

가 아닌 귀납적(inductive) 관점의 빈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단순히 도

착지점의 POI-type 분포 집계하여 활용한 연구(Bao et al., 2017)와는 차별

성이 있다. 하지만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의 신뢰도에 따라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이 달라지는 베이즈 정리의 기반한 방법론 역시 간

과되는 POI가 생길 수 있다.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용할

POI를 선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할

뿐이지 확률적 관점에서 탈락하는 POI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 이루어진 다양한 POI들의 구성은

통행목적을 위해 단 하나만 선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예를 들

어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식사하러 가기 위해 일반적인 식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카페에 갈 수도 있다. 식당이나 카페는 유형적 특징이 비슷하지만,

단순히 빈도에 의해 구분할 경우 개별 수치에 의해 이 지역의 통행목적이

바뀔 수 있게 된다. 만약 식당 POI가 선택될 확률이 30, 주거 POI가 선택

될 확률이 32, 카페 POI가 선택될 확률이 20이라고 치면, 이 지역의 통행

목적은 ‘주거’로 추론되는 것이다. 물론 선행연구들이 도착지로부터 POI의

거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체크인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한 답

을 추론하고자 방법론을 개선 시키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

는 요소는 POI-type에 대한 빈도수이다. 하지만 도시는 단순히 POI-type

의 빈도수로만 설명될 수 없는 공간이다. 따라서 확률적인 방법으로 대표

되는 빈도수는 다른 유형 데이터들의 영향 범위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만 한다.

베이즈 정리에 기초한 TripImputor 방법론의 제안 이후, 그들은 Chen

et al.(2019)을 통해 이전 연구를 발전시켜 택시의 트립 자체를 하나의 벡

터값으로 정교화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딥러닝 방식을 적용하였다. 해당 연

구는 미국 뉴욕시에서 생성된 택시 데이터 및 POI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택시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의 컨텍스트를 정교화시키기 위해 시간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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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퀘어 체크인수를 활용하여 개별 POI에 대한 인기도(popularity), 고유

성(uniqueness), 거리(distance) 등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취합한 POI 정보

를 바탕으로 통행에 대한 세 가지 상황 정보인 시간(time), 출발지(origin),

도착지(destination)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오토인코더(auto-encoder)를 통

해 딥임베딩하는 방식으로 통행목적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그림 2-9]는

‘Trip2Vec’이라고 명명한 해당 모델의 연구흐름도이다. 이는 GPS-based

mobility에 관한 통행목적 추론 연구 중 처음으로 딥러닝 방법을 적용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는 최종 추론결과인 벡터값을 클러스터링하는 차원에

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비슷한 벡터값을 가진 결과들

이 같은 통행목적일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림 2-9] Trip2Vec 모델에 대한 연구흐름도

(Chen et al.,, 2019)

GPS-based mobility 통행목적 추론 관련 연구들이 통행목적에 대한

Ground-truth의 부재로 연구결과를 클러스터링 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

가 많다. 중국 상해의 dockless 자전거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행목적을 추

론한 Xing et al.(2020)의 연구도 Chen et al.(2019)의 연구과 비슷한 관점

에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컨텍스트를 구성하였으나, 이 역시 K-means++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종결과를 클러스터링값으로 끝냈다는 데 한계가 있

다. 클러스터링과 같은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최종 결

과값을 추론한 경우 가시화된 정확도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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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는 각 통행수단별로 대표적인 통행목적 관련 연구를 비교한 것

으로 활용한 데이터나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동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통행수단 관련 연구 데이터 연구 방법 정확도
Ground

-truth

People

Oliveira

et al.

(2014)

HTS Decision tree 65% HTS

Taxis
Gong et al.

(2016)

Taxi

DB

Monte carlo

selection,

Bayes rules

HTS와

경향성

비교

HTS

People

Ermagun

et al.

(2017)

TBI1,

POI DB
RF 64.17% TBI

People
Meng et al.

(2017)

CHTS2,

POI DB,

Twitter

DBN 87.8% CHTS

Bikes
Bao et al.

(2017)

Smart

card,

POI DB

K-means,

LDA
- -

People
Cui et al.

(2018)

CHTS,

POI DB,

Twitter

BNN 90.52% CHTS

Public

Transports

Alsger

et al.

(2018)

HTS,

Smart

card,

POI DB

Rule-based

method
78% HTS

[표 2-3] 통행목적 추론 관련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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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BI: Travel Behavior Inventory

2CHTS: California Household Travel Survey

통행수단 관련 연구 데이터 연구 방법 정확도
Ground

-truth

Taxis
Chen et al.

(2018)

Taxi

DB,

POI DB

TripImputor

(Bayes rules)

HTS와

경향성

비교

HTS

Taxis
Chen et al.

(2019)

Taxi

DB,

POI DB

Trip2vec

(Auto

encoder,

K-means)

- -

Taxis
Liao et al.

(2019)

Taxi

DB,

POI DB

Auto

encoder,

K-means

- -

Public

Transports

전인우 등

(2019)

HTS,

Smart

card,

POI DB

Rule-based

method

HTS와

경향성

비교

HTS

Bikes
Xing et al.

(2020)

Bike DB,

POI DB
K-means++ - -

Public

Transports

Kim et al.

(2021)

HTS,

Smart

card,

POI DB

RF 83% HTS

본 연구

POI DB,

Personal

Mobility

DB

LSTM 79.52%

참조

데이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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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고, 이를 적용

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통행목적 추론모델

은 기존의 GPS-based mobility 통행목적 추론에서 많이 활용되는 베이즈

이론에서 발견되는 확률 통계적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오시맨틱

정보에 기반한 기능지역 추출기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방법은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결과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행목적 추론 시

간과되는 POI-type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전체

도시에 대한 기능지역 추출 연구는 많이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능지역을 추출한 사례는 거의 없다. Lee et al.

(2021)의 연구가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통행목적 추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기존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정립하였다. 지오시맨틱 정보에 기반한 방법은 개별 POI의 위치를

기반으로 훈련 데이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속성정보를 구축하기가

매우 용이하므로 특정 이동수단에 특화해 기능지역을 추출하기에 적합한 방

법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전체 도시의 기능지역을 추출하

는 연구들과 비교하여 데이터 수집 및 증강방식에 있어 차별화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한계점인 개별 POI에 대한 임베딩값을 지역별로 집

계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실세계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셋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 개발 시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Ground-truth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참조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통행목적 추론 방법론을 딥러닝으로 개선하여 GPS를 통해 생성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와 POI 데이터만을 가지고 통행목적을 보다 정확

하고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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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

3장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을 설명한다. 먼

저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관련된 POI를 구축

하고, 이를 임베딩하여 POI-type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벡터값으로 산출한

다. 다음으로는 임베딩값에 대한 승하차 지점별 집계를 통해 최종결과를 추

출하도록 한다. [그림 3-1]은 3장의 연구 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1]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방법



- 35 -

3.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POI-type 임베딩

3.1.1 Word2vec에 기반한 POI-type 임베딩

Word2vec이 단어 단위 임베딩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면서, 자연어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임베딩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Han

et al., 2019). 특히 이는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벡터 표현에 적합한 알고리

즘으로 문장 내 단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체 시퀀스에서 개별 요

소의 분산표현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각 요소에 대한 시맨틱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어 단일 요소에 기초한

관련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Han et al., 2019). 따라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추천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검색 및 방문한 이력을 바

탕으로 관련된 검색어나 상품 등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Feng et al., 2017;

Wang et al., 2018).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지역을 문서로, 지역 내 위

치한 POI를 단어로 간주하여 POI 간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한 POI-type

임베딩 기술이 발전 중이다. 이는 “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t things”라는 Tobler의

지리학 제1 법칙을 적용한 개념이다. Yan et al.(2017)은 이를 “Place can

be categorized by their neighbors”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You shall

kne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라는 언어학자의 표현(Firth,

1957)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즉, 장소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의

미가 부여된다는 것인데, 주변 단어를 이용하여 단어의 시맨틱 정보를 추

출하는 워드 임베딩 기법을 장소에 적용한 개념이다. 즉, POI 간의 위치정

보를 통해 POI-type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한 기능지역 추출 연구는 Yao et al.(2017)의 연

구를 필두로 하여 점차 확산하여가는 추세인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

별화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POI-type 임베딩 기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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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임베딩의 기본 아이디어는 중심단어와 주변단어의 위치를 고

려하여 개별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Word2vec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그림 3-2]는 Word2vec과 POI-type 임베딩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전자

가 중심단어가 나올 때 주변단어가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

는 중심 POI-type이 있을 때 주변 POI-type이 있을 확률을 나타낸 것이

다. 이 그림은 Word2vec의 Skip-gram 모델을 가정한 것으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도 같은 말뭉치로도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CBOW모델 보다 선호된다(Mikolov et al., 2013).

[그림 3-2] (a)의 Word2vec은 ‘brown’을 중심단어로 설정했을 때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현재 문장에서는 윈도우사이즈가 2일 때 (brown,

quick), (brown, fox), (brown, the), (brown, jumps)가 짝을 이뤄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량의 문서를 통해 학습이 진행되면 단어

간의 의미적인 관계가 담겨있는 가중치 벡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brown’의 시맨틱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림 3-

2] (b)의 POI-type 임베딩은 문장 대신 지역을 하나의 바운더리로 삼고,

단어의 역할을 POI가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Word2vec은 단어의 위치를

고정된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 지정하는 반면, POI-type 임베딩에서는 실

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튜플(tuple)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3-2] (b)처럼

POI 간의 거리 기준을 100m라고 지정할 경우 실제 POI 위치에 따라

‘Apartment’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POI로 ‘Supermarket’, ‘Pharmacy’,

‘Park’이 선정되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POI-type의 특징 벡터는 고차원 공간에서 대략 동일한 각도와 방

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당 유형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얻을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근처에는 슈퍼마켓이 있을 것이라는 관

념적 정보를 벡터값으로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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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Word2vec과 POI-type 임베딩 비교

(Lee et al.(2021) p.9 Figure 2 재구성)

본 연구는 Yao et al.(2017)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하여 기능지역

을 추출하되,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서는 Yan

et al.(2017)이 제안한 Place2vec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POI-type 임베딩을 위해 Word2vec 모델 중 중

심단어를 통해 주변단어를 예측하는 Skip-gram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교

차엔트로피(cross entropy)를 통해 학습된 확률과 실제 확률을 측정하게

된다. 모델은 다음 식 (3-1)과 같다.

  log
 (3-1)

여기서 은 학습된 확률분포를 나타내고, 는 실제 확률분포를 나타낸

다. 는 POI-type에 대한 인덱스인데,  를 구체화 시키면 식 (3-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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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가 중심 POI일 때, 주변에 있는  개의 POI    

가 나타날 확률을 의미하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브베이즈(naive

bayes) 가정을 적용한다.  는 항상 1이다.

        (3-2)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softmax) 함수를 사용하여 점수를 확률로 변환

하면 POI-type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목적함수는 식 (3-3)과 같다. 여

기서  는 주변 POI-type 벡터들이고,  는 중심 POI-type 벡터 들이다.

 는 POI-type의 카디널리티(cardinality)4)이다.

minmize   log 
 






  

 

exp


exp


(3-3)

[그림 3-3]은 Word2vec의 Skip-gram을 토대로 한 POI-type 임베딩 훈

련방법을 모식화 한 것이다. 인풋 레이어로는 중심 POI-type의 값이 원핫

인코딩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신경망에 의한 훈련방식을 거쳐 아웃풋 레

이어에 대한 확률값을 소프트맥스 함수와 교차엔트로피를 통해 구하게 된

다. 아웃풋 레이어는 중심 POI에 대한 주변 POI-type 들이 입력되며, 인풋

과 마찬가지로 원핫인코딩 형태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훈련을 통해 생성된

히든 레이어(hidden layer)에 대한 가중치 메트릭스(weight matrix)를 통

해 각 POI-type에 대한 임베딩 벡터값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경망 방식의

4) 카디널리티는 전체 행에 대한 특정 컬럼의 중복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민등록번

호와 같이 중복도가 없는 것은 카디널리티가 높고, 성별과 같은 것은 카디널리티가

낮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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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은 원핫인코딩으로 표현된 희소 데이터(sparse data)를 밀집 데이

터(dense data)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히든 레이어를 통해 얻어진

임베딩 벡터의 차원수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주어야 하며, 이 벡터값을

통해 POI-type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3]의

중간에 그려진 히든 레이어의 값이 곧 POI-type에 대한 임베딩 벡터값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3] POI-type 임베딩의 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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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기반의 POI-type 임베딩 방법은 기능지역 추출 시 선행연구

(Yuan et al., 2012; Gao et al., 2017; Liu et al., 2017)에서 활용하였던

TF-IDF, LDA, pLSA 등과 비교하여 도시 내 POI 간의 공간 관계를 고려

한다는 장점이 있다(Niu & Silva, 2021). TF-IDF, LDA, pLSA의 경우 지

역의 기능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POI의 빈도를 고려하는 확률모형이므로

많은 양의 공간 상황 정보가 손실되게 된다(Zhang et al., 2021). 하지만

POI-type 임베딩 방법은 POI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하여 도시 내부

상관관계를 고려하므로 공간 데이터의 상황 정보를 잘 보존하여 기능지역

추출 등 도시 컴퓨팅 분야에 매우 적합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Zhang

et al., 2021). 실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해당 알고리즘을 비교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POI-type 임베딩 방식이 TF-IDF, LDA, pLSA 등 POI 빈도

에 기반한 알고리즘들에 비해 분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Yao

et al., 2017; Zhai et al., 2019; Niu & Silva, 2021). 따라서 본 장의 연구목

표인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으로

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본 토대로 POI 레이어 생성 및 훈련

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방법을 개선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

역을 추출하고자 한다.

3.1.2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POI 수집

POI는 상향식(bottom-up) 관점에서 도시기능의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

에 인간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이터이다(Niu & Silva,

2021). 특히 기능지역 추출과 같은 연구들에서는 활용된 POI의 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POI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파생된 POI 데이터

세트는 수집되는 POI 들의 공간적 범위와 유형이 편중된 경향이 있다.

Yan et al.(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Yelp 데이터셋의 경우 크라우드소싱

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POI의 전체 유형을 포괄하지 않고 식

당이나 레저 관련 POI에만 치우쳐 있다5). 따라서 제공되는 POI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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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역시 해당 유형의 POI가 많이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도시

의 핵심기능인 주거와 산업에 대한 POI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

용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할 경우 도시의 중심지역에서 상업 및 엔터테인먼

트 기능 패턴만 드러나 포괄적인 도시분석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

지역 추출을 위한 POI 데이터셋은 POI-type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통합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며, 서로 다른 영역과 도시 내부 간의 이질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에서 넓은 공간 및 범주적 범위를 가져

야 한다(Niu & Silva, 2021).

이에 선행연구들은 전체적인 유형의 POI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플랫폼(OpenStreetMap 등) 혹은 비즈니스 플랫폼(BaiduMap, GaodeMap

등)의 데이터(Yao et al., 2017; Zhai et al., 2019; Liu et al., 2020)를 활용

하거나,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Niu & Silva, 2021)를 이용하여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단일 데이터셋을 이용하

였기 때문에 건물과 같이 통합된 POI로 구성된 객체에 대해서는

POI-type 분류가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Long & Liu,, 2013;

Zhang et al., 2019). 이에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따른 승차지

점과 하차지점의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POI 데이

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첫째, 단일 데이터 세트 대신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적합한 POI-type에 대한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둘째, 개별 POI에 대한 위치와 유형 정보뿐만 아니

라 면적이나 이용객수 등 POI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속성정보를 결합

하여 해당 수단에 대한 POI의 영향력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수집되는 POI 데이터의 출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기반

데이터로 한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POI 데이

터의 경우 POI의 공간 및 유형의 대한 범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배제하

였으며, 국가기반데이터의 경우 정부 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누구나 손

5) Yelp는 사용자 중심의 크라우드소싱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비즈니스 관련 특정 POI에 포커스를 맞춰 관련 POI 및 리뷰데이터를 제공,

Yelp Dataset은 https://www.yelp.com/datase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에서 다운

로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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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는 주

소정보 기본도에서 제공하는 건물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원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건물 유형을 기초 데이터로 삼고 이를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시켜 재분류하였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셋에서 빌딩과 같이 통합된

POI를 제공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기타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제2종근린

생활시설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내 POI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인허가데이터는 국민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계된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인허가정보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해주

기 때문에 POI 유형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과점, 편의

점, 의원, 약국, 식당6), 카페, 주점, 푸드트럭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과

연관된 세부 POI 유형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또한, 도시 내 기능기역 추출

시 건물데이터로 구축하기 힘든 공원 데이터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 데이터의 경우는 각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원 데이터와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표 3-1]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개인형 교통수단 통행에 특화된 35개의 POI-type을 선정한 것이

다. 건물데이터에서 23개, 인허가데이터에서 8개, 교통 데이터에서 2개, 공

원 데이터에서 2개를 추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POI-type에 대한 명칭

은 되도록 원천데이터에서 부여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였다.

POI 수집이 완료되면 개별 데이터셋에 대한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

공되는 형태가 다르므로 이를 단일 레이어로 결합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우선 인허가데이터나 버스정류장 데이터와 같이 공간정보가 아닌 X, Y 좌

표 및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지오코딩(geocoding)을 활용한

공간정보화 과정이 필요하다. 공간정보화된 다중 벡터 레이어들은 서로 다

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좌표계 변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좌표계로

6) 건물데이터에도 일반음식점 분류가 있으나,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POI를 부여했기 때문에 인허가데이터에서 이를 보완하여 구축함, 이에 일반음식점이

라는 소분류명이 같더라도 건물데이터에서 제공하는 POI는 식당(大)으로 분류하였으

며, 인허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POI는 식당(小)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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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 POI 간의 거리를 통해 POI 튜플을 구성하

여 임베딩을 실시해야 하므로 최종 좌표계는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

는 투영좌표계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상에서 중첩된 다중 벡터

레이어들을 단일 레이어로 결합해야 하는데, 이때 객체의 형태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OI 간 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모

든 레이어를 포인트(point) 객체로 변환하였으며, 건물데이터와 같이 폴리

곤(polygon) 형태의 경우 개별 폴리곤의 중심점을 찍는 방법으로 객체를

변환시켰다.

