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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단말기의 확산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 위치 기반
서비스(LBS)가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시공간 데이터 베이스에서 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는 이동 객체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이동 객체의 패턴은 특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이동 특성(mobility)을 이해하고, 위치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함축적인 지식 추출, 이동
객체 간의 패턴을 탐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는 경로 예측, 영업 홍보, 도로 확장 등의 다양한 분야에
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으며, 현재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궤적 분석 기법들은 각각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이터 분류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궤적 연관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류한다. 마지막
으로, 기존의 궤적 데이터 마이닝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이동 객체 궤적, 궤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이동 객체 궤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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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geo-positioning capabiliti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Location-based Services(LBS) become an essential one. Therefore, the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users in large spatio-temporal databases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ir movement patterns.
This movement pattern provide us the key information to understand our daily life style and to
discover useful knowledge about movement behaviour, which promotes novel applications and
services such as the prediction of users movement and the navigation of the shortest path. Hence,
various data mining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for flexible and scalable analysis of massive
spatio-temporal moving object trajectory data. In this paper, we classify the existing trajectory data
mining

techniques

into

three

categories,

i.e.,

clustering-based,

classification-based

and

association-based mining techniques. Finally, we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state-of-art trajectory
mining techniques and addres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Keywords: Moving object trajectory, Trajectory mining algorithm, Moving object trajector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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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 즉, 야생 동물의 경우 먹이의 이동 경로
나 기후 등의 변화에 따라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사

최근

이동

단말기의

확산과

GPS(Global

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경로의 범주가 집, 학

Positioning System), 위성, WSN(Wireless Sensor

교, 직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차량의 경우

Network),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로를 따라 이동 가능한 영역을 움직이며, 다수의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동 객체의 궤적 정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궤적 데

보 획득 수단이 다양해지고, 실제로 방대한 양의 위

이터 마이닝을 통해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를 수

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이동 특성(mobility)을

동 객체는 위치 측정이 가능한 Geo-센서를 장착한

이해하고, 위치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면적으로 드러

야생 동물 및 스마트폰, PDA(Personal Digital

나지 않은 지식 추출, 이동 객체 간의 패턴을 탐색할

Assistants) 등을 소지한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자,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동 중인 사용자의 경로를

그리고 GPS기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 등을 의

예측하여 최단 경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하며, 실제로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며 위치 데이

위치 기반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터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객체를 포함한다. 이동 객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로 등을 분석하여 광고의 배치

체의 움직임은 주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적 가능

선정이나 영업 홍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하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궤적 데이터를 저장하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

기존 궤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

는 이동 객체의 행동을 분석 및 예측하기 위한 정보

재 위치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을 추출하기 위

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

해서는 기존 궤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분석하

한 궤적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고, 이를 응용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

여러 가지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연

히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추출한 지식을 적용

구되었다[1, 3, 5, 9, 10, 14, 18, 20, 21, 22].

하기 위한 응용에 따라 알고리즘의 수행 방법 및 목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 내재된 의

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존 연구를

미 있는 상관관계, 패턴, 경향 등을 탐색하는 일련의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궤적 데

과정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추

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특징을 고려하여 크게 궤적

출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이터 분

림 1]. 그러나 이동 객체의 움직임, 즉 궤적 데이터

류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궤적 연관 규칙 기반 알고

는 궤적을 생성하는 이동 객체에 따라 특정한 패턴

리즘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각 기법의 특징을 서술

[그림 1]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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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비교 및 분석하여 향후

p2(x2, y2, t2), …, pn(xn, yn, tn)} 으로 표현될 수 있

궤적 데이터 마이닝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으며, 0≤i≤n 일 때, 각 점 pi 는 GPS 등으로 측정된

시한다.

데이터의 위치 좌표(예: 위도와 경도) 쌍과 시간 정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동 객체

보 ti 를 지닌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유클리

궤적 데이터의 특징과 세 가지 궤적 데이터 마이닝

디언 공간 및 도로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궤적 데이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터를 나타낸다. 궤적 데이터 마이닝에서 궤적 데이

궤적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 가능한 응용 분야에 대

터의 공간 정보, 즉 위치 정보만을 고려하여 수행하

해 기술한다. 또한, 3장에서는 기존의 궤적 데이터

는 경우 공간 궤적 데이터 마이닝으로 정의된다. 또

마이닝 기법을 클러스터링 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

한 궤적 데이터의 공간 정보 및 시간을 고려하여 궤

이터 분류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궤적 연관 규칙 기

적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는 경우 시공간 궤적 데이

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4장에서는 3장에

터 마이닝으로 정의한다. 공간 궤적 데이터 마이닝

서 서술한 연구들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고

에서 중요한 요소는 방대한 양의 공간 데이터를 분

5장에서는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나아가야 할

석하기 위한 공간 데이터 타입 정의와 공간 접근 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간 궤적 분석 알고리즘이

결론에 대해 서술한다.