POI-type 원천 DB 원천 DB 내 제공 POI-type 제공형태

단독주택 건물 DB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아파트
Polygon

아파트 건물 DB 아파트 Polygon

아파트외

공동주택
건물 DB

공공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생활편익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숙사

Polygon

공공기업 건물 DB
국가기관청사, 자치단체청사, 외국공

관, 기타공공업무시설, 공공용시설
Polygon

민간기업 건물 DB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금융업

소, 사무소, 기타사무소,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문사, 사무소, 기타일

반업무시설, 기타제1종제2종근린생

활시설

Polygon

공장 건물 DB

공장, 일반공장, 공해공장, 창고시

설, 창고, 하역장,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정비공장, 온

실, 축사, 관리사, 기타동식물관련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재활

용시설

Polygon

[표 3-1]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POI-type 수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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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원천 DB 원천 DB 내 제공 POI-type 제공형태

교육시설 건물 DB

학원, 독서실, 교육(연수)원, 직업

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

학, 대학, 기타학교

Polygon

복지시설 건물 DB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관), 유스호스텔,

청소년문화의집, 기타생활권수련시

설, 야영장시설, 청소년야영장,

기타자연권수련시설, 노유자시설,

기타교육연구및복지시설

Polygon

버스정류장 교통 DB 버스정류장 X, Y좌표

지하철역 교통 DB 지하철역(출입구) Polygon

주차장 건물 DB 주차장 Polygon

기타환승

시설
건물 DB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종

합여객시설
Polygon

시장 건물 DB 도매시장, 시장, 기타소매시장 Polygon

대형쇼핑

시설
건물 DB

백화점, 대형판매점, 대형점, 대규

모소매점
Polygon

상가 건물 DB

소매점, 기타판매및영업시설, 제조

업소, 수리점, 사진관, 의약품도매

점,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

Polygon

거리가게 건물 DB 거리가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Polygon

제과점 인허가 DB 제과점영업 주소정보

편의점 인허가 DB 휴게음식점(편의점) 주소정보

공공시설 건물 DB

마을공동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공공시설,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

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기타공공시설

Polygon

병원시설 건물 DB

의원, 한의원, 보건소, 의료시설,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전염병원,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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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원천 DB 원천 DB 내 제공 POI-type 제공형태

마약진료소, 기타의료시설

종교시설 건물 DB
교회, 성당, 사찰, 기타종교집회장,

제실, 사당, 기타종교집회장
Polygon

기타서비스

업시설
건물 DB

이(미)용원, 자동차 영업소, 복합유

통 및 제공업소,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액화가스판매소, 석유

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차고,

기타자동차관련시설, 화장장, 묘지

에 부수되는 건축물

Polygon

의원 인허가 DB 의원 주소정보

약국 인허가 DB 약국 주소정보

식당(大) 건물 DB 일반음식점 Polygon

식당(小) 인허가 DB 일반음식점 주소정보

카페 인허가 DB 휴게음식점(카페) 주소정보

주점 인허가 DB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주소정보

푸드트럭 인허가 DB 휴게음식점(푸드트럭) 주소정보

문화시설 건물 DB

공공도서관, 극장, 음악당, 기타공

연장, 예식장, 기타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기타전시

장, 기타문화및집회시설

Polygon

체육시설 건물 DB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운동시설, 체육관

Polygon

숙박시설 건물 DB

일반목욕장, 호텔, 여관, 기타일반

숙박시설, 관광호텔, 기타관광숙박

시설

Polygon

기타레저

시설
건물 DB

기원, 주점영업, 기타위락시설, 휴

게소, 관광지지설, 기타관광휴게시

설

Polygon

도시공원 공원 DB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

원, 소공원
Polygon

주제공원 공원 DB 마을마당, 강변공원 Pol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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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훈련 데이터 구성 및 증강

단일 레이어의 생성된 POI 데이터셋을 POI-type임베딩 시키기 위해서

는 POI 튜플 형태의 훈련 데이터를 구성해야 한다. 워드 임베딩의 (중심단

어, 주변단어)와 마찬가지로 개별 POI 간 거리에 의해 (중심 POI-type, 주

변 POI-type)의 튜플 구성이 필요하다. 모든 POI들을 중심 POI로 설정한

후 K-neares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중심 POI로부터 k개의 주변 POI를 선

정한다. [그림 3-4]는 이러한 튜플 구성 과정을 모식화 하여 보여준다.

K-nearest 알고리즘의 k 값을 3으로 설정할 경우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

하여 중심 POI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POI 3개를 선정하게 된다. [그

림 3-4] Ⅰ에서 중심 POI-type은 Home이므로 (Home, Park), (Home,

Home), (Home, Transport)의 튜플이 구성된다. 같은 방식으로 Ⅱ에서 중

심 POI는 (Transport, Work), (Transport, Shopping), (Transport, Home),

Ⅲ에서 중심 POI는 (Work, Shopping), (Work, Shopping), (Work, Park)의

형태로 튜플을 이뤄 훈련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림 3-4] K-nearest 알고리즘을 적용한 POI 튜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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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POI-type의 지오시맨틱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인 튜플을 증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은 공간(space)보다는 장소(place)에

가까운 개념이다. 장소는 인간 활동에 대한 의미가 담긴 공간(Tuan, 1977)

이므로, 기능지역의 경우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인간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POI 간 거리 및 해당

이동수단에 대한 개별 POI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튜플을 증강하였다. 개인

형 이동수단에 대한 개별 POI의 영향력 산출을 위해서는 Lee et al.(2021)

이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였다. Lee et al.(2021)의 연구는 Yan et al.(2017)

의 훈련 데이터 튜플인 ( , )의 등장횟수를   만큼 증강시

키는 방법을 개선시킨 것이다.

훈련 데이터의 증강은 POI-type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한 해당 이동

수단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유사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단순히 POI 튜플만 구성하는 것은 K-nearest 알

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k의 값만 중요하지 더 가까울수록 더 큰 의미

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3-4]Ⅰ의 튜플 구성에서 Home에 대한

POI는 Park POI가 Transit POI보다 더 가까우므로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거리정보를  로 치환하여 데이터를 증강

시키는 것이다.

Yan et al.(2017)이 제안한 거리 관련  는 다음 식 (3-4)과 같다.

여기서  은 전체 POI의 개수이며,  은  와   간 거리이

다. 는 역거리 factor로 1로 지정한다. 여기서 는  의 체크인수를

나타내는데 온전히 거리에 대한 효과만을 나타내기 위해 전체 체크인 횟

수의 평균을 적용한 개념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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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21)이 제안한 방식은 Yan et al.(2017)이 제안한 POI의 인

기도나 규모 관련 데이터 증강방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대한 POI의

영향력으로 치환한 것이다. Yan et al.(2017)은 Yelp 데이터의 체크인 데이

터를 개별 POI의 인기도로 규정하여 훈련 튜플을 증강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장과 같이 규모가 큰 POI-type의 경우는 전체 개수는 적지만 많은 사

람이 방문하므로 해당 유형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주차장의

경우 경기장보다 더 높은 빈도로 존재하지만 보조기능만 수행하므로 인기

도가 상대적으로 작다(Yan et al., 2017). 이에 체크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POI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도를 측정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시킨 것

이다. Yan et al.(2017)이 제안한 체크인수에 대한  는 다음 식

(3-5)과 같다. 는  에 체크인된 전체 횟수를 의미한다.


  log (3-5)

이를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대한 POI의 영향력으로 치환하기 위해

Lee et al.(2021)은 체크인수를 해당 이동수단의 대여 및 반납횟수, 그리고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개별 POI 간 거리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그림 3-5]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대한 개별 POI 영향력 산출

방안을 모식화한 것이다. POI 간 거리를 통해 튜플을 구성한 거리요인과

는 다르게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이 중심이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

한 개별 POI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승하차 지점에 대한 이동수

단 대여 및 반납횟수를 거리에 비례하여 주변 POI로 나눠준 것이다. [그림

3-5]에서 개별 POI의 괄호 안에 표시한 값은 이동수단 승하차 지점의 대

여 및 반납횟수(여기서는 1,000회를 가정)를 승하차 지점에서 개별 POI의

거리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이다. 이때 출발 전 또는 도착 후 방문하게 될

POI들은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250m 이내 버퍼를 설정하여 선정하였으며,

공원 POI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특정 POI-type의 경우 버퍼

의 범위를 1,000m 이내로 설정하여 먼 거리에 있는 POI도 해당 승하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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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대여 및 반납횟수가 승하차 지점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점에 대한

인기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주변 POI들의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승하

차 지점에 가까운 POI일수록 해당 이동수단 통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수단별로 좀 더 친숙한 POI-type에 좀 더 가중치를

줘서 훈련 데이터를 증강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3-5]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대한 개별 POI 영향력 산출방안

(Lee et al.(2021) p.11 Figure 3 재구성)

Lee et al.(2021)이 제안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 대여 및

반납횟수를 거리에 배분하는 방식은 다음 식 (3-6)과 같으며, 이는 식

(3-5)의 로 치환하여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는 개인형 이동수단 승

하차 지점의 대여 및 반납횟수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거리

요인 및 영향력 요인을 적용한 증강계수 는 다음 식 (3-7) 으로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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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를 종합해 보면 [그림 3-5] 상에서 POI-type 임베딩을 위한 훈련 데

이터는 튜플구성을 위해 K-nearest 알고리즘(k=3으로 설정)을 활용하여

(Home, Shopping), (Home, Home), (Home, Park), (Home, Home),

(Home, Shopping), (Home, Transit), ... , (Park, Shopping), (Park, Home),

(Park, Home)의 총 27개의 튜플로 일차적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 (3-7)에 의해 거리정보와 이동수단에 대한 영향력 요

인을 고려한 데이터 증강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

된 POI-type 임베딩의 훈련 데이터로 활용되어 진다.

3.1.4 POI-type 임베딩 및 결과 평가

POI-type 튜플로 구성된 훈련 데이터는 Word2vec 기반의 Skip-gram

모델을 제공하는 Tensorflow를 통해 훈련시킨다. 자연어를 입력데이터로

넣는 워드임베딩의 경우 관련 라이브러리7)의 하이퍼파라미터(hyper

parameter) 설정(윈도우사이즈 조절 등)을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POI-type 임베딩과 같은 다른 도

메인의 경우 직접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여 넣어주어야 한다. 이에 앞에서

7) 라이브러리(library)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나누

어 정의한 API 묶음임(TTA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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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arest 함수를 통해 구성한 튜플을 바탕으로 식 (3-7)의 증강계수

에 의해 튜플별로 증강한 후 전체 데이터 셋을 Word2vec 알고리즘에

넣어준다. 또한, Word2vec 훈련 시 설정해야 하는 하이퍼파라미터의 경우

POI-type 임베딩을 실시한 선행연구들(Yan et al., 2017; Zhai et al., 2019;

Zhang et al., 2021)의 결과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또한 POI-type 임베딩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t-SNE(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는 차원축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한다. 이는 임베딩 결과값과 같은 고차원의 비공간 데이터

를 시각화하는데 유용한 기술로 모든 POI-type의 벡터값을 2차원의 공간

에 맵핑하여 POI-type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같은 다른 차원축소 방법보

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20). 임베딩한 POI-type이

총 35개이므로 2차원 평면에서 시각화하면 개별 유형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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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능지역 추출을 위한 지역별 집계

3.2.1 POI-type 임베딩 값을 활용한 승하차 지점별 집계

POI-type 임베딩값을 활용하여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선행연구들의 경

우 임베딩한 벡터의 값을 지역 내 POI-type에 대한 개수만을 고려하여 이

를 집계하였다. 하지만 [그림 3-6] (a)와 같이 실제 공간상의 POI는 해당

연구들처럼 동일한 포인트 형태로 되어있지 않으며, 개별 POI 데이터별로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6] (b)처럼 건물별로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며, 산 같은 POI는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도 매우 넓다.

(a) 선행연구의 집계방식 (b) 실제 공간상의 POI 구성

[그림 3-6] 선행연구에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임베딩값을 집계하는

방식과 실제 공간상의 POI 데이터의 차이

식 (3-8)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POI-type 임베딩 값을 지역별로 집

계하는 방식이다(Yao et al., 2017; Zhai et al., 2019; Zhang et al., 2021).

여기서  는 기능을 추출하고자 하는 지역 내 k번째 POI-type에 대

한 임베딩값을 전부 더한 것이며, N은 지역 내 POI의 전체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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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하지만 이러한 임베딩값에 대한 지역별 집계방식은 해당 지역의 기능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 특히 대도시와 같이 혼합토지이용

(mixed land-use)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POI의 규모를 고려하

지 않고서는 정확한 기능지역을 추출하기 어렵다. 개별 POI의 규모란 각

각의 POI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영향력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하

철역은 단일 POI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다른 POI-type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 하지만 단순히 POI-type의 개수만을 고려하여 지역

별 집계를 실시하면 지하철역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는 손실될 수 있다.

지하철역이 있는 역세권의 경우 지하철역 자체는 1개이고, 근처에 다양한

상점 혹은 카페들이 입지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교통기능

보다는 상업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의 기능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확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서는 실제 공간상의 개별 POI에

대한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집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과 같은 2차적 목표를 위해서 더욱 요구된다. 왜

냐하면,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목적 추론과 같은 연구의 경우 하차지

점의 기능적 특징이 정확하게 도출되는 것이 전체 추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POI-type 임베딩 값에 대한 지역별 집계 시 다음 2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알고리즘 개선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개별 POI의 규모의 문제이다. 이미 전술하였듯이 개별

POI의 규모는 임베딩값에 대한 지역별 집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

항이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모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산 POI의 경우

다른 유형의 POI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자전거 통행에 관점

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많은 사람이 산에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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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전거를 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지하철역과 같

은 교통 관련 POI도 규모만으로는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다. 앞에서 예를 든 역세권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하철역의 POI 개수

대신 역사 자체의 면적을 부여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기능적 특징을 전

부 추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역이라 해도

지나가는 호선의 개수 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대

입구역과 사당역의 차이는 단순히 역의 면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

둘째,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POI 유형에 대한 문제

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던 규모의 관점과는 다르다. 산 POI가 면적이 큼

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면, 한강공원

같은 공원 POI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

공자전거의 이용목적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여가이며, 이를 위해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재민 등, 2016). 실제 서초구에서

공공자전거 대여횟수가 가장 높은 정류장은 고속터미널 8-1, 8-2번 출구

로 한강공원에서 80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량이 높다. 이

러한 유형의 POI는 다른 유형의 POI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

에게 선호되며,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 통행

횟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POI-type 임베딩값을 지역별로 집

계 시 거리와 규모의 관점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전술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거리의 관점에서는 이동수단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POI-type은 승하차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규모에 관점에서는 POI-type을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고 해당 기준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를 하

나의 지표로 합칠 때 표준화를 고려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 [그림 3-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에 특화된 임베딩값의 승하차

지점별 집계방법을 모식화한 것이다.

먼저 거리 기준에 의해 해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영향 범위가 POI-type

별로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을 중심으로 버



- 55 -

퍼 250m를 해당 이동수단에서 승차 전 혹은 하차 후 영향을 미치는 후보

POI로 영향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밀집된 도시형태 사

이에 대한 검색반경을 일반적으로 250m 내외의 버퍼를 설정하여 POI 데

이터를 추출하므로 이를 적용한 것이다(Faghih-lmani & Eluru, 2016; Bao

et al., 2017). 예를 들어 [그림 3-7]에서는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초등학교가 포함 250m 이내의 영향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원

POI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POI-type의 경우는 영향 범위를

1000m로 넓게 설정하여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원래 승하차 지점으로부

터 250m 내의 들어가지 않은 바깥쪽 공원 POI도 해당 지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

[그림 3-7] 개인형 이동수단 승하차 지점 근처 실세계 PO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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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에 의한 가중치 부여방식은 POI-type별 제공되는 원천 DB에

따라 부여방식을 달리하였다. 우선 Home, Work 등의 유형을 제공하는 건

물 DB의 경우는 면적과 층수를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림 3-7]에서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의 면적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층수를 고려하면 아파트단지가 훨씬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교통DB의 경우는 해당

수단에 대한 하차인원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차등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공

원DB의 경우는 전체 면적보다는 실제 이용객수를 고려하여 규모를 집계

하였다. 이는 산과 같은 POI의 경우 면적은 넓지만 이에 비하여 실제 이용

객은 적은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표 3-2]는 원천 DB와 POI-type에 따

라 달라지는 가중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원천 DB POI-type 거리 규모

건물 DB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외

공동주택, 공공기업, 민간기업,

공장, 교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장, 기타환승시설,

대형쇼핑시설, 상가, 거리가게,

공공시설, 병원시설, 종교시설,

기타서비스업 시설, 식당(大),

문화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기타레저시설

250m 면적×층수

교통 DB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250m 승하차 인원

인허가 DB
제과점, 편의점, 의원, 약국,

식당(小), 카페, 주점, 푸드트럭
250m 면적×층수

공원 DB 도시공원, 주제공원 1,000m 이용객수

[표 3-2] 지역별 임베딩값 집계를 위한 POI-type 별 가중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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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DB 별로 가중치 부여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하나로 통일시킬 방법

이 필요하다. 이에 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사용하여 원천데이터별로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linear scale transformation에 의한 표

준화 방법은 식 (3-9)와 같다. 각 원천 DB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

여 이를 선형으로 표준화시켜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별 POI 규모에 대한 상대적 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될 수

있다.

 maxmin

min
(3-9)

여기서 는 해당 유형에서 구축된 가중치 변수이며, min는 해당 유형의

최소값, max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구축된 개별 POI의 가중치 값()은 앞

절에서 구한 임베딩 값에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도착지의 기능적 특징에 대

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값으로 추출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승하차 지점별 임베딩값 집계방식은 식 (3-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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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승하차 지점별 기능지역 추출을 위한 클러스터링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로 집계된 임베딩 벡터값은 기능지역

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해

당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을 추론하고자 하므로 딥러닝 모델에 적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수치가 필요하다. 승하차 지점의 기능적 특징은 추론

관점에서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통행날짜, 통행시간 등과 함께 전체 통행

목적 추론 알고리즘인 LSTM의 입력값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변수

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통

해 승하차 지점의 기능지역을 단일화된 값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POI-type 임베딩을 통하여 기능지역 추출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최종적으

로 지역 내에서 집계된 벡터값을 클러스터링 하여 도시 전체의 지역별 비

교를 실시하였다(Yao et al., 2017; Zhai et al., 2019; Zhang et al., 2021).

이는 해당 지역의 기능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

이 있다(Ha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에 따른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여 k개의

서로 다른 군집을 만들어내는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을 실시하였다. Chen et al.(2019)은 신경망 기반 임베딩에 대한 클러스터

링 성능을 비교한 결과 K-means 알고리즘이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에 비

해 일관되게 성능이 우수하고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최근 들어 도시 관련 연구에서는 임의의 모양의 클러스터를 발견할 수

있는 계층적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HDBSCAN(Hierarchical

DBSCAN)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Hu et al.,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버퍼로 이루어진 승하차 지점의 기능지역을 추출하는 것이

므로 성능과 속도 면에서 우수한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한다.

K-means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군집의 개수인 k 값에 대한 하이퍼파라

미터 값은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elbow 함수나 silhouette value

의 결과값을 중심으로 정할 수 있다. K-means은 EM(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expectation 스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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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zation 스텝으로 나뉘어 이를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

는 식 (3-11)로 나타낼 수 있다.

∪∪ ∩ ⊘

argmin 
  




∈


 (3-11)

3.2.3 기능지역 추출결과 평가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 기능지역 추

출결과는 해당 클러스터별 POI Density(이하 PD)와 POI Enrichment

Factor(이하 EF)를 통해 기능을 식별할 수 있다(Zhai et al., 2019; Zhang

et al., 2021). PD는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직접적인 POI-type별 비율을 알

수 있으며, EF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세하거나 약세

한 POI-type을 비교할 수 있다. 클러스터 내에서 POI-type별로 각각 PD

와 EF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식은 각각 식 (3-12)와 식

(3-13)과 같다.




 (3-12)


 


 (3-13)

식 (3-12)에서 
는 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유형의 POI 밀도를 말

하며, 
는 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유형의 POI 개수,  는 클러스터 

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식 (3-13)에서 
는 클러스터 지역 내에서 

유형의 POI EF를 말하며, 은 전체 도시의 POI의 개수,  는 클러스터



- 60 -

지역 의 전체 POI 개수,   는 유형의 전체 POI 개수를 의미한다.

PD와 EF에 의한 기능지역 식별 외에 추출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선

행연구에서는 트럭 OD(Origin-Destination) 데이터(Zhai et al., 2019)나,

식품 테이크아웃 OD 데이터(Zhang et al., 2021) 등 추가적인 데이터를 구

축하여 최종 추출결과를 평가하였다. OD 데이터는 출발지(origin)와 목적

지(destination)가 뚜렷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시 내 다양한 기능 유형의

지역 분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Zhang et al., 2021). 트럭 OD 데

이터의 경우 산업 지역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며, 식품 테이크아웃 OD

데이터는 주거, 학교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역을 식별하는 보충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

역 추출결과를 평가할만한 OD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온라인 지도서비스

및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활용한 시각적 평가를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도 이러한 시각적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Yuan et al.(2012)은

베이징에 대한 기능지역 추출결과를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였으며, Hu &

Han(2019)은 POI 데이터를 통해 중국 광저우의 기능지역을 식별한 결과

를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이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추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의 토지이용도(2018

년 기준)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통해 추출된 기능지역을 비교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능지역은 클러스터별 POI-type 구성뿐

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고려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

가능하다. 다만 토지이용도에서 제공하는 분류와 본 연구의 기능지역별로

구성된 주요 POI-type을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서의 활용 가

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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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

4장에서는 3장에서 추출한 기능지역을 적용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한다. Ground-truth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조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전체 추론은 LSTM을 활용한다.

[그림 4-1]은 4장의 연구 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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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STM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모델

4.1.1 LSTM에 기반한 다중클래스 분류모델

본 연구는 3장에서 추출한 기능지역 추출결과를 활용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관련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정보에 대한 데이터셋을 구축하

고, 승하차 지점별 기능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는 3장에서 추출한 지오시

맨틱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개발한 방법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셋인 모바일 데이터

를 활용하여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조사

데이터셋이 없이도 새롭게 구축된 참조데이터로 인해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이 가능하므로 이에 적합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에

관련된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여 지도학습을 사용한 연구로 Lee et

al.(202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

인 의사결정나무와 랜덤포레스트를 사용하여 추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GPS-based mobility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딥러닝을 활용한 추론모델

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딥러닝 모델 중 시퀀스 데이터에 적합한

LSTM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여 다중클래스에 대한 분

류문제(multi-class classification)를 해결하고자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와 같이 OD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러닝 모델로는 LSTM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Zhao et al., 2020), 실제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쓰인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LSTM은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함께 자연어처리 등 시

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RNN이 역전파 시에 활성함수(activation funtion)로 활용하는 비선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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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tanh 함수가 양쪽 끝에서 기울기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기울기

손실(vanishing gradients)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장기 의존성

(long term dependency)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즉 먼 정보일수록 잘 잊

어버린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Bengio et al., 1994).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이 LSTM(Hochreiter & Schmiduber, 1997)으로 RNN

의 hidden state에 Cell-state를 추가한 구조이다. Cell-state는 일종의 컨

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며, 이 때문에 state가 꽤 오래 경과 하더라도 그

래디언트(gradient)가 비교적 잘 전파되게 된다.

식 (4-1)부터 식 (4-6)은 LSTM에 대한 전체 수식이다. LSTM은 3개

의 게이트를 가지게 되는데, input gate인 , output gate인 , forget

gate인  이다[식 (4-1)-(4-3)]. forget gate는 과거 정보를 잊는 게이트

로 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출력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값

이 0이라면 이전 상태의 정보는 잊고 1이라면 이전 상태의 정보를 온전

히 기억하게 된다. 는  과 의 가중치 메트릭스를 나타내는 것

이고, 는 의 편향 값이다. input gate와 output gate에 대한 가중치

와 편향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식 (4-4)에서 는 셀의 후보값이고 에 의해 새로운 값이 정해지는

것이다. 식 (4-5)에서 ⊙은 요소별 곱셈을 뜻하는 Hadamard product 연

산자이다. ⊙
는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로 의 범위는 0

에서 1이고, 의 범위는 –1에서 1이기 때문에 각각 강도와 방향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식 (4-6)의 는 output gate 와

tanh에 요소별 곱셈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
 (4-1)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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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tanh
 


  (4-4)

 ⊙⊙
 (4-5)

  ⊙tanh (4-6)

이에 본 연구는 LSTM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모델 개발을 통해 다

중클래스로 구성된 통행목적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는 텍스트를 벡터화시킨 임베딩 결과를 다른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적용하여 최종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가 많다. 대량의 문서 데이터

를 통해 사전학습한 단어들의 임베딩값을 가지고 와서 문서를 분류하거

나 요약하는 등의 최종목적을 위한 모델에 사용하는 파인튜닝 기법이 바

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에 대한 감성을 분류하는 문제의 경우

Word2vec을 통해 개별 단어에 대한 시맨틱 정보를 벡터로 산출한 후,

이를 LSTM에 입력값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체 모델의 마지막 부분에

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한 문장 벡터가 생성되고, 이를 소프트맥스 함수

에 의해 해당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별할 수 있다. LSTM이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문장 내 단어와 같이 시퀀

스한 데이터셋에 대해 분류성능이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LSTM에 기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

론모델은 [그림 4-2]와 같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와 3장에서

추출한 기능지역 결과를 피처로 넣고, 모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

당 데이터셋에 대한 벡터를 생성한 후 이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의해 개

별 통행목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LSTM은 피처로 들어가는 입력값의

형태가 같아야 하므로 앞에서 추출한 기능지역의 지오시맨틱 정보에 대

한 클러스터링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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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STM에 기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분류모델

LSTM에 기반한 다중클래스 분류모델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

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을 1) Home, 2) Work, 3) Shopping(&Dining),

4) Education(&Culture), 5) Transport, 6) PM(Personal Mobility) Leisure

의 총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통행목적 및

POI-type 및 개수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것이다. 다음 [표 4-1]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통행목적 및 본 연구에서 분류한 통행목적을 비교한 것

이다. Home, Work, Transport의 경우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개별 통

행목적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Shopping과 Dining의 경우는 하나로 합

쳐 구분하였다. 이를 서로 구분하여 통행목적을 분류한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Zhao et al.(2020)의 연구처럼 Shopping과 Dining을 하나

의 항목으로 간주하여 Shopping(&Dining)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연구에

서 구축한 POI 데이터셋이 상업 데이터보다는 주거나 직장 등 건물 관

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편중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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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에서 Education과 Recreation에 대한 항목도 하나

로 통일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Recreation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소분류 항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Lee et al.(2021)

의 연구와 유사하게 PM Leisure를 따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수단별 특

성을 고려하여 통행목적을 따로 구분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

위주의 POI들을 PM Leisure로 설정하였으며, 이 항목을 다른 이동수단

에 적용할 경우 해당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에 Education과 함께 묶이는 Recreation의 경우는 PM Leisure와 같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원 통행 관련 여가와는 구분되며, 주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POI-type들은 큰

범주 내에서는 교육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화시설이므로 두 항목을 하나

로 합쳐 Education(&Culture)으로 통행목적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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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수단 Home Work Shopping Dining Education Recreation Transport
PM

Leisure

Ermagun et al.

(2017)
People ○ ○ ○ ○ ○

Meng et al.

(2017)
People (Personal) ○ ○ ○ ○

Cui et al.

(2017)
People (Personal) ○ ○ ○ ○ ○

Bao et al.

(2017)
Bike ○ ○ ○ ○ ○ ○

Alsger et al.

(2018)

Public

Transport
○ ○ ○ ○ ○

Chen et al.

(2019)
Taxi ○ ○ ○ ○

Zhao et al.

(2020)
Bike ○ ○ (Consumption) ○

Xing et al.

(2020)
Bike ○ ○ ○ ○ ○

Lee et al.

(2021)
Bike ○ ○ ○ ○ ○ ○ ○ ○

본 연구
Personal

Mobility
◎ ◎

Shopping

(&Dining)

Education

(&Culture)
◎ ◎

[표 4-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통행목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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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6가지는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HTS 분류체계와 차이가 있다. HTS에서는 수

단별 목적통행량에 대해서 1) 출근, 2) 등교, 3) 귀가, 4) 업무, 5) 쇼핑,

6) 학원, 7) 기타로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버스, 승용차, 자전거

등 전체 이동수단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한 체계이며, POI와 같은

공간정보보다는 사람들의 이동행태에 초점을 맞춰 선정한 것으로 추측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TS의 수단별 통행목적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분류체계에 대한 매칭 테이블8)을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융합 및 확장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4-2]은 본 연

구의 통행목적 분류와 HTS의 분류체계 간의 연관성을 토대로 매칭한

것이다. 매칭 시 ‘N:N(다대다)’ 기준을 적용하여 유사한 통행목적에 대해

서는 중복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통행목적 분류 연관된 HTS의 통행목적 분류

Home 귀가

Work 출근, 업무

Shopping(&Dining) 쇼핑

Education(&Culture) 등교, 학원

Transport 기타

PM Leisure 기타

[표 4-2] 본 연구와 HTS의 통행목적 분류체계의 연관성

8) 분류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연관성을 토대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설정해 주는 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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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피처 선정

통행과 관련된 연구는 중 크게 통행수요 예측과 통행목적 분류로 나

눠볼 수 있다. 날씨정보, 주변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통행수요 예측과 달리 통행목적과 관련된 피처는 크게 통행자에 관한 정

보와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 기반의 통행

목적 연구는 통행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피처의 사용이 추론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사항이다. Cui

et al.(2018)의 연구는 HTS의 결과를 BNN을 통해 측정했는데, 피처 선

정을 위해 LASSO regression과 ridge regression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45개의 피처 중 29개를 선택하였다. 그들이 사용

한 피처는 통행자의 직업, 나이 등 개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통행에 대

한 정보, 주변 상황에 대한 POI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간다. 하지만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수단의 통행목적을 추론하는 연구들은 통

행자의 정보를 넣지 않고, GPS를 통해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에 의존하

므로 주로 시간과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Chen et al.(2019)의

연구는 택시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서 시간, 출발지, 도착지라는 세 가

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만들어 임베딩 하였다. 스마트카드를 통해 통행목

적을 추론한 Alsger et al.(2018) 연구 역시 도착지의 토지이용도, 여행시

작 시간(start time), 여행지속시간(activity duration)을 중요한 속성으로

꼽았다. 공유자전거에 대한 통행목적을 추론한 Xing et al.(2020)은 시간

정보보다는 POI-type 정보와 자전거의 하차 위치에 포커스를 맞춰 통행

목적을 추론하였다.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통행목적 추론에 가장 영향

을 많이 미치는 변수로 꼽은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공간에 대한 정보

이다(Kwan, 2012; Che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목적에 영향을 주는 피처

로 1) 통행날짜(riding day), 2) 승차시간, 3) 승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4) 하차시간, 5) 하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6) 전체 통행시간(trip time),

7)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간 거리의 총 7가지로 설정하였다. 통행날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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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구대상이 개인형 이동수단임을 고려해 24시간 이상 이용이 어려

우므로, 이동수단의 대여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평일(workday)

의 경우 1, 주말 및 공휴일 등(non-workday)의 경우 0으로 양분화 하여

데이터를 구축한다. 승차시간과 하차시간은 분과 초를 제외한 시간대 정

보만을 사용하여 0부터 23으로 구분한다. 전체 통행을 고려하기 위한 변

수로는 통행시간을 사용한다.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간 거리는 공원 라이

딩 등 여가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

상 꼭 고려해야 하는 피처이다. 실제 전체 통행시간이 길어도, 여가와 관

련된 목적인 경우 승차지점과 도착지점이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통행날짜, 승차시간, 하차시간, 전체 통행시간,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간 거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를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관련 피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3장의 기능지역의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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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참조데이터의 생성

4.2.1 참조데이터의 개념적 이해

통행목적에 관한 데이터는 탑승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자료 구득이 쉽지 않아 선행연구에서는 직접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데이

터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Ermagun et al., 2017; Meng et al., 2017;

Cui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람들의 실

시간 위치가 반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POI 데이터와 연

계시킨 뒤 통행목적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은 특정 이동수단을 이용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의미의

Ground-truth는 아니지만, 확률적인 관점에서 의의가 있는 참조데이터로

볼 수 있다.

Nguyen et al.(2020)은 통행목적 추론 관련 연구들에 대한 리뷰 논문

을 작성하면서 개별수준의 정밀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의미론적인

궤적을 풍부하게 하고 일반적인 활동 패턴을 발견하는 연구를 비교하였

다. 이에 GPS-based mobility 데이터를 통해 통행목적을 추론한 연구들

은 주로 후자에 속하는 연구들이 많으며, 정확한 Ground-truth 없이 추

론한 결과를 클러스터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론의 목적이 이동 및 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general knowledge)을 얻는 것이므로, 확률적 관점에서 모바일 데

이터를 사용한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여 추론모델의 방법을 딥러닝으로 개

선 시키고, 이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대량으

로 축적하게 될 GPS-based mobility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의 속도와 정

확성을 높이는데 활용도가 높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모바일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이용한 참조데이터는 상식적인 수준

(common sense)에서 그 시간, 그 장소에 내린 사람들의 통행목적을 수

치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이므로9),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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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 데이터를 유동인구 즉, 서비스 인구(service population)의 관점에

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모바일 데이터로 추

정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UN에서 작성 권고한10) 서비스 인구의 개념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생활인구’는 조사시점 현재 서울

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인구(De Facto Population)’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통칭한 것이다(서울특별시, 2018). 따라서 무기

명으로 작성된 개인형 이동수단 이력 데이터의 참조데이터는 대부분 사

람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행목적 추론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참조데이터를 만든 사례로

Lee et al.(2021)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유사한 관

점에서 자전거 공유데이터를 통해 토지이용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Zhoa et al.(2020)의 연구는 토지이용특성에 대한 참조데이터를 POI 데

이터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해당 연구의 경우 주거(residence), 직장

(work), 소비(consumption), 교통(transport) 4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참조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 자료 및 관련 POI 데이터의 밀도

등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예를 들어 소비(consumption)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도 등을 참고한

상업(commerce)수준과 쇼핑센터 및 식당 등의 POI 밀도를 고려하여 산

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셋인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참조데이터를 생성하고

자 한다.