다. 이러한 기법은 공간 클러스터링, 공간 특성 추
출, 공간 연관 규칙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 데이

2.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의 특징 및
분류

터의 위상, 거리, 방향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서
술하고, 주어진 공간 객체가 이동할 때 비공간 속성
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공간 객체 간의 연관 관계를

본 장에서는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를 정의하고

모델링 하여 데이터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아울러, 기존의 궤적 데이터

편, 시공간 데이터 마이닝은 초기에는 자연 과학 분

마이닝 기법을 세 가지 대표적인 궤적 분석 기법으

야에서 지구과학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로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
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응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2] 유클리디언 공간을 이동하는 궤적 데이터

2.1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이동 객체의 궤적은 유클리디언 공간(Euclidean
Space) 혹은 도로 네트워크(Road Network)로 정의
되는 공간에서 이동 객체가 움직인 경로를 의미한
다. 이동 객체 궤적 Tr 은 시간에 따라 정렬된 연속
적인 점(point)들의 집합 Tr = {p1(x1, y1, t1),

[그림 3] 도로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궤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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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관찰 시스템에서 수집된

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부여하고, 궤적 데이터를 이

지구 기상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

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그림 4(b)]. 예를

하여 태풍, 지진, 기상변화, 화산 분출과 같은 활동

들어 전체 궤적 을 요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

을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이동 객체의 위치 데이터

고 이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시간(요

혹은 궤적 데이터로부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도

일) 이라는 궤적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교통 관제시스템, 선박, 항공 등의 이동 객체 추

로 궤적 데이터를 분류 및 분석하는 기법이다.

적 시스템 등에서 이동 객체의 궤적 분류, 궤적 예측
등을 수행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다. 궤적 연관 규칙 (Trajectory Association
Rule)기반 알고리즘

2.2 궤적 분석 방법에 따른 마이닝 기법

궤적 연관 규칙 기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가.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Trajectory Data

수치적으로 관련성(동시 발생 빈도)이 높은 지점
(혹은 영역) 정보를 연관 (Association) 관계로 정

Clustering)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데이터 마이닝 알고

의하고, 이에 대한 빈도 및 관련성을 탐색하는 알고

리즘은 현재 궤적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적용되

리즘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이 궤적

어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이미 알려진 클래스 레이

이 지나는 모든 지점(혹은 영역)을 확인하여 그에

블을 참고하지 않고, [그림 4(a)]와 같이 궤적 데이

대한 빈도 등을 분석하고, 각 지점의 연관 관계 및

터의 각 지리적 인접성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궤적

발생 확률 등을 측정하여 예측하는 시스템에서 사용

데이터를 그룹화 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각 클

된다. 특히 이동 객체 궤적에서는 궤적의 출발-도착

러스터 내 궤적 데이터의 유사성이 극대화되고, 서

(Origin-Destination) 지점 쌍의 연관을 바탕으로

로 다른 클러스터 간의 유사성은 최소화 되도록 궤

수행되는 알고리즘이 많이 연구되었다. 하나 또는

적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법은 궤적 데이터의 기본

그 이상의 공간 데이터가 다른 객체들과 지니는 연

지식이나 일정한 데이터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도 궤
적 데이터를 분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나.

궤적

데이터

분류(Trajectory

Data

Classification)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이터 분류 기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각 궤적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 체계 및 클래스 레이

[그림 4]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 및 분류 기법

블을 기반으로 궤적 데이터를 기술한다. 또한, 새로
추가되는 궤적 데이터에 대해 이를 분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구분 모형(혹은 함수)를 찾는 알고리
즘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은 궤적 데이터의 위치
정보만이 아닌 비공간 데이터인 속성 값을 기반으로

[그림 5] 궤적 연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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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계를 규칙화 하는 알고리즘 또한 이러한 분류

황에 적절한 위치 정보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실

에 속한다.