9)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02/05/smartphone-ownership-is-growing-r

apidly-around-the-world-but-not-always-equally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10) UN은 상주인구(residence population)가 도시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을 잘 설명하지

못할 때 서비스 인구(service population)를 작성할 수 있다고 권고함(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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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격자 데이터로의 표준화

모바일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목적에 대한 참조데이터

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제공되는 공간정보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요구

된다. 임은선 등(2014)은 이러한 공간정보 표준화를 통해 공간-통계 융합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계생성 표

준단위(standard boundary)를 격자로 생성한 후, 공간-통계의 변환 방법

(transform method)를 사용하여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참조데이터를 생

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실시간 모바일 데이터인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의 공간정보 단위가 집계구이다. 집계구는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인구규모(최적 500명), 사회경제적 동질성(주택유형, 지가), 집계구 형상을

고려하여 구축한 최소 통계집계구역이다.11) 이에 통계청에서는 전수조사

자료를 읍면동보다 더 작은 소지역단위(집계구)로 집계하여 서비스한다.

[그림 4-3]은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하여 동지역 단위 구역과 집계구

단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집계구 단위를 비교해보면 양재2동이나 내곡

동의 집계구는 다른 동에 비해 더 크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이 지역이 구룡산, 대모산 등의 위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봤을 때는 더 작은 단위로 집계구를 분할 필요가 없어

서이다.

시간별 유동인구를 알 수 있는 집계구 단위 생활인구 데이터와 개인

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는 POI들을 선택한

버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단위를 하나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에 표준화 단위를 50m 격자로 통일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 단위

로 50m×50m 격자를 선정한 이유는 해당 크기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영

향 범위로 설정된 250m 버퍼를 100개 정도의 격자로 나누기 때문에 충

분히 세밀한 관점에서 공간정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통계용어설명, https://sgis.kostat.go.kr/mobile/board/term.sgis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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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단위로 하나로 맞춰주기 위해 집계구 단위를 격자로, 버퍼

를 격자로 표준화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일정한 크기로 구획된 격자

는 행정구역의 변화를 받지 않아 공간 통계의 단위를 시계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100km의 가장 큰 격자의 기준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크기의 격자를 생성하여 통계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격자의 방식은 행정구역 경계에 비해 지오메트리(geometry) 역시 단

순하여 공간연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은

선 등, 2014). EU-OECD에서 제안한 FUA에서도 표준화 단위로 격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FUA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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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 단위

(b) 집계구 단위

[그림 4-3] 서울 서초구의 행정구역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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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의 상단에 있는 그림은 서초역 근처의 집계구 경계를 나타

낸 것인데 11개의 집계구를 425개의 격자로 분할된 것이다. 이를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으로 공간의 범위를 설정하면, 250m 버퍼가 100

개의 격자로 표준화된다. 따라서 집계구와 버퍼라는 상이한 공간 단위를

격자라는 하나의 표준화된 단위로 일치시킬 수 있다.

[그림 4-4] 집계구와 버퍼의 단위를 격자로 표준화

집계구 단위의 생활인구를 격자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물형상을

통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물형상을 고려하는 이

유는 공간상에서 실제 인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5]는 서초역 근처 집계구 지역에 위치한 건물 데이

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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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집계구 내 건물(POI)객체의 위치 및 면적

집계구의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하나의 집계구에서도 여러개의

다양한 건물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물이 있는 곳에 사

람이 있다고 가정하여, 집계구 단위의 데이터를 격자 데이터로 표준화시

켰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

형 이동수단 통행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건물뿐만 아니라 지

하철역이나 공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구

축된 건물 데이터에 교통 데이터와 공원 데이터의 형상정보를 추가하여

통합된 건물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통합된 건물 데이터를 고려한 집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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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자 단위 표준화 방법은 Lee et al.(2021)이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였

다. [그림 4-6]을 보면 표준화 단위인 격자(파란 실선으로 표기)와 건물

데이터(포인트로 채워진 폴리곤 형태로 표기), 집계구 단위(굵은 검은 실

선으로 표기)가 같은 공간상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4-6] 통합된 건물데이터를 활용한 표준화 방안

(Lee et al.(2021) p.13 Figure 5 재구성)

먼저 건물 폴리곤 안에 가로세로 5m 간격의 점들을 나열한 후, 각 점

에 건물 연면적을 동일하게 나누어 속성값을 주었다. [그림 4-6] 상단에

표현된 건물 A를 예시로 들면 건물 A 폴리곤의 연면적이 1000이고,

찍인 점의 개수가 100개라면 점 한 개당 10의 가중치를 갖게 된다. 이

값을 다시 격자로 배분해 준다면 건물 A를 둘러싸고 있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격자들이 각각 다른 가중치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격자

번호가 부여된 점을 중심으로 각 점이 어떤 집계구에 속하는지를 찾아줘

야 한다. 점을 중심으로 격자와 집계구 단위를 매칭시키는 것이다. 대부

분은 격자보다 집계구의 범위가 넓으므로 집계구를 격자로 배분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그림 4-6]의 중앙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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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격자와 같이 하나의 격자에 여러 개의 집계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점의 값을 기준으로 단위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집

계구 단위로 부여된 시간대별 모바일 데이터를 격자 단위로 통일시킬 수

있다.

4.2.3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참조데이터 생성

격자 단위로 표준화된 모바일 데이터인 생활인구 데이터와 POI 데이

터를 이용하여 통행목적 추론하는 방법은 Lee et al.(2021)이 제안한 기

법을 적용하되, 개별 POI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집계하였다. [그림

4-7]에 구성된 POI-type은 앞에서 선정한 6가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

행목적인 Home, Work, Shopping(&Dining), Education(&Culture),

Transport, PM Leisure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림에서 나타난 개별 POI

의 원의 사이즈는 해당 POI가 가지는 면적 등의 가중치별 크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7]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참조데이터 생성방법

(Lee et al.(2021) p.13 Figure 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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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데이터 생성을 위해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을 중심

으로 250m 버퍼 단위를 격자로 표준화시킨다. 이때 공원 POI와 같이 개

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POI의 경우는 1,000m 내외에 있는 격자를 모두

포함 시키도록 한다. 그림처럼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추론된 생활인구가

각 격자로 할당되는데, 진한 색을 가지는 격자일수록 생활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격자별로 포함된 POI 데이터에 생활인

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준다. 예를 들어 그림 중앙에 위치한

14번 격자는 Home과 Shopping(&Dining) 관련 POI 2개를 가졌는데, 이

격자에 포함된 생활인구를 각각의 POI 유형에 할당해 주는 것이다. 하지

만 이때 POI 별 배분 시 2장에서 논의하였던 POI 별 가중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배분해 준다. 14번 격자의 경우 POI 개수는 2개지만, Shopping

(&Dining) 관련 POI의 가중치가 크므로 Home보다는 Shopping(&

Dining) POI에 생활인구가 더 많이 할당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개별 POI들은 생활인구로부터 할당된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최종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별로 합쳤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해당 지역의 통행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 4-7]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종 통행목

적을 Shopping(&Dining)으로 추론할 수 있다. 생활인구로 대표되는 모

바일 데이터가 시간대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대량의 참

조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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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행목적 추론결과 평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선정된 피처들을 LSTM에 기

반한 추론모델에 입력값으로 넣고, 각 통행 이력별 Ground-truth는 앞장

에서 제시한 모바일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값을 적용하

여 추론모델을 구성한다.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를 알고리즘

을 통해 무작위로 7:3 정도로 나누어 훈련 데이터(train data)와 실험 데이

터(test data)로 구분한 후,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안한 방법과 참조데

이터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때, 본 연구가 6개의 통행목적을 분류하는 다중클래스 분류문제이므

로 참조데이터 생성 시 각 클래스별 데이터 개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딥러닝을 활용한 분류문제의 경우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대부분 실세계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

균형 데이터 문제 때문에 다중클래스에 대한 분류 정확도가 이진 분류

(binary classification)이나 삼진 분류(ternary classification)에 비해 떨어

지는 편이다(Bouazizi & Ohtsuki, 2017).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림 4-8]와 같이 다수 클래스(majority class)에 대한 랜덤 언더샘플링

(random under sampling)이나, 소수 클래스(minority class)에 대한 오버

샘플링(oversampling) 등이 제안된다(Sevastyanov & Shchetinin, 2020).

[그림 4-8] 다중클래스 분류문제를 위한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방안

(Sevastyanov & Shchetin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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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통해 학습된 결과에 대한 정확

도 평가는 Confusion Matrix를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Confusion Matrix는

추론된 답(predicted class)과 실제 답(actual class, 여기서는 참조데이터)

으로 나뉘며 [표 4-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총 4개로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이다(Bouazizi &

Ohtsuki, 2017). Accuracy는 분류의 전반적인 정확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식 (4-7)과 같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올바르게 분류된 값의 비율을 측정한

다. Precision은 해당 통행목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전체 통행데이터

에서 특정 목적이 올바르게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Recall은 해당 목적이

실제로 속하는 전체 통행데이터에 대해 특정 목적에 대해 올바르게 분류

된 통행목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F1-score는 Precision과 Recall을 종합한

결과로 식 (4-8)과 같다.

Actual Class (Ground-truth)

0 1

Predicted

Class

0 True Negative(TN) False Negative(FN)

1 False Positive(FP) True Positive(TP)

[표 4-3] Confusion Matrix




(4-7)

  ×Pr

Pr×

 Pr


and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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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결과

5.1 실험 개요

5.1.1 실험대상 및 지역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공공자전거로 선정하였다.

공공자전거는 도보와 같이 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며, 다른 교

통수단과의 연계가 뛰어나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통수단이

다. 특히 전체 통행단계 중 퍼스트 마일(first mile)이나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연결하는 수단이므로 도시의 근본적인 시간적・공간적 역학을 밝

히고자 할 때 유용하다(Zhao et al., 2020).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

거 따릉이는 전체 2,467개소(2021.6 기준)12)의 대여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전체 수도권 전체 지하철역 748개13)(2021.10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공공자전거 이용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험지역은 서울시 서초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5-1]을 참고하면, 서

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따릉이 거치대수가 3위인 지역으로 1,772개

(2021.6 기준)14)를 보유하고 있다. 실험지역을 1, 2위인 송파구와 강서구를

선정하지 않고, 서초구를 선정한 이유는 서초구의 지역적 특성이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다양한 POI-type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은 한강에 인접하여 세빛섬 등 한강공원 내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지하철역을 통한 공공자전거 이용객의 방문율이 높은 편이다.

1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3252/F/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13)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dataList/OA-121/S/1/datasetView.do(접

속일: 2021년 10월 17일)

14)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3252/F/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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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1순위 – 13순위)
거치대수

자치구

(14순위 – 25순위)
거치대수

송파구 2,270 중구 1,032

강서구 2,137 동대문구 1,031

서초구 1,772 서대문구 1,007

영등포구 1,766 성동구 986

강남구 1,711 용산구 983

노원구 1,445 동작구 931

강동구 1,430 성북구 931

마포구 1,366 중랑구 922

양천구 1,247 관악구 862

구로구 1,234 도봉구 771

종로구 1,198 금천구 765

광진구 1,115 강북구 679

은평구 1,042

서울시 총계 30,633

[표 5-1] 서울시 자치구별 따릉이 거치대수 비교

(단위: 개)

실험 기간은 2020년 5월, 6월, 7월이며, 2020년 6월 기준 실험지역의 공

공자전거 정류소는 총 122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 기준 87개에서 1

년 사이 35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5-1]은 본 연구의 실험 대상지인

서초구의 동별지도를 기본 배경지도(base map)로 설정하여 지하철역(출입

구 기준)과 공공자전거 정류소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

는 것처럼 지하철역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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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정류소는 지역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 비해 좀 더 승

하차 지점의 공간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5-1] 서초구의 지하철역과 공공자전거 정류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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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전거 이력 데이터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공공자전거 대여소 정보15)와 대여

이력 정보16)를 활용하였다. 대여이력 정보는 자전거번호, 대여일시, 대여

대여소 번호, 대여 대여소명, 대여 거치대수, 반납일시, 반납 대여소번호,

반납 대여소명, 반납 거치대 수, 이용시간, 이용거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실험은 서울시 서초구의 2020년 5월, 6월, 7월 세 달간의 공공자

전거 대여이력 중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서초구인 138,684개의 데이터를

실험에 활용하였다.

공공자전거 통행에 특화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에 관련

된 다양한 POI 데이터를 융합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건물 데이터로는 도

로명주소 개발자센터에서 제공하는 건물지도17)를 신청 및 다운로드하여

구축하였다. 제공된 shape 파일 중 건물(TL_SPBD_BULD) 파일의 건물용

도 코드(BDTYP_CD)를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서울시 서초구를 대

상으로 한 건물 데이터의 유형 총 200개이며, 개수는 19,493개이다. 전체

건물의 60.88%가 주거 관련 건물이며, 유형 분류가 모호한 기타 제1종 근

린생활시설과 기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18)이 각각 2,755개,

1,337개로 전체 건물의 21.02%를 차지한다. 이 두 유형의 경우 개별 POI의

이름이 주로 ‘○○빌딩’으로 되어있어, 혼합용도를 가진 건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직장 관련 건물로 분류하였으며, 빌딩

15)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3252/F/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16)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182/F/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17)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

https://www.juso.go.kr/addrlink/addrlinkJusoDBUse.do?menu=main&cPath=99MD

(접속일: 2021년 10월 5일)

18) 근린생활시설이란 보통 주택지 또는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

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

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일반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일 경우가 많음(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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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혼합된 POI 정보들을 추가로 얻기 위해 인허가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셋을 보완하였다.

인허가데이터는 행정안전부 LOCALDATA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

허가데이터19)를 사용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식품, 문화, 의료, 물류 등

전체 190종의 인허가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 자전거 통행

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8개 업종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선정한 업종은 제과점, 편의점, 병원, 약국, 식당, 카페, 주점, 푸드트

럭에 대한 8개 업종이다. 병원 및 식당에 대한 자료는 도로명주소 전자지

도에서 제공하는 건물 데이터에서도 해당 유형의 객체가 존재하나, 집계된

개수가 각각 45개, 153개로 너무 작아 인허가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으

로 보완하였다. 인허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각 유형별로 다르나,

대체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및 소재지 면적, 도로명주소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구에 대한 인허가 데이터 수집개수는 총 8

개 업종에 대하여 9,096개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전거 통행과 관련하여 건물 데이터로 구축할 수 없는 POI-type으로

는 교통과 공원을 들 수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 대표되는 대중

교통 데이터의 경우 건물 데이터로는 구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에 대

한 원천자료를 취득하여 구축하였다. 지하철역의 경우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역에 대한 역사 및 출입구 정보20)를 폴리곤 형태로 구축

하였으며, 버스정류장의 경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위치정

보21)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중치 부여를 위해 일평균

승하차 인원정보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지하철역22)과 버스정류장23)

19)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https://www.localdata.go.kr/data/data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0) 국가교통 DB, https://www.ktdb.go.kr/www/selectPbldataChargerWebList.do?key=12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1)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067/S/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2)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914/S/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3)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912/S/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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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공받아 관련된 POI를 중심으로 연계하였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객수는 2020년 5월, 6월, 7월에 대한 데이터를 평균

하여 사용하였다. 서울 서초구에 대해서 각각 지하철역은 출입구 기준 113

개, 버스정류장은 622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공원 데이터의 경우 형상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서 제공하는 공원정보24)를 이용 하였으며, 공원별 이용자수 집계를 위해서

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공원 현황 통계자료25)를 활용하여 구축하

였다. 해당 자료는 연간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0년 1년간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공원분류는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근린

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주제공원(마을마당, 강변공원)으로 분류하였

으며, 서초구의 경우 121개의 도시공원과 11개의 주제공원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위한 참조데이터 구축을

위해 모바일 데이터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서울시 생활

인구는 서울 전역 6000여개의 기지국에서 잡힌 KT 휴대폰 신호를 바탕으

로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각에 특정 공간 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추정

한 데이터로 집계구, 행정동, 자치구 단위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다

운로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집계구 단

위의 생활인구26)를 사용하였으며, 서초구의 890개 집계구에 대해 2020년 5

월, 6월, 7월 세 달간의 시간대별 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총

1,814,400건27)에 대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한

전체 데이터의 종류 및 개수는 다음 [표 5-2]과 같다.

24)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529/S/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5) 서울의 공원, https://parks.seoul.go.kr/story/data/list.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6)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4979/F/1/datasetView.do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7) 830개 집계구 × 24시간 × 90일로 계산하여 총 1,814,400건의 데이터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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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종류 구축기준 연도 수집개수

공공자전거 이력 데이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0년 6월 138,684

POI 데이터

건물 데이터
(도로명주소개발자센터)

2020년 6월 19,493

인허가데이터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개방)

2020년 6월 9,096

교통 데이터
(국가교통DB)

2020년

5월, 6월, 7월
735

공원 데이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의 공원)

2020년 132

모바일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0년

5월, 6월, 7월
1,814,400

총계 1,982,540

[표 5-2] 실험을 위한 전체 데이터 수집 결과

*각 수집 데이터별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함

5.1.3 실험 환경

실험은 Intel(R) Core(TM) i7-9700KF CPU @ 3.60GHz, 64.0GB 메모

리, Windows 10 Home 64비트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전체 실험을 위해서

활용한 언어는 Python이며, 3.7.7 버전을 사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구축

하였다. Tensorflow 2.0 버전을 통해 POI-type 임베딩을 실시하였으며, 데

이터 처리 등을 위해 Numpy와 Pandas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또

한, 공간정보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위해서는 Q-GIS 3.10 버전을 활용

하였다. Q-GIS는 오픈소스 기반의 GIS Desktop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설

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개발되어 공간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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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

5.2.1 공공자전거 통행에 특화된 POI-type 임베딩 결과

실험지역에 공공자전거 통행과 관련 있는 35개 POI-type에 대한 데

이터 수집 결과는 [표 5-3]과 같다. 데이터가 주거, 직장, 식당 등 특정

유형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으나, POI-type 임베딩은 개별 POI의 위치정

보가 중요하므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튜플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POI-type 수집개수 POI-type 수집개수

단독주택 6,048 공공시설 75

아파트 1,845 병원시설 70

아파트외공동주택 3,978 종교시설 199

공공기업 102 기타서비스업시설 136

민간기업 5,334 의원 1,050

공장 230 약국 228

교육시설 367 식당(大) 165

복지시설 177 식당(小) 6,057

버스정류장 622 카페 961

지하철역 113 주점 138

주차장 41 푸드트럭 87

기타환승시설 20 문화시설 39

시장 13 체육시설 31

대형쇼핑시설 11 숙박시설 70

[표 5-3] 실험 대상지역의 POI-type별 데이터 수집 개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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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5-2]와 같이, POI-type 별로 면적의

차이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초구의 공원으로 분류된 지

역은 우면산, 대모산, 청계산, 인능산 등 도시자연공원으로 분류된 지역

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지역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별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POI끼리도 개별 건물에 따라 면적

등이 차이가 있다. [그림 5-2]의 확대한 부분을 보면 같은 아파트단지라

도 개별 건물별(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형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처가 다양한 POI 데이터들을 수집하였으므로 전처리를 통해 단

일 레이어로 병합하였다. 폴리곤 형태로 된 데이터는 폴리곤 내부의 중

심점을 추출한 후 포인트 형태로 변환하는 등 전체 데이터셋을 포인트

형태로 맞춰준 후 다중 벡터 레이어들을 병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단일

레이어로 결합하였다.

POI-type 수집개수 POI-type 수집개수

상가 406 기타레저시설 12

거리가게 124 도시공원 121

제과점 254 주제공원 11

편의점 321

총계 2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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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실험대상 지역에 대한 POI 데이터 구성

POI 튜플 구성 시, K-nearest 함수의 k를 10으로 설정하여, 개별 POI

에서 가장 가까운 10개의 POI 들을 튜플로 구성하여 POI-type 임베딩을

위한 훈련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총 35개의 유형에 대해 나올 수 있는

튜플 1,225개(35×35) 중 967개의 튜플이 구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를 분석

해 보면 같은 유형일수록 튜플로 구성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obler의 지리학 제1 법칙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POI 간 거리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변

수인 증강계수  은 식 (3-7)을 사용하여 POI-type 별 튜플을 증강

시켰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328,603개의 튜플이 훈련에 적용되었다.



- 93 -

[표 5-4]은 최종 훈련에 사용된 유형별 튜플 개수 및 증강계수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35개의 POI-type 중 단독주택과 식당을 선정하여 표기하

였다. 단독주택과 가장 높은 튜플을 구성하는 요인은 단독주택이며, 다음

으로 높은 것은 아파트외 공동주택과 민간기업 순이다. 같은 주거유형이

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서로 가까이에 입지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식당(小)의 경우 역시 가장 많이 튜플로 구성되는 요인은

같은 식당(小) 유형이며, 다음으로는 민간기업과 카페 순이다. 이는 기업

체 근처에 식당과 카페 등이 많이 입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구성된 튜플 개수와 비교하여 증강계수가 더 높게 산출되는 예

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POI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강계수가 커지기 때

문에, 둘의 관계가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독주택, 민간기업)의

튜플 개수는 3,882개로 (단독주택, 식당(小))의 튜플 개수 2,776개보다 월

등히 많으나, 증강계수는 (단독주택, 식당(小))이 359.83으로 (단독주택,

민간기업)의 284.90보다 더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증강계수  이 POI 간 거리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 근처에 민간기업이 분포하는 경우가 식당(小)보

다 많으나, 식당(小)이 민간기업보다 공공자전거 정류소에 더 가까이 입

지 하거나, 이용률이 높은 정류소에 근접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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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플 구성 튜플 개수  튜플 구성 튜플 개수 

(1, 1) 16,009 1167.61 (26, 1) 2,710 355.75

(1, 2) 482 23.88 (26, 2) 969 57.54

(1, 3) 5,710 410.90 (26, 3) 2,059 184.82

(1, 4) 29 1.86 (26, 4) 38 2.34

(1, 5) 3,882 284.90 (26, 5) 10,191 2108.44

(1, 6) 129 6.27 (26, 6) 87 5.15

(1, 7) 71 3.91 (26, 7) 113 8.38

(1, 8) 123 8.02 (26, 8) 132 15.88

(1, 9) 107 5.44 (26, 9) 545 32.28

(1, 10) 22 1.69 (26, 10) 88 7.12

(1, 11) 16 1.17 (26, 11) 58 5.16

(1, 12) 0 0 (26, 12) 4 0.11

(1, 13) 4 0.32 (26, 13) 19 2.43

(1, 14) 10 0.54 (26, 14) 20 6.11

(1, 15) 355 25.27 (26, 15) 472 77.52

(1, 16) 8 0.63 (26, 16) 170 13.32

(1, 17) 90 11.69 (26, 17) 2,438 4501.00

(1, 18) 144 15.69 (26, 18) 1,006 1194.82

(1, 19) 49 3.51 (26, 19) 94 10.44

(1, 20) 31 1.94 (26, 20) 86 9.46

(1, 21) 136 8.47 (26, 21) 85 7.62

[표 5-4] POI-type 임베딩을 위한 훈련 데이터 구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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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 단독주택(1), 아파트(2), 아파트외공동주택(3), 공공기업(4), 민간기업(5),

공장(6), 교육시설(7), 복지시설(8), 버스정류장(9), 지하철역(10), 주차장(11),

기타환승시설(12), 시장(13), 대형쇼핑센터(14), 상가(15), 거리가게(16), 제과점(17),

편의점(18), 공공시설(19), 병원시설(20), 종교시설(21), 기타서비스업시설(22), 의원(23),

약국(24), 식당(大)(25), 식당(小)(26), 카페(27), 주점(28), 푸드트럭(29), 문화시설(30),

체육시설(31), 숙박시설(32), 기타레저시설(33), 도시공원(34), 주제공원(35)

튜플 구성 튜플 개수  튜플 구성 튜플 개수 

(1, 22) 53 3.79 (26, 22) 137 9.88

(1, 23) 360 29.48 (26, 23) 2,632 2483.41

(1, 24) 67 6.29 (26, 24) 456 389.32

(1, 25) 114 8.39 (26, 25) 376 87.11

(1, 26) 2,776 359.83 (26, 26) 32,389 41652.42

(1, 27) 418 51.98 (26, 27) 4,598 6159.07

(1, 28) 36 3.13 (26, 28) 590 372.45

(1, 29) 1 0.08 (26, 29) 123 194.98

(1, 30) 3 0.15 (26, 30) 16 1.27

(1, 31) 8 0.34 (26, 31) 42 2.83

(1, 32) 16 1.19 (26, 32) 155 17.68

(1, 33) 2 0.14 (26, 33) 35 7.62

(1, 34) 92 4.45 (26, 34) 41 2.61

(1, 35) 11 0.71 (26, 35) 11 1.06

합계 31,364 2,453.66 합계 62,985 59,9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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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임베딩은 Tensorflow 2.0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POI 데이터

는 지리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문서의 단어처럼 체계적으로 분포되어 있

지 않다(Zhai et al., 2019). 따라서 자연어처리에 관한 임베딩처럼 윈도

우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앞에서 구성한 POI 튜플을 직접 넣어주는 방

식으로 훈련을 수행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는 기능추출을 위한 POI-type

선행연구들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값을 적용하여 임베딩 차원은 70,

이터레이션(iteration)은 20,000으로 설정하였다. 임베딩 차원 수는 총

POI 개수가 자연어 어휘만큼 풍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

로 관련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Yan et al., 2017; Zhai et al.,

2019; Zhang et al., 2021). 최종적으로 훈련을 통해 산출된 POI-type 임

베딩 값은 [표 5-5]와 같다.

POI-type 임베딩 값 (70차원)

단독주택 -0.79353, -0.01535, -0.8395, ..... , 0.770984, -0.85203

아파트 -0.7753, -0.41603, 0.363329, ..... , 0.586353, -0.00443

아파트외공동주택 0.456686, 0.008537, 0.164551, ..... , 0.11633, -0.30957

공공기업 1.50198, -0.67906, -0.05636, ....., 0.052543, -0.24718

민간기업 0.333543, 1.36614, -1.14546, ..... , -3.01419, 0.016836

공장 0.010149, -1.31234, -0.33278, ..... , -1.81182, 1.415875

교육시설 -0.85509, -1.17439, -0.36091, ..... , 3.226803, 0.719061

복지시설 1.079699, 1.407494, 0.111555, ..... , 0.740524, -1.1445

버스정류장 -0.09978, 0.081154, 1.591387, ..... , 0.882853, -0.18827

지하철역 0.756578, -1.77261, 1.382943, ..... , 0.927463, 0.526638

주차장 0.090766, -0.79293, 0.845726, ..... , 1.45303, -0.81487

기타환승시설 -0.23518, 0.477531, 0.871461, ..... , -0.2407, -0.50605

[표 5-5] POI-type 임베딩의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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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임베딩 값 (70차원)

시장 -0.74437, -0.30969, 1.068315, ..... , 0.530069, 0.21228

대형쇼핑시설 0.181361, -1.31227, 1.548284, ..... , -0.95003, 1.563677

상가 -2.41866, -0.59489, 0.111191, ..... , 2.27044, -0.69471

거리가게 0.588962, 1.073575, 0.787445, ..... , 0.032189, -0.25571

제과점 -0.7723, 0.634212, 0.60457, ..... , -0.02842, 2.330558

편의점 -1.46893, -0.7211, -0.42897, ..... , -1.57783, 1.303905

공공시설 0.371236, -1.04217, 0.898915, ..... , 0.935664, -1.34055

병원시설 0.237559, 1.682616, -0.18266, ..... , -0.21158, -0.30287

종교시설 0.64618, 2.75189, -0.63379, ..... , -0.31726, -0.3974

기타서비스업시설 2.419931, 0.925956, 0.249314, ..... , -1.16309, 0.951238

의원 0.243151, 0.517319, 0.230217, ..... , -0.07576, -1.02551

약국 1.069503, -0.09808, 0.489052, ..... , -0.07409, 0.937869

식당(大) -0.21675, 0.622888, 1.174852, ..... , 0.742914, 0.363691

식당(小) 0.614184, -0.17589, 0.157301, ..... , -0.72483, 0.942403

카페 -0.28247, 1.125855, -0.39419, ..... , 0.410924, -0.23097

주점 -2.08436, 0.09927, 0.61476, ..... , -0.7025, -0.48716

푸드트럭 0.501312, -0.3545, -1.38735, ..... , 1.54486, -0.30993

문화시설 1.827406, -0.53092, -0.16843, ..... , -0.18714, 0.229914

체육시설 0.354018, -0.13264, 0.858362, ..... , -0.0327, -0.8982

숙박시설 1.19635, 1.230844, 0.000191, ..... , -0.20399, -0.91699

기타레저시설 0.118995, 1.403152, 1.025842, ..... , 1.400072, -0.76885

도시공원 0.089712, 0.566461, 0.524946, ...., 0.537193, -0.38076

주제공원 0.378924, -1.618, 0.883875, ..... , -0.05967, -0.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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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추출된 POI-type 임베딩값을 평가하기 위해 t-SNE를 통해

2차원으로 축소시켜 시각화 해보았다. 유사한 POI-type의 특징 벡터는

고차원 공간에서 대략 동일한 각도와 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림 5-3]은

실험결과 공공자전거 통행에 특화된 POI-type에 대한 임베딩 결과값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POI-type별 지오시맨틱 정보에 내

포된 사항을 예상해볼 수 있다. 물론 해당 결과는 대량의 POI 데이터들

의 훈련을 통해 얻어진 딥러닝 모델의 결과값이므로 정확한 이유를 도출

하긴 어려우나, 크게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위치상 근접한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이다. [그림 5-

4]의 좌상단에 보면 의원과 약국 POI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의원 진료 후 근처 약국으로 약을 사러 가는 사람들의 행동 패

턴을 반영한 결과이다. 가운데 상단에 있는 제과점, 식당(小), 카페 등도

같은 맥락에서 서로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세계에서 대부분의 경

우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을 사는 데 필요한 소규모의 가게들은

서로 밀집해서 위치한다. 이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는 집적화되어 있다

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반면, 이러한 소규모 가게들과 달리 대형쇼핑시설

이나 상가와 같은 큰 규모의 상업 시설들은 다른 공간에서 집적해 있다.

이는 비슷한 의미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가지는 POI-type끼리는 서로 클

러스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공공자전거 통행과 관련된 지오시

맨틱 정보이다. 임베딩 시 공공자전거 통행에 대한 POI-type별 영향력을

함께 고려했는데, 그림의 중간 하단에 보면 아파트와 도시공원이 비슷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OI-type 임베딩 시 POI-type 간 거리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관련 통행에 대한 값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증

강 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와 도

시공원이 반드시 비슷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들의 입장에서 아파트와 도시공원이 비슷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한강공원 등을 포함한 주제공원의 임베딩 값이 비교적 다른

POI-type과 멀리 떨어져 있음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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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공공자전거 통행에 특화된 POI-type 임베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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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능지역 추출을 위한 지역별 집계 결과

앞장에서 도출한 35개의 POI-type 임베딩 결과값을 개별 POI에 부여

하여, 이를 서초구 공공자전거 정류소 122개를 기준으로 250m 버퍼 내

지오시맨틱 정보로 추출된 기능적 특징을 지역별로 집계하였다. 집계 시,

거리와 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 내 POI-type의 빈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공공자전거 정류소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 5-4]는

서초역 근처 집계구 내 위치한 따릉이 정류소 ‘2266. 서초역 3번 출구’에

서 250m 내 버퍼를 주어 설정한 것이다. 즉, 2266번 정류소를 중심으로

버퍼 내에서 선택된 데이터들은 따릉이를 탄 사람들의 통행목적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POI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4]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PO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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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 데이터를 통해서 형상으로 추출된 것도 있지만 인허가데

이터로 수집된 데이터의 경우는 형상이 없이 포인트 데이터로만 찍힐 수

있다. 특히 인허가데이터로 구성된 식당(小)에 대한 POI는 한 개의 건물

내에 여러 개가 찍힐 수 있으므로, 가시화되지 않지만 같은 위치 포인트

내에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2266번 따릉이 정류소에 포함된 POI 개수는 총 411개로 이 중에 404

개 POI는 250m 내 버퍼에 속한 것이고, 7개 POI는 자전거 관련 여가로

구성된 POI로 250m 이상 1,000m 내에 포함된 공원 관련 POI들이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중치 부여방식 중 첫 번째 기준인 거리에 의한

영향 범위를 적용한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인 규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데이터의 경우 면적과 층수를 곱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이나 공원과 같은 POI의 경우 승하차 인원이나 공원 이용객 수를 고려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각 데이터셋별 기준에 의해 구축된 가중치 데

이터는 linear scale transformation을 통해 표준화되어서 다른 데이터셋

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5-6]는 개별 POI에 대해 유형별 규모

에 대한 가중치 부여 결과를 POI-type 별 사례를 들어 나타내었다.

POI-type POI 명칭 규모 산정
규모에 대한

표준화 적용

아파트 서초동한빛삼성아파트 18593.69 0.04233

민간기업 솔본빌딩 2232.11 0.00508

민간기업 양우빌딩 1202.84 0.00274

버스정류장 서초역 3번출구 833.00 0.02349

버스정류장 서초역 2번출구 331.00 0.00880

버스정류장 서초역 1번출구 933.00 0.02482

도시공원 근린공원(서리풀) 8.98 0.03056

도시공원 어린이공원(상명달) 13.01 0.04432

[표 5-6]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POI 규모산정 결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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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정은 각각 원천데이터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데

이터에 대해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각 원천데이터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5-6]에서

버스정류장 POI 별 규모에 대한 표준화 적용 값은 서초구 전체 버스정

류장에서 해당 정류소의 상대적 하차 인원을 수치화한 값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화된 값을 산출하여 지역별 집계 시 적용하였다.