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궤적 데이터의 상황인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자

2.3 이동 객체 데이터 마이닝 응용 분야

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여행가이드, 캠퍼스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안내 등의 시스템[29-31]이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용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거

량의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

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기술 개

로써 이동 객체 궤적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따

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

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경에서 부가적인 U-city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절에서는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비즈니스 지리정보시스템(GIS) 설계 : 위치 데이
터 이동 궤적의 분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마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

팅이나 기업전략 수립 분야에서 비즈니스 지리정보

서의 이동 객체별 궤적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교통사

시스템을 위한 응용에서 사용 가능하다[32]. 궤적

고가 빈번한 위치 분석 및 예측, 도시의 대중교통 노

데이터의 지역 근접성 기반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석

선 증/감축 등의 설계, 증강 현실 시스템 기반 응용

한 주요 이동 경로 및 이동 객체의 출발-도착 지점

서비스 개발, 위치 기반 광고 서비스 제공에 적용할

의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기

수 있다[28]. 또한, 자주 정체되는 주요 도로 구간을

업의 의사 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지리

지나는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우회하는 노선

공간상에서 상권이라고 하는 특정 범위에 대한 통계

을 추가하거나 우회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교통량의

정보의 다른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기업이 보다

분산을 유도하는 등 차량 흐름 관리를 수행할 수 있

효율적으로 다양한 LBS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

다. 아울러,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이동 인구

스 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의 수나 지형 특징 등이 비슷한 지역의 궤적 정보를
분석하여 도로 설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위성을 이용한 선박 추적 시스템 : 선박 추적 시스

시스템에서는 시간 및 공간상으로 유사한 궤적을 찾

템에서는 위성으로 측정한 사진이나 좌표정보를 기

기 위한 시공간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및 출발지 목

반으로 선박의 위치를 탐색 및 저장하고 이를 분류

적지 간의 연관성을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하는 기법을 통칭하며 어장 관리, 해양 오염 경로 예

[18,20,21,22] 등이 적용된다.

측, 밀입국 및 밀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국경 관리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로를 따

LBS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위치 정보 활용 : 유

라 이동하는 선박의 궤적 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비쿼터스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 및 처리 기술은 대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이동의 목적 및 여러 조건에

규모의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

따라 궤적 데이터를 분류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축하여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상

국경 관리 시스템의 경우, 관측된 선박의 경로가 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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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한 기존의 궤적 패턴

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기존 궤적

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이를 Outlier로 분류하고 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이동 객체의 속도를 고려하지

밀히 검토하여 밀입국이나 테러 조직 등의 불법 이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히 예측하고 패턴을 추출

동 경로인지 확인 할 수 있다[33]. 또한 궤적 데이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터 마이닝을 통해 해양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점

해결하기 위해, 이동 객체의 속도를 고려하여 궤적

등을 미리 분석하여 선박 조난 시 구조대를 파급할

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링 기

지역을 선정하는 등의 의사 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반의 패턴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 있다.

Trapattern 알고리즘은 Normalized Match (NM)
유사도 탐색 기법을 통해 k개의 패턴을 clustering

3.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
법

하는 기법으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snapshot의 위치 정보를 [그림 6]과 같은 연속된 궤
적으로 정의한다.

본 장에서는 2.2절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아울러, 궤적들의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을 수행하

의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궤적 데이터 클러스

기 위해 네트워크를 grid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터링 기반 알고리즘, 궤적 데이터 분류 기반 알고리

통해 각 궤적들을 NM 기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즘 그리고 궤적 데이터 연관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

을 수행한다. 클러스터링이 완료되면, 각 클러스터

로 분류한다. 아울러, 각 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에서는 NM threshold(k 번째까지의 최대 NM값)을

궤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설정하여, 임계값을 기준으로 low 클러스터와 high
클러스터로 분류한다. 둘째, 길이가 가장 작은 패턴

3.1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알고리즘

부터 길이가 큰 패턴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본 절에서는 궤적 데이터를 그룹화 하는 클러스터

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내 패턴을 추출한다. 가장 길

링 기법을 바탕으로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이가 짧은 패턴을 시작으로 패턴을 snapshot 단위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궤적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

및 시간을 고려하여, 비슷한 궤적을 갖는 패턴을 통

반의 대표적인 마이닝 기법은 J. Yang 과 M. Hu의

합한다. 마지막으로, 각 클러스터에서 선정된 k개의

연구[1], G. Gidofalvi와 T. Pedersen의 연구[3], S.

패턴을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해당 기법은 실제 네

Qiao et al.의 연구[5] 및 F. Giannotti et al.의 연구
[9]가 존재한다.

가. J. Yang 과 M. Hu의 연구[1]
J. Yang 과 M. Hu의 연구에서는 현재 모바일 등
의 위치 측정 기기의 자원 한계로 인해 위치 데이터
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수집된 궤적을 기존
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및 패턴 추출 기법에 적용하

[그림 6] TrajPattern의 궤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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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환경 및 이동 객체의 속도를 고려하여 마이

다.