[표 5-7]은 2266번 따릉이 정류소에 포함된 전체 411개 POI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개수와 표준화된 규모를 집계하여 나타

낸 것이다. 전체 35개 유형 중 27개의 유형이 이 지역에 입지해 있다. 유

형별 개수를 살펴보면 식당(小)이 147개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민간기

업의 개수가 115개로 제일 많다. 하지만 이를 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화시

킨 값으로 집계하여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산출된다. 가장 높게 산출된

값은 지하철역에 대한 값이고, 민간기업, 도시공원, 아파트, 식당(小)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순 POI 개수만을 고려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실제

지역에 대한 의미를 더 자세히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266번 따릉이 정류소는 서초역 3번 출구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

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역세권 지역이다. 따라서 기업체

도 많고 식당도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POI 개수

는 1개이지만 규모에 의한 가중치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서초역 3번 출구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규모에 의한 가중치 부여방식이 POI 개수만을 가지고

나누는 선행연구의 방식에 비해 해당 지역별 집계 시 지역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표준화된 규모

의 가중치를 앞에서 산출한 유형별 벡터값과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정류소에 대한 기능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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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POI 개수
표준화된 규모

가중치 집계

단독주택 13 0.01206

아파트 8 0.27258

아파트외공동주택 14 0.02726

민간기업 115 0.49111

공장 2 0.00278

교육시설 5 0.01492

복지시설 1 0.00415

버스정류장 8 0.15626

지하철역 8 1.01583

주차장 1 0.00567

상가 1 0.00460

거리가게 2 0.00003

제과점 6 0.00408

편의점 8 0.00544

공공시설 1 0.00085

병원시설 1 0.00061

종교시설 1 0.09635

기타서비스업시설 3 0.00560

의원 14 0.02545

약국 4 0.00272

식당(大) 1 0.00315

식당(小) 147 0.16684

카페 32 0.02175

주점 1 0.00113

문화시설 2 0.00551

도시공원 11 0.46419

주제공원 1 0.05094

총계 411 2.86187

[표 5-7]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POI 개수 및 규모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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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산출한 POI-type 임베딩값을 바탕으로 POI별 가중치를 고

려하면, 서초구 122개 자전거정류소의 벡터값은 각 정류소별로 70차원의

벡터값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고차원 벡터의 값만으로는 지역별 의미정

보를 알 수 없으므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비슷한 유형의 지역끼리 묶어

서 비교해 보았다. 즉, 정류소별로 집계된 값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각 정류소별 기능지역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군집분석 방법으로

선택된 K-means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 내 오차제곱합(Sum of

Squares Error, 이하 SSE)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클러스터의 중심을 결

정해 나가는 방법이므로 최적의 클러스터 k의 값은 SSE를 확인하면서

정하는 elbow 기법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 [그림

5-5]와 같이 k가 5일 때 SSE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 Elbow 기법에 따른 최적의 k 값

최종 군집분석의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기능지역 추출 시 공간적

범위를 따릉이 정류소로부터 250m 내 버퍼로 설정하였으나, 정류소 간

중복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개별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50m×50m 격자 단

위로 표준화시켜 해당 클러스터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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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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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클러스터별 기능지역 식별 결과

서초구 전체 122개의 따릉이 정류소들이 총 5개의 클러스터링으로 나

뉘어 있으며, 인접한 정류장끼리 군집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러스

터 1이 29개, 클러스터 2가 22개, 클러스터 3이 29개, 클러스터 4가 29개,

클러스터 5가 13개로 분류되었으며, 클러스터링 내 개수가 비교적 균등

하게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링 된 정류소들의 기능적 의미

를 추론하기 위해 클러스터별로 PD와 EF를 도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PD가 각 클러스터 단위에서 POI-type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EF

는 다른 클러스터와 비교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비교를 돕는 지표이다. 각 클러스터별 PD 결과는 [표 5-7]과

같으며, EF의 경우는 [표 5-8]과 같다.

[표 5-7]은 클러스터별 POI-type에 대한 비율이므로 전체 POI-type

을 더하면 1이다.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각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5위권 안에 드는 POI-type이며, 그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셀에도 음영 표시를 하였다.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POI-type은

주로 도시공원인데, 클러스터2를 제외하고 모든 클러스터에서 30%가 넘

는다. 이는 기능지역 추출 알고리즘 적용 시 공공자전거 특화 여가로 공

원 POI를 선정하여 정류소로부터 적용 범위를 1,000m로 설정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수가 많아지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산출될 수 있다.

[표 5-8]은 각 클러스터에 특화된 POI-type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같은 POI-type에 대한 클러스터값을 비교하

면 된다. POI-type을 기준으로 5개 클러스터에서 가장 큰 값을 진하게

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큰 값을 가진 경우 셀에도 음영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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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단독주택 0.024 0.012 0.007 0.025 0.000

아파트 0.115 0.068 0.413 0.103 0.101

아파트외공동주택 0.048 0.015 0.013 0.050 0.001

공공기업 0.004 0.004 0.001 0.003 0.000

민간기업 0.050 0.151 0.078 0.152 0.005

공장 0.001 0.001 0.002 0.001 0.000

교육시설 0.023 0.002 0.011 0.006 0.006

복지시설 0.005 0.002 0.002 0.006 0.000

버스정류장 0.033 0.074 0.044 0.076 0.035

지하철역 0.000 0.436 0.015 0.055 0.055

주차장 0.001 0.000 0.001 0.000 0.000

기타환승시설 0.002 0.001 0.000 0.000 0.000

시장 0.001 0.000 0.000 0.000 0.000

대형쇼핑시설 0.000 0.000 0.000 0.011 0.003

상가 0.011 0.002 0.005 0.039 0.034

거리가게 0.000 0.000 0.000 0.000 0.000

제과점 0.001 0.001 0.001 0.002 0.001

편의점 0.001 0.001 0.001 0.002 0.000

[표 5-8] 클러스터별 POI Density(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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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공공시설 0.002 0.001 0.001 0.001 0.000

병원시설 0.001 0.002 0.001 0.007 0.000

종교시설 0.003 0.004 0.003 0.003 0.001

기타서비스업시설 0.002 0.002 0.002 0.004 0.005

의원 0.003 0.018 0.012 0.011 0.004

약국 0.000 0.001 0.001 0.001 0.000

식당(大) 0.001 0.001 0.002 0.002 0.000

식당(小) 0.022 0.056 0.029 0.053 0.009

카페 0.002 0.005 0.003 0.005 0.001

주점 0.000 0.002 0.001 0.001 0.000

푸드트럭 0.000 0.000 0.000 0.000 0.000

문화시설 0.003 0.001 0.000 0.016 0.000

체육시설 0.001 0.005 0.005 0.002 0.000

숙박시설 0.001 0.005 0.002 0.014 0.000

기타레저시설 0.000 0.000 0.000 0.000 0.000

도시공원 0.635 0.117 0.327 0.338 0.303

주제공원 0.005 0.007 0.017 0.013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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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단독주택 0.001 0.000 0.000 0.001 0.000

아파트 0.015 0.009 0.053 0.013 0.013

아파트외공동주택 0.003 0.001 0.001 0.003 0.000

공공기업 0.010 0.010 0.001 0.007 0.000

민간기업 0.002 0.007 0.003 0.007 0.000

공장 0.001 0.001 0.002 0.001 0.000

교육시설 0.015 0.001 0.007 0.004 0.004

복지시설 0.007 0.002 0.003 0.008 0.000

버스정류장 0.013 0.028 0.017 0.029 0.013

지하철역 0.000 0.916 0.033 0.116 0.115

주차장 0.006 0.002 0.008 0.002 0.001

기타환승시설 0.018 0.007 0.000 0.000 0.000

시장 0.009 0.002 0.000 0.000 0.000

대형쇼핑시설 0.001 0.003 0.000 0.241 0.068

상가 0.006 0.001 0.003 0.023 0.020

거리가게 0.000 0.000 0.000 0.000 0.000

제과점 0.001 0.001 0.001 0.001 0.001

편의점 0.001 0.001 0.001 0.001 0.000

[표 5-9] 클러스터별 POI Enrichment Facto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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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Cluster5

공공시설 0.007 0.002 0.004 0.003 0.000

병원시설 0.002 0.006 0.003 0.024 0.000

종교시설 0.003 0.005 0.003 0.003 0.001

기타서비스업시설 0.003 0.004 0.003 0.007 0.009

의원 0.001 0.004 0.003 0.003 0.001

약국 0.000 0.001 0.001 0.001 0.000

식당(大) 0.001 0.002 0.003 0.002 0.000

식당(小) 0.001 0.002 0.001 0.002 0.000

카페 0.001 0.001 0.001 0.001 0.000

주점 0.000 0.004 0.001 0.001 0.000

푸드트럭 0.000 0.000 0.000 0.000 0.000

문화시설 0.019 0.008 0.000 0.099 0.000

체육시설 0.009 0.035 0.039 0.013 0.003

숙박시설 0.002 0.017 0.007 0.046 0.000

기타레저시설 0.005 0.005 0.000 0.000 0.000

도시공원 1.246 0.229 0.642 0.664 0.595

주제공원 0.098 0.161 0.362 0.287 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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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와 EF를 통해 기능지역 식별을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5-10]와

같다. 각 클러스터별로 PD와 EF에 의해 도출된 주요 POI-type을 통해

기능지역을 명명하였다.

Cluster 기능지역
주요 POI-type

PD(밀도) EF(특화)

Cluster 1

일상생활

통행지역

(Daily-life

trip zone)

도시공원,

아파트,

민간기업,

아파트외공동주택,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기타환승시설,

교육시설,

시장,

공공시설

Cluster 2

대중교통

통행지역

(Public-transport

trip zone)

지하철역,

민간기업,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아파트

지하철역,

종교시설,

의원,

주점

Cluster 3

근린주거

통행지역

(Neighborhood

-residence

trip zone)

아파트,

도시공원,

민간기업,

버스정류장,

식당(小)

아파트,

체육시설,

주차장,

식당(大)

Cluster 4

쇼핑문화

통행지역

(Shopping-culture

trip zone)

도시공원,

민간기업,

아파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대형쇼핑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버스정류장,

병원시설,

상가,

복지시설

Cluster 5

강변공원

통행지역

(Riverside-park

trip zone)

주제공원,

도시공원,

아파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제공원,

기타서비스업시설

[표 5-10] 기능지역 식별을 위한 주요 POI-typ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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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1은 일상생활 통행지역(Daily-life trip zone)이다. 이 지역은

아파트나 아파트외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이 많은 곳이다. PD를 통해 추

출된 도시공원은 전체 POI-type 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으

며, EF에서도 도시공원이 높게 나와 이 클러스터의 특징적인 POI-type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입지적인 위치가 주로 산 아래쪽에 있

기 때문에 비교적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다른 클러스

터들과 비교할 때 교육시설, 기타환승시설, 시장, 공공시설 등 일상생활

과 관련이 있는 POI-type 비율이 높아 공공자전거의 일상생활 통행지역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클러스터 2는 대중교통 통행지역(Public-transport trip zone)이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역세권 지역으로 강남역, 서초역, 반포역 근처 정류소가

이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영향력이 다른 클러스터

에 비해 떨어지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역의 상대적 우위가 매우 우세

한 지역이다. 이에 PD와 EF 지수 모두 지하철역에서 강세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민간기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거리가게나 푸드트럭의 비중도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식당

(小), 카페 및 의원과 약국의 비중도 높은 편이 반면 도시공원의 비중은

전체 클러스터 중 가장 낮은 편이다.

클러스터 3은 근린주거 통행지역(Neighborhood-residence trip zone)

이다. 신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PD와 EF에서 다

른 클러스터에 비해 아파트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이는 아파트 및 아파

트외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건물이 입지한 클러스터 1과 차이

가 있다. 이에 다른 클러스터 비해 주차장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중교

통측면에 있어서는 클러스터 1에 비해 좀 더 우세하며, 지하철역보다는

버스정류장이 좀 더 선호된다. 이는 이 지역이 조성되지 않은 신규 대규

모 단지이다 보니 지하철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4는 쇼핑문화 통행지역(Shopping-culture trip zone)이다. 이

지역은 다른 클러스터와 달리 PD와 EF가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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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type이 없다. 다만 EF를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한 쇼핑

문화 관련 POI가 두드러진다. 이에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2와 유사한 특

징을 보이며, 특히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이 많이 입지해 있다. 이 지역

의 주거 구성은 클러스터 1과 유사하게 아파트 및 다양한 주거건물이 공

존해 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며,

클러스터 2와 비교하여 대형쇼핑시설, 상가 등의 영향력이 높은 편이다.

제과점, 편의점의 비중도 높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복지시설

등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세하다.

클러스터 5는 강변공원 통행지역(Riverside-park trip zone)이다. 이

지역은 전체 클러스터 중 가장 적은 수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서 주제공원의 PD와 EF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

징은 강변공원(반포 한강시민공원)과 인접한다는 점이다. 이에 다른 지

역과 구분되는 클러스터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본 실험이 일반적인 토지

이용현황과 달리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을 추출한 결과임을 잘

드러내는 값이라 볼 수 있다. 주제공원 외에 다른 POI-type에 대한 특징

은 단독주택이 거의 없고 아파트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도 잘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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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 추론

5.3.1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자전거 통행

목적 추론모델 적용을 위한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6개의 통행목적과 POI-type을

연계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연계 및 실험대상 지역인 서초구

를 대상으로 한 수집개수는 다음 [표 5-11]과 같다. 통행목적 중 PM

Leisure에 대해서는 공공자전거용 여가활동과 관련된 장소인 공원 관련

POI-type을 매칭 하였다.

통행목적 POI-type 수집개수

Home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외공동주택 11,871

Work 공공기업, 민간기업, 공장 5,666

Shopping

(&Dining)

시장, 대형쇼핑센터, 상가, 거리가게, 제과점,

편의점, 식당(大), 식당(小), 카페, 주점,

푸드트럭

8,537

Education

(&Culture)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시설,

종교시설, 기타서비스업시설, 의원, 약국,

문화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기타레저시설

2,454

Transport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주차장,

기타환승시설
796

PM Leisure 도시공원, 주제공원 132

총 계 29,456

[표 5-11]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과 연계한 POI-type 및 수집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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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는 시간대별로 집계구 단위에

대한 모바일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공하므로, 유동인구를 추론하기에 적

합한 데이터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집계되는 인구의 숫자가 다르므로

대다수 사람의 생활패턴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그림 5-7]은 2020년 5

월 11일 월요일 서초역 근처 집계구에 대한 생활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서초역 근처 지역은 대법원 등 직장 관련 POI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형

적인 업무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집계구 지역은 집계구 상단에 위치한

업무지역에 유동인구가 몰릴 수 있다. 우선 오전 8시의 상황을 보면 대

법원이 위치한 좌상단 지역과 건너편 우상단 지역이 각각 4,461명,

11,228명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오

후 12시에는 전체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가 증가하긴 하지만, 특히 가운

데 지역과 오른쪽 하단의 지역에 인구변화율이 높다. 이는 이 지역이 주

로 식당이나 음식점 등의 POI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대다수 사람의 움직임을 시공간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생활인구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통해서, 제안한 통행목적

추론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우선 집계구 단위

로 구축되어 있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건물, 공원, 교통 데이터의 형상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뒤 50m×50m 격자로 표준화시켰다. 가중치가

부여된 격자들에 집계구의 생활인구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배

분하였으며, 이를 자전거정류소를 중심으로 250m 내 버퍼를 그려서 해

당 자전거정류소에 대한 격자 범위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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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8시

(b)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2시

[그림 5-7] 서초역 근처의 시간대별 생활인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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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은 서초역 근처 집계구내 위치한 서울 자전거 따릉이 정류

소 ‘2266. 서초역 3번 출구’에서 250m 내 격자를 추출하여 표준화된 생

활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2266번 출구가 전체 집계구 범위 중앙에 위치

하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위치한 업무지역보다는 약간 아래에 입

지해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듯이 오전 8시에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적

으나, 오후 12시에는 오른쪽 부분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몰리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 5-7]의 결과에서처럼 점심시간 이후 식당과 카

페 등이 몰려있는 3번 출구 건너편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음을 반영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a)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8시 (b)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2시

[그림 5-8]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시간대별 생활인구 비교

이렇게 격자를 통해서 표준화된 생활인구와 POI 데이터를 고려하여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을 추론하였다. 이때, 공공자전거 통행목적에 영향

을 미치는 범위는 자전거정류소로부터 250m 내외 있는 POI를 전부 포

함하되, 자전거에 특화된 공원 관련 POI는 1,000m 내외에 있는 것을 전

부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포함 격자 역시 위의 원칙에 따라 공원

POI를 포함하는 격자의 경우 해당 자전거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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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그림 5-9]는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공간적 범위를 모

식화 한 것이다. 정류소로부터 250m 내외에 있는 격자 100개를 우선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공원 POI가 있는 250m 이상

1,000m 내외에 있는 7개 격자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총 107개의 격자로 한정

하였다.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격자를 중심으로 할당된 생활인구를 격자별

POI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정류소의 공간

적 범위에서 가장 생활인구가 많이 할당된 POI-type을 통행목적으로 추

출하였다.

[그림 5-9]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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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서울시 서초구 공공자전거 정류소 122개를 대상으로 시간

대별 통행목적을 추론하여 하루에 2928개(자전거정류소 122개 × 24시간)

의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 연

계 및 대규모 데이터들에 대한 연산이 요구되므로 전체 프로그램은 파이

썬의 Numpy와 Pandas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한 2266번 따릉이 정류소에 대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하루의 참조데이터의 생성결과는 [표 5-12]와 같다. 시간대

별 해당 통행목적의 POI-type 가중치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전체 값

을 표기하였다. 최종결과를 보면 전체 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동안만 Shopping(&Dining)의 통행목적으로 추론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Work로 결과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시계열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이 결

과가 개별 통행목적에 대한 미세한 변화는 잡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해당 알고리즘이 POI 규모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간대를 기준

으로 전체 통행목적에 대한 최대값만 산출하는 논리로 구성되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6시부터 8시까지의 Transport 관련 참조데이터 생성결

과를 비교해 보면 각각 209.95(6시), 241.05(7시), 344.42(8시), 457.19(9시)

로 산출되었다. 이를 개별 통행목적에 대한 증가분으로 비교하면

Transport 관련 통행목적은 오전 6～7시 사이에는 15%가 증가하였으나,

7～8시 사이에는 43%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근 인구와

맞물려 이 시간대 교통 관련 유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제안한 생성기법은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POI-type 구성이 Shopping(&Dining) 관련 POI가 많음

에도 통행목적이 대부분 Work로 추론된 것은 알고리즘 구성 시, 해당

POI의 면적을 고려하여 유동인구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직

장건물보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식당이나 카페 등은 전체 개수는 많아도

면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를 적게 배분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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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0시

Home 344.42

3시

Home 356.21

Work 466.17 Work 463.97

Shopping

(&Dining)
398.62

Shopping

(&Dining)
396.31

Education

(&Culture)
390.19

Education

(&Culture)
401.15

Transport 171.58 Transport 177.76

PM Leisure 83.61 PM Leisure 82.79

1시

Home 349.18

4시

Home 358.11

Work 469.01 Work 467.28

Shopping

(&Dining)
401.80

Shopping

(&Dining)
403.04

Education

(&Culture)
395.40

Education

(&Culture)
401.70

Transport 173.16 Transport 180.89

PM Leisure 83.59 PM Leisure 83.28

2시

Home 350.16

5시

Home 371.52

Work 466.06 Work 490.99

Shopping

(&Dining)
396.59

Shopping

(&Dining)
426.57

Education

(&Culture)
396.24

Education

(&Culture)
415.12

Transport 175.38 Transport 190.66

PM Leisure 82.66 PM Leisure 85.34

[표 5-12] 2266번 따릉이 정류소의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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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6시

Home 414.34

9시

Home 939.67

Work 556.61 Work 1605.99

Shopping

(&Dining)
505.62

Shopping

(&Dining)
1603.09

Education

(&Culture)
459.97

Education

(&Culture)
972.09

Transport 209.95 Transport 457.19

PM Leisure 94.67 PM Leisure 208.32

7시

Home 497.40

10시

Home 1036.67

Work 742.07 Work 1807.45

Shopping

(&Dining)
705.99

Shopping

(&Dining)
1810.77

Education

(&Culture)
519.01

Education

(&Culture)
1070.73

Transport 241.15 Transport 498.86

PM Leisure 117.19 PM Leisure 221.27

8시

Home 707.57

11시

Home 1097.16

Work 1186.88 Work 1973.25

Shopping

(&Dining)
1160.18

Shopping

(&Dining)
1988.47

Education

(&Culture)
717.75

Education

(&Culture)
1107.50

Transport 344.42 Transport 509.92

PM Leisure 172.51 PM Leisure 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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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12시

Home 1115.63

15시

Home 1081.39

Work 2006.30 Work 1941.19

Shopping

(&Dining)
2036.81

Shopping

(&Dining)
1954.96

Education

(&Culture)
1146.62

Education

(&Culture)
1133.58

Transport 510.07 Transport 513.94

PM Leisure 233.03 PM Leisure 233.61

13시

Home 1113.29

16시

Home 1038.93

Work 1997.73 Work 1888.49

Shopping

(&Dining)
2018.16

Shopping

(&Dining)
1882.25

Education

(&Culture)
1172.37

Education

(&Culture)
1082.94

Transport 520.99 Transport 493.56

PM Leisure 238.11 PM Leisure 229.97

14시

Home 1108.42

17시

Home 993.22

Work 1999.67 Work 1786.47

Shopping

(&Dining)
2015.46

Shopping

(&Dining)
1774.08

Education

(&Culture)
1167.15

Education

(&Culture)
1047.59

Transport 524.22 Transport 464.80

PM Leisure 238.48 PM Leisure 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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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시간

대
통행목적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18시

Home 841.17

21시

Home 577.71

Work 1476.34 Work 959.80

Shopping

(&Dining)
1468.61

Shopping

(&Dining)
902.78

Education

(&Culture)
864.39

Education

(&Culture)
577.34

Transport 378.40 Transport 252.63

PM Leisure 187.29 PM Leisure 125.26

19시

Home 727.45

22시

Home 506.14

Work 1274.70 Work 762.92

Shopping

(&Dining)
1234.48

Shopping

(&Dining)
711.34

Education

(&Culture)
731.27

Education

(&Culture)
522.78

Transport 320.32 Transport 219.98

PM Leisure 160.27 PM Leisure 111.22

20시

Home 640.19

23시

Home 370.73

Work 1094.52 Work 582.43

Shopping

(&Dining)
1049.93

Shopping

(&Dining)
502.13

Education

(&Culture)
640.56

Education

(&Culture)
408.42

Transport 281.94 Transport 189.07

PM Leisure 143.86 PM Leisure 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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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모델 적용결과

공공자전거 이력데이터를 통해 구축한 통행목적 관련 피처와 POI-type

임베딩을 통해 산출한 승하차 지점의 기능지역 추출결과를 가지고 최종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총 피처는 [표 5-13]와 같이 7개로 구성되며, 딥러

닝 모델 적용을 위한 참조데이터는 생활인구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통행목적 추정값을 사용하였다. 피처들 중 POI-type 임베딩을 통

해 산출한 공공자전거 승하차 지점의 지오시맨틱 정보는 딥러닝 적용 시

전체 피처의 입력값이 동일해야 하므로 앞장에서 추출한 클러스터링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번호 선정된 피처 데이터표현

1 통행날짜 1(평일), 2(주말 및 공휴일)

2 승차시간 0, 1, 2, 3, ..... , 21, 22, 23

3 승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1, 2, 3, 4, 5

4 하차시간 0, 1, 2, 3, ..... , 21, 22, 23

5 하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1, 2, 3, 4, 5

6 전체 통행시간 (예시) 3(시간)

7 승차지점과 하차지점 정류소간 거리 (예시) 120(m)

[표 5-13]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피처 선정

공공자전거에 대한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2020년 5월, 6월, 7월까지 총

138,684개의 이력 데이터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해당 기간에 생성된 참조

데이터를 살펴보면 Home(44.7%), Work(32.8%), Shopping(&Dining)

(17.0%), Education(&Culture)(3.7%), Transport(1.7%), PM Leisure(0.1%)

로 추출되어 Home과 Work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세계를

반영하는 POI 데이터 자체에 주거나 직장 관련 데이터가 많이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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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 적용을 위한 추론모델의 다중클래스 분류에

대한 정확도 평가 시 데이터의 편중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랜덤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개수

를 조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종 데이터셋 추출을 위해 훈련 데이터

와 실험 데이터를 랜덤하게 2/3와 1/3으로 나눠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각각 97,079개, 41,605개로 분류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GPS-based mobility의 이력 데이터는 시퀀스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딥러닝 알고리즘인 LSTM에 기반한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

론모델을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ensorflow 2.0에서 제공하는

LST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입력값으로는 앞에

서 선정한 7개의 피처를 넣고, 6개의 통행목적에 대한 다중클래스 분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추론모델에 적용한 하이퍼파라미터 값은 반복 실험을

통해 최적값을 선정하였다. 이에 num_hidden_state는 512, batch size는

100, epochs는 20으로 설정하였으며, 모델의 학습률은 0.001로 설정하였다.

트레이닝을 위한 옵티마이저(optimizer)는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으

며, 다중클래스 분류를 위한 손실함수는 categorial cross entropy를 사용

하였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전체 정확도는 80.7%로 측정되었

으며, 이를 실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는 79.52%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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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확도 평가

5.4.1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에 대한 시각적 평가

실험대상 지역에 대해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이 잘 추출되었

는지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시각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경

우 선행연구와 같이 트럭이나 식품 테이크아웃 관련 OD 데이터가 부재

하므로, 추출결과 평가를 위해 카카오맵28)과 구글어스29) 및 국토지리정

보원의 1:25,000 토지이용도(2018년 기준)를 통해 시각적 평가를 수행하

였다. 각 기능지역별로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된 클러스

터별 특징과 각 대상 지도에 나타난 사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림 5-

10]는 클러스터별 평가지역을 표기한 것이다.

[그림 5-10] 클러스터별 시각적 평가대상 지역

28) 카카오맵(Kakaomap), https://map.kakao.com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29) 구글어스(Google Earth), https://earth.google.com (접속일: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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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1 : 일상생활 통행지역

일상생활 통행지역의 평가대상은 [그림 5-11]의 따릉이 정류소 2225번,

2226번, 2282번, 2532번으로 방배3동의 임광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1] 일상생활 통행지역의 평가대상 지역

특히 2226번 정류소와 2282번 정류소의 경우 임광아파트, 방배래미안

아트힐 아파트, 방배 금호 어울림 아파트, 월드빌라트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해 있다([그림 5-12] 참조). 아파트 이외의 주거형태

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그림 5-13]의 2225번 정류소 근처로 이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보다 빌라 형태의 주거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주

거형태로만 볼 때 아파트와 아파트외 공동주택이 많이 속한 일상생활 통

행지역의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2225번 클러스터 바깥쪽에 위

치한 동덕여자중학교와 동덕여자고등학교, 2282번 클러스터 위쪽에 위치

한 상문고등학교 등의 입지를 볼 때 이 지역이 교육시설에 인접한 주거

형 클러스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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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26번, 2282번 근처)

[그림 5-13]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25번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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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통행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산과 같은 도시공원을 포

함하는 위치에 입지 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림 5-14]와 같이 구글어스

를 통한 위성사진을 보면 평가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우면산과 매봉재산

등이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4] 구글어스(임광아파트 주변 지역)

국토지리정보원의 토지이용도에서도 [그림 5-15]와 같이 따릉이 정류

소 2226번, 2282번 근처의 고층주택지와 2225번 근처의 일반주택지가 구

분되어 표기되어 있다. 또한, 동덕여자중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각 주

거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주거와 교육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지구 등이 형성되어 있다. 이상을 통해 대상

지역이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시장) 등 일

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전형적인 공공자전거의 일상생활 통행지역임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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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도(일상생활 통행지역)

□ Cluster 2 : 대중교통 통행지역

대중교통 통행지역의 평가대상은 [그림 5-16]의 따릉이 정류소 2239

번, 2279번, 2215번, 2231번으로 앞의 2개는 교대역, 뒤의 2개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대표적인 역세권 지역으로 유동인

구 및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림 5-17]의 교대역, [그림 5-18]의 강남역

모두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지역으로 직장이 많고, 쇼핑이나

식사 관련 장소가 밀집해 있다. 교대역과 강남역은 지하철역 중에서도 특

히 유동인구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인근지역의 상업지구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교대역과 강남역 주변에는 주거시설보다는 다양

한 빌딩이나 상업 관련 POI 비율이 높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림 5-16]의 왼쪽 아래에 있

는 2502번 정류소와 오른쪽 위의 2542번 정류소 역시 대중교통 통행지역

으로 추출되었는데, 이 역시 각각 서초역 인근 지역과 신논현역 근처가

추출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이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 통행지역을 잘 추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덧붙여,

대중교통 통행지역의 인근에 있으나 다른 기능지역으로 추출된 결과를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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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대중교통 통행지역의 평가대상 지역

[그림 5-17]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39번, 2279번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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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31번, 2515번 근처)

[그림 5-16]에서 교대역과 강남역의 중간에 입지하는 2520번, 2521번

정류소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근린주거 통행지역으로 추출

되었는데 이는 인근 대중교통 통행지역과 구별된다. 이를 [그림 5-19]와

같이 구글어스 이미지로 비교해보면 역세권 지역인 교대역과 강남역과

달리 이 지역은 유원서초아파트, 서초교대e편한세상, 서초래미안 아파트,

삼풍아파트, 진흥아파트 등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역이

다. 이는 개발한 방법론을 통해 기능지역 추출 시 대중교통 통행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에서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5-20]의 토지이용도 역시 비교해보면 교대역, 강남역, 신논현역을 중

심으로는 상업・업무지가 주를 이루며, 근린주거 통행지역으로 추출된

곳은 고층주택지와 교육시설이 혼재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립한 지오시맨틱 정보에 의한 기능지역 추출방법이 공공자전거 통행에

대한 해당 지역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33 -

[그림 5-19] 구글어스(교대역부터 강남역 내 주변지역)

[그림 5-20]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도(대중교통 통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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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3 : 근린주거 통행지역

근린주거 통행지역의 평가대상은 [그림 5-21]의 따릉이 정류소 2250

번, 2249번, 2285번, 2549번, 2248번, 2247번으로 서초구의 끝자락 지역으

로 남서쪽에는 과천 경마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2012

년 이후에 신축한 신흥 주거지역으로 [그림 5-22]와 같이 LH서초아파트,

서초힐스아파트, 서초네이처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비교적 최

근에 분양하였으며, LH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도 함께 혼합해 있는 지

역이다. 이는 일상생활 통행지역이나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주거단지와

구별되는 근린주거 통행지역만의 특징을 추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

히 [그림 5-23]의 구글어스를 살펴보면 양재천 건너편에는 여전히 단독주택

이나 화훼단지 등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천 화훼단지는 대단

지 규모이며, 위성 이미지를 통해 이러한 외관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구글어스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외관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신축형임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이

지역의 버스정류장 등은 잘 발달해 있으나, 지하철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은

부족한 편이라는 실험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21] 근린주거 통행지역의 평가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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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50번, 2249번, 2285번,

2549번, 2248번, 2247번 근처)

[그림 5-23] 구글어스(LH 서초아파트 내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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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축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특징으로 구별하여 추출한 지역

인 근린주거 통행지역을 토지이용도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비교할 수

없었다. [그림 5-24]을 보면 실제 카카오맵이나 구글어스에서 신축 주거지

역으로 분류한 지역을 토지이용도에서는 여전히 보통・특수작물로 구분하

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도의 제작연도가 2018년도임에도 불구하고, 2012

년부터 분양되기 시작한 신규 고층 아파트단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발한 POI 데이터

와 특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능지역 추출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제작하는 토지이용도의 자동 갱신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대

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24]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도(근린주거 통행지역)



- 137 -

□ Cluster 4 : 쇼핑문화 통행지역

쇼핑문화 통행지역의 평가대상은 [그림 5-25]의 따릉이 정류소 2280번,

2533번, 2510번 지역으로 예술의 전당 근처 지역이다. 쇼핑시설이나 문화

시설이 우세한 이 지역의 특징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POI 하나만으로도 기

능지역이 잘 추출되었음을 뒷받침 해준다.

.

[그림 5-25] 쇼핑문화 통행지역의 평가대상 지역

2533번 정류소가 한가람 미술관 앞이며, [그림 5-26]와 같이 음악당, 오

페라하우스 등 대규모의 예술의 전당 관련 문화시설이 이곳에 입지해 있

다. 2510번 정류소 근처 지역도 뒤편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 데이터

센터, 서울연구원 등이 입지해 있는 연구센터이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경

우 역세권은 아니지만, 쇼핑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준역세권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2280번 정류소 역시 인근에 서울 서초고

용센터라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어 이 지역에 큰 규모의 공공시설이 있

음을 나타내 준다. 쇼핑문화 통행지역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과의 접근

성도 비교적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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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80번, 2533번, 2510번 근처)

또한,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을 통해서 [그림 5-27]와 같이 이 지역과

2297번, 2237번 따릉이 정류소인 남부터미널과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 가능한 남부터미널은 교통의

중심지인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통행지역으로 분리가 되지만 인접한 지역

임에도 나머지 지역은 쇼핑문화 통행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5-28]와 같이 토지이용도에서도 본 연구에서 쇼핑문화 통행지역

으로 추출된 예술의 전당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인근 지역과

대중교통 통행지역인 남부터미널역 근처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예술의 전당 등 관련 토지이용도의 구분이 공공용지

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이 문화 관련 지역임을 추론하기에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을 통해 관련 기능지역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특징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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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구글어스(예술의전당 및 남부터미널 근처)

[그림 5-28]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도(쇼핑문화 통행지역)



- 140 -

□ Cluster 5 : 강변공원 통행지역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평가대상은 [그림 5-29]의 따릉이 정류소 2220번

부터 2562번까지 지역으로 해당 클러스터 전체가 서울시 공원 분류 중

강변공원(잠원지구) 근처로 밀집해 분포해 있다.

[그림 5-29]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평가대상 지역

이는 이 클러스터의 특징이 반포 한강시민공원(이하 한강공원)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 클러스터 구분 시 2262번

따릉이 정류소 바깥쪽에 입지한 2547번 정류소의 경우 한강과 인접해 있

음에도 근린주거 통행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해당 지

역에 영향을 주는 POI 집계 시 폴리곤의 중심점을 찍어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2220번부터 2262번까지만 한강공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한강공원같

이 전체 단면적 자체가 큰 POI의 경우 승하차 지점별 POI의 영향 범위

를 정할 때 폴리곤의 중심점을 찍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변공원 통행지역은 [그림 5-3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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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강공원에서 거리가 비교적 멀리 위치한 2215번, 2535번, 2219번

정류소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출하였다. 실제 이 지역은 고속터미

널역 등 대표적인 역세권 지역임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공원에

인접한 클러스터로 분류되었다.

[그림 5-30] 카카오맵(따릉이 정류소 2215번, 2535번, 2217번,

2523번, 2517번 근처)

덧붙여 다른 클러스터와 구별되는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특징적인 주

거형태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고 아파트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그림

5-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고층주택지역으로 한신

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저층의 연식이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급형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아크로리버파크나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가 대표적인 고급형 아파트단지이고, 2023년에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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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와 달리 단독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그림 5-31] 구글어스(한강 세빛섬 근처)

앞서 언급한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특징은 토지이용도 비교를 통해서

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5-32]에서 강변공원 통행지역의 토지이용

도가 주로 고층주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는 많

지 않다. 또한, 고속터미널역 근처 지역은 상업・업무지역으로 구분되었

는데, 실제 본 실험에서는 이 지역이 대중교통 중심지역이 아닌 강변공

원 통행지역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능지역 추출방

법이 단순히 POI-type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실제 공공자전거의 통행

을 고려하여 추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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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국토지리정보원 토지이용도(강변공원 통행지역)

이상과 같이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결과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알고리즘에 맞게 대상지에 대한

기능지역이 잘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혼합토지이용 문제가 복잡한

도시 내에서 기능지역 분류문제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치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강변공원 통행지역과 같이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

지역 추출결과는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지

역을 추출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는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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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정확도 평가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평가는 참조데이터 생성결과에

대한 평가와 통행목적 추론모델 자체의 정확도 평가로 나누어 수행하였

다. 먼저 실험을 위해 선정된 서초구의 따릉이 정류소의 2020년 5월, 6

월, 7월까지 총 138,684개의 이력 데이터에 대한 참조데이터 생성결과는

Home(44.7%), Work(32.8%), Shopping(&Dining)(17.0%), Education(&

Culture)(3.7%), Transport(1.7%), PM Leisure(0.1%)로 추출되었다. 이를

실제 HTS의 수단별 목적통행량 분포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분포를 보

여,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모델의 참조데이터로서 적합함을 알 수 있

다. [표 5-14]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6년 실시된 HTS에서도 귀가나 출

근 등에 데이터가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학원 기타 합계

도보 7.9 13.6 44.6 1.6 5.6 6.3 20.4 100

승용차 28.5 1.4 43.4 12.2 3.6 1.2 9.7 100

버스 27.0 9.5 47.3 1.2 2.5 2.9 9.6 100

지하철/철도 30.0 7.3 45.5 4.1 1.9 1.7 9.5 100

택시 9.3 1.5 31.0 32.3 5.1 2.4 18.4 100

자전거 21.2 9.2 43.9 5.3 3.4 6.0 11.0 100

기타 21.0 0.6 31.6 40.3 0.9 0.2 5.4 100

합계 22.3 6.8 43.7 8.5 3.5 2.9 12.3 100

[표 5-14] HTS의 수단별 목적통행량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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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 4-2]의 통행목적 분류에 대한 매칭 테이블

과 연계하면 [표 5-1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HTS의 자전거에 대한 목적통행량 분포와 본 연구에서 생성한 참조데이터

의 생성결과를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포가 가장 많은 Home의 경우 HTS

는 43.9%, 본 연구는 44.7%로 집계되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Work는

27.5%와 32.8%로 집계되었다. 이에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론을 통해 생성

한 참조데이터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Home Work
Shopping

(&Dining)

Education

(&Culture)
Transport

PM

Leisure

본

연구

44.7 32.8 17.0 3.7 1.7 0.1

44.7 32.8 17.0 3.7 1.8

HTS

귀가 출근 업무 쇼핑 등교 학원 기타

43.9 21.2 5.3 3.4 9.3 6.0 11.0

43.9 27.5 3.4 15.3 11.0

[표 5-15] 본 연구의 참조데이터 생성결과 및 HTS(자전거) 결과 비교

(단위: %)

*HTS의 결과 중 자전거수단에 의한 목적통행량 분포만 비교한 것임

많은 선행연구가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때 통행

목적별 비율을 바탕으로 HTS와의 비율을 분석해보는 경우가 많다. Li et

al.(2016)은 추론결과를 HTS의 Work, Shopping, Recreation, Schooling,

Others의 비율과 비교해 보았다. Chen et al.(2018)도 택시데이터에 대한

통행목적 추론결과를 맨해튼의 HTS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Work,

Schooling, Recreation, Shopping, Others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방

법에 의해 추론된 통행목적 분포가 지역 규모의 통계적인 의미에서 조사

데이터에 의해 얻어진 분포에 가깝다면 제안된 방법은 신뢰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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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제시하고 있다(Chen et al., 2018). 국내 연구에서도 전인우 등

(2019)의 연구에서 추론결과를 HTS의 통근, 통학, 귀가의 응답 비율과 비

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생활인구 데이터와 POI

데이터를 통해 생성한 결과는 참조데이터로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LSTM에 기반한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모델에 대한 정확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5-16]는 통행목적 추론모델에 대한 Confusion

Matrix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체 Accuracy

는 79.52%이며, F1-Score는 79.58%(Precision 79.55%, Recall 79.61%)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로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을

추론한 Lee et al.(2021)과 비교할 때 정확도와 F1-Score 모두 나은 결과

를 보여준다. 특히 정확도는 78.95%에서 79.52%로 소폭으로 상승하였지

만, F1-score의 경우는 66.43%에서 79.58%로 증가하여 해당 모델이 개별

통행목적 추론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행목적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Home의 경우 Work와는 크게 혼돈하지

않으나, Shopping(&Dining) 및 Education(&Culture)에 대해서는 다소 예

측력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Work 관련 통행목적 예측결과는 전체 통행목

적 중 가장 낮은데 이는 직장의 위치 및 근무시간의 정보가 Shopping

(&Dining), Education(&Culture), Transport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Shopping(&Dining) 역시 Work

와의 혼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ducation(&Culture)의 경우는

Home 통행목적과 가장 혼돈율이 높은데 이는 주거지역에 주로 교육이나

서비스업종 등이 밀집해 있다는 관점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

Transport나 PM Leisure 관련한 사항은 다른 목적에 비해 예측률이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라는 장소가 하나의 유기적

인 공동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개별 유형에 대해 이분화되

어 있지 않고 여러 유형이 밀집해 있는 혼합토지이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도심의 혼합토지이용에 대한 해결

책을 좀 더 공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데이터셋의 경우 통행 주체에 대한 정보보다는 다양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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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에 초점을 맞춰 추론모델을 구성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가 POI

의 구성 자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공간정보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통해

인간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넣어준다면 연구의 결과가 개선될 것

이라고 예상된다.

Actual Class

H W S E T P 합계

H 5,392 368 221 491 8 79 6,559

W 212 4,114 868 453 128 0 5,775

S 664 721 4,889 386 142 87 6,889

E 524 1,369 634 5,468 149 38 8,182

T 20 439 258 121 6,403 0 7,241

P 114 8 4 12 0 6,821 6,959

합계 6,926 7,019 6,874 6,931 6,830 7,025 41,605

[표 5-16] 공공자전거 통행목적 추론에 대한 Confusion Matrix 결과

*H는 Home, W는 Work, S는 Shopping(&Dining), E는 Education(&Culture),

T는 Transport, P는 PM Leisure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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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요약 및 시사점

다양한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도시가 고밀화되면서 사람들의 통행은 더

욱 빈번해지고 복잡해졌다. 이에 통행목적 추론은 개인과 공공의 의사결정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사회의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GPS-based

mobility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대량의 이력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이력 데이터는 개개인의 통행목적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동수단의 승하차 지점에 대한 공

간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GPS-based mobility 중 개인형 이동수단에 한정하여 승하차 지점에 대한

특징을 지오시맨틱 정보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

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기법을

정립하였다. 통행에 관련된 POI를 수집하는 방법과 이를 지오시맨틱 정보

로 추출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

동수단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의 튜플 증강 시 Yan et al.

(2017)이 제안한 거리 및 인기도를 고려한 증강방식을 개선하였는데, 이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개별 POI 인기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승하차 지점

별 해당 수단의 영향력을 POI 거리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개발하였

다. 또한, POI-type 임베딩 결과값을 지역별로 집계 시, 지역별로 구성된

개별 POI의 특징이 반영되도록 변수를 구성하고 이를 표준화시켜 적용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임베딩값 집계를 단순히

POI의 개수만을 가지고 한 것과 차별화된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추출한 승하차 지점의 지오시맨틱 정보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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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였다. HTS가 아닌 GPS

데이터에 기반한 기존 통행목적 추론 연구들이 Ground-truth의 결여 문제

로 딥러닝을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참조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

여 이력 데이터와 전혀 다른 데이터셋인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에

서 구축한 POI 데이터와 연계해 통행목적에 대한 참조데이터를 생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바일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로 시간대별로 통계 최소단위인 집계구 단위에 대한 인구를 제공하

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포괄하는 유동인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

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영향 범위인 250m 버퍼와 생활인구 제공 단위인 집

계구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 50m×50m의 격자로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LSTM에 기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

론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답값으로 생성된 참조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선정된 피처는 통행날

짜, 승차시간, 승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하차시간, 하차지점의 기능지역

구분, 전체 통행시간,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의 정류소간 거리로 구성하였으

며, 기능지역 구분은 앞에서 추론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활용하였다.

실험은 서울시 서초구 122개 공공자전거 정류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0년 5월, 6월, 7월로 한정하였다. 세 달간

의 공공자전거 대여이력 중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서초구로 도출된

138,684개의 데이터를 실험에 활용하였으며,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사용한

POI 데이터는 29,456개, 참조데이터 생성을 위해 활용한 모바일 데이터는

1,814,400개이다.

첫 번째 연구 목적인 공공자전거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위해 35개

POI-type에 대하여 임베딩을 실시하였으며, 임베딩 결과 각 70차원의 벡

터로 추출되었다. 개별 POI에 대해 도출된 임베딩 값인 지오시맨틱 정보

를 적용하여, 공공자전거의 정류소별로 기능지역을 추출한 결과 122개의

자전거정류소가 5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추출된 기능지역 식별을

위해서 클러스터별 PD와 EF를 분석하여 주요 POI-type을 도출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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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종합하여 5개의 기능지역에 대한 명칭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

다. 공공자전거 통행관점에서 클러스터 1은 일상생활 통행지역, 클러스터

2는 대중교통 통행지역, 클러스터 3은 근린주거 통행지역, 클러스터 4는

쇼핑문화 통행지역, 클러스터 5는 강변공원 통행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공공자전거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한 참조데이터

생성결과는 통행목적별로 각각 Home(44.7%), Work(32.8%), Shopping

(&Dining)(17.0%), Education(&Culture)(3.7%), Transport(1.7%), PM

Leisure(0.1%)로 생성되었다. 이를 2016년 실시한 HTS 수단별 목적통행

량(자전거)과 비교한 결과 Home과 Work의 목적별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자전거 통행목적은 LSTM에 기반한 모델에 의해 추론하

였으며, 다중클래스에 대한 분류 시 데이터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

플링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수를 조정한 후 훈련 데이터와 실험 데이

터를 각각 97,079개, 41,605개로 분류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훈련결과 실

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체 Accuracy는 79.52%이며, F1-Score는

79.58% (Precision 79.55%, Recall 79.61%)로 측정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

를 대상으로 머신러닝에 기반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한 Lee et

al.(2021)의 결과값 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F1-score의 경우

66.43%에서 79.58%로 증가하여 해당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서 통행목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승하차 지점의

기능적 특징을 지오시맨틱 정보를 통해 추출하는 기법을 정립하였다. 이는

그간 통행목적 추론을 위해 POI의 분포에 초점을 맞춰 해당 사항을 추론

했던 기존의 방법론에서 발전하여, POI-type의 의미정보를 벡터값으로 산

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확률적 관점에서 간과될 수 있

는 특정 POI-type에 대한 지오시맨틱 정보를 지역 단위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이 특정 교통수단에 대한 특징정

보를 융합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므로, 다양한 수단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확장성이 뛰어나다. 기능지역 추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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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대한 기능지역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 연구는 개인형 이

동수단에 특화된 기능지역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기능지역 추출기법을 제안하는 것은 통행목적 추론 분야 연구와 기

능지역 추출 분야 연구를 융합한 초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Ground-truth의 결여로 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었는데,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참조데이터를 생성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통행목적 추

론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데이터

는 확률통계적 관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Ground-truth

의 대체재로 의의가 있다. 이는 다양한 GPS-based mobility에 의해 빅데

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탑승자의 통행목적이 빠져 있어 활용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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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논의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지오시맨틱 정보에 기반한

기능지역 추출과 통행목적 추론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개인형 이동수단 자체가 가지는

데이터 대표성의 문제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 이용객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므로, 대중교통과 같이 전 연령층을 포괄하지 못하

는 데이터 편중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추출한 통행목적 추론

결과가 특정 계층에게만 포커싱되어 정책 제안 시 균형 있는 관점에서 바

라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자체는 차세대 핵심

교통수단 중 하나이므로, 현재의 추론결과가 특정 계층에게만 편중되어 있

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지속해서 발전되

어야 하는 연구주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례로 하여 기능지역을 추출

하고 통행목적을 추론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실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통행량을 분석해보면 높은 비중으로 단거리 통행이 발생한다는 특

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 추론을 통해 전체 도시 내

이동에 대한 미세한 흐름에 대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2020년 5월, 6월, 7월 세 달간 서초구 내 공공자전거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보면 5km 미만의 단거리 통행이 전체의 70.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과 같이 단거리 통행에 특화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확장하는 방식으로 연구

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대상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실험

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로 범위를 한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여-반납 흐름을 볼 때, 연구의 대상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동은 자치구 내에서 움

직이는 비율도 높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의 경우 한강을 중심으

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생활권 지역이라 하여 인근 자치구끼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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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빈번하다. 이에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행정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에

관점에서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연한 공간 범위설정이

복잡한 통행패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참조데이터 생성방법이

개별수준(disaggregated level)의 데이터값이 아니라 집계된 수준

(aggregated level)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관점

에서 개개인에 대한 통행목적 조사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개별수준에서 정밀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미론적으로 궤적을

풍부하게 하여 일반적인 활동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GPS-based mobility와 관련하여

개별 탑승자의 특징에 포커싱하여 목적을 추론하기보다는 대규모로 구축

되는 공간 빅데이터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미래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참조데이터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 구축 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개별 POI에 부여한 후 유형별로 집계하여 최대값을 통행목적으로 추론했

는데, 이는 각 통행목적에 대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고려가 필요하다. 추출된 값은 절대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이 가

지는 통행목적을 추론해주지만,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한 항목에 대해서

는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단 하나의 값으로만 통행목적을 추론

하였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대한 가능성이 배제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최종 통행목적을 하나의 값으로 도출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

행하는 HTS 조사에서 통행목적을 하나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

용한 것이지만 확률론적 관점에서 퍼지(fuzzy) 함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앞으로 생성될 대량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력 데이터 및 POI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데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방법론은 개인형 이동수단뿐만 아니

라 다양한 GPS-based mobility로 확장 및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고자 하

는 이동수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오시맨틱 정보에 기반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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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추출기법을 커스터마이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가중치 부여방안 등

을 제시하였다. 기능지역은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한 시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지역의 현황을 나타내는 토지이용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보였지

만, 정보의 바다에서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는 특정 목적에 의해 재조합된 정보인 지식(knowledge)이 요구된다. 기능

지역은 이런 의미에서 목적성이 있으며,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해 재정의된

지식적 의미의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기능지역과 같이 이동 데이터의

양, 크기, 강도 같은 특성이 잘 반영하여 지역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지오시맨틱 정보에 기반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행목적 추론모델의 결과를 통해 공원 조성

등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수립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뿐

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자체의 신규 정류소 선정이나 효율적인 배치

등 공공의사결정에 관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국가기반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공공기관 등에서 활

용하기에 응용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법을

토대로 연구를 확장 시킨다면 개인은 물론 도시계획가, 공무원 등 정책입안

자들의 의사결정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목적과 관련된 공간 상

황 정보를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하여 통행목적과 승하차 지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밀한

공간 상황 정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POI 데이터나 이동

수단별 이력 데이터 등 시공간적 정보 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정

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통행목적 추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서 그 가능

성을 보았고, 앞으로 추가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생성

정보를 통해 통행목적 피처를 생성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위성과 같은

기술은 도시에 대한 실시간 정밀한 이미지 추출을 가능하게 하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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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뽑은 정보들을 통해 통행목적에 대한 새로운 인싸이트(insight)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학제 간 다양한 융합연구를 통해 개인형 이

동수단에 대한 좀 더 세분되고 정확한 통행목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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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Semantic Information based

Functional Area Extraction

and Development of Trip

Purpose Inference Model

- Case Study on Personal Mobility -

Jiwon Lee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test increase in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has made 

movement patterns in urban areas more complex and diverse. 

Personal mobility is easily integrated with public transit, and its 

importance as an eco-friendly mode of transportation is growing. 

Inferences on trip purpose for personal mobility can be utilized by 

policymakers to support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locations of new stops and the use of urban spaces 

including parks. As such, this study seeks to extract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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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specific to different personal mobilities based on temporal 

and spatial trip history data compiled for different individuals and 

develop comprehensive algorithms to infer their purpose of travel, 

thereby providing useful decision-making tools for the use of 

urban spaces. 

The developed method for extracting functional areas specific 

to personal mobilities uses the POI-type embedding technology 

based on geo-semantic information. Geo-semantic information 

allows users to use geospatial information to combine and extract 

various spatial context information, which makes it suitable for 

combining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specific modes of 

transportation such as personal mobility. For this study, methods 

were developed to build POI data specific to different personal 

mobilities and build/augment training data for POI-type embedding. 

In addition, the geo-semantic information regarding the extracted 

POI data was compiled for different regions in a way that allows 

the researcher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information constructed for each region. 

This study selected the features required to infer the trip 

purpose of personal mobilities, which include riding day, pick-up 

time, functional area classifications of pick-up points, drop-off 

time, functional area classification of drop-off points, total trip 

time, and distances between pick-up points and drop-off points. 

The inference model for trip purpose was developed based on 

Long Short-Term Memory (LSTM), which is suitable for 

sequenced data. The extracted geo-semantic information was 

applied to functional areas and, in order to address the lack of 

data on trip purpose, a method was further developed to generate 

reference data. Reference data is not a ground truth in the ex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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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of the word.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generalizes 

traveler’s trip purpose in terms of probability using mobile data 

from different time segments.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s, bicycle history data were 

collected for experiment from 122 public bicycle stops in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extract functional areas specific to public bicycles, embedding was 

performed on 35 POI-types to extract geo-semantic information 

for each POI-type. The embedding results were visually assessed 

through dimension reduction, which showed that the geo-semantic 

information of similar POI-types is displayed at similar positions 

in the vector space. In addition, pick-up/drop-off points were 

defined for public bicycle stops to compile geo-semantic 

information on the POI-types. Ultimately, five type clusters were 

used to extract functional areas through K-means clustering. The 

five functional regions were named as follows: Daily-life trip 

zone, Public-transport trip zone, Neighborhood-residence trip 

zone, Shopping-culture trip zone, Riverside-park trip zone. 

The reference data generated through trip purpose inference 

proved to be suitable for use in the model, because they were 

similar to the findings of Household Travel Surveys (HTS) for 

each trip purpose. As such, the final trip purpose inference model 

for personal mobility was developed based on LSTM, and the 

accuracy and F1 score of the inference results were assessed at 

79.52% and 79.58%, respectively, which indicate its ability to 

provide stable inference on individual trip purpose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customized for other 

modes than personal mobility. It also uses national data, which 

increases its usability for public institutions. Th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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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s expected to provide new insights on urban spaces for 

personal mobility, as well as inferences on trip purpose that can 

be highly useful for various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es. 

keywords : Geo-Semantic information, functional area, POI-type embedding,

personal mobility, mobile data, trip purpose inference,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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