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닝 결과의 정확도가 높
은 장점을 지닌다. 또한, NM 기법을 통한 궤적 필터
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연산 비용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 S. Qiao et al.의 연구[5]
S. Qiao et al.의 연구에서는 GPS에서 수집되는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해 효율적인 클러스터 생성 및
궤적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나. G. Gidofalvi와 T. Pedersen의 연구[3]
본

연구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 이를 위해, 실제 응용에서 수집되는 불확실한 궤
공유

적들을 uncertain area라는 특정 포인트 영역으로

(Sharable) 궤적과 출발지와 목적지를 포함하는 긴

설정하여 유사 궤적을 하나의 궤적으로 설정한다

궤적(Long Trajectory)를 모두 고려한 이동 객체

[그림 7].

궤적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먼저,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설정된 궤적을 이용하여

공유 궤적의 패턴추출을 위해 지역 마이닝(local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궤적 예측을 수행

min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빈도 임계값

한다. 먼저, 클러스터 생성 단계에서는 궤적 간 포인

(frequent

(length

트의 거리를 비교하여 유사한 궤적을 하나의 클러스

threshold)를 기준으로 궤적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

터로 구성한다. 클러스터 생성은 다음의 세 단계를

하고, 각 궤적을 기준으로 SMFCI (Single most

통해 수행된다. 첫째, 궤적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

frequent closed itemset)를 생성하여, 유사한 궤적

위로 기준 궤적을 선정하고, 인접 궤적들과의 거리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여 패턴을 추출한다. 다음으

를 계산한다. 둘째, 만약 거리 임계값 이내에 위치한

로, 긴 궤적의 패턴 추출을 위해 전역 LSP 마이닝

인접 궤적의 수가 클러스터 생성 최소 궤적의 수보

(global LSP min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다 크면, 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한다. 셋째,

의 지역 마이닝 기법에 궤적 간의 거리 개념을 추가

모든 궤적에 대해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어떠한 클

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러스터에도 포함되지 않는 궤적은 제거한다. 한편,

가지의 궤적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hybrid LSP 기

궤적 예측 단계에서는 앞서 구성된 클러스터를 이용

threshold)과

길이

임계값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먼저 전역 LSP를 통해 출발
지-목적지에 상응하는 궤적을 찾은 후, 지역 LSP
기법을 통해 유사한 궤적을 통합하여 패턴을 추출하
는 방법이다. 아울러, 이를 실제 시스템에 효율적으
로 적용시키기 위해 SQL 구문의 질의를 제공한다.
해당 기법은 필터링 기반 지역 LSP 및 거리 기반 전
역 LSP 기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연산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를 지닌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SQL 질의
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응용에 쉽게 적용할 수 있

[그림 7] Uncertai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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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속도-방향 기반 궤적 예측을 수행한다. 즉, 노

고, 실제 이탈리아 밀라노(Milan)와 피사(Pisa)에서

드(예: 교차로)의 근접한 이동 객체의 속도를 측정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또

하여 어느 방향으로 객체가 진행할 것인지 예측한

한, 마이닝 수행을 통해 생성된 패턴 등의 결과를 시

다. 기존의 빈도 기반 가중치 궤적 예측 기법은 실제

각화하여 궤적의 밀도 및 시간에 따른 분포가 궤적

이동 객체의 방향이나 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데이터 마이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였

않고 기존 궤적 데이터의 발생 통계에 의한 가중치

다. 아울러 이동 객체 궤적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만을 고려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감소하여

이용하여 대표적으로 수행되는 질의(예: 이동 객체

이를 실제 응용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가 빈번히 이동하는 경로 탐색, 사람들의 방문이 빈

를 기반으로 제안된 궤적 예측 기법에서는 기존 궤

번한 영역을 지나는 도로에서의 시간 효율적인 이동

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속도별 방향성 테이블을

경로 탐색, 미래 교통량 예측)에 대한 궤적 데이터

생성한다. 따라서 이동 궤적 예측 질의 수행 시, 일

마이닝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정한 노드에 진입하는 이동 객체의 속도를 측정하

아울러

궤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 이를 방향성 테이블과 비교하여 다음 이동 방향

M-Atlas라는 질의 및 마이닝 언어 구성 시스템을

및 속도를 예측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자동차가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궤적데이터 시간별 이동량,

교차를 진입할 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직

전체 궤적의 길이, 이동 시간 등의 통계정보를 생성

진 운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감속 운행을

하고, 질의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를 만족하

하는 경우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는 패턴을 추출하였다. 이때, M-Atlas 수행되는 마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방향성 테이블을 선

이닝은 크게 첫째, 궤적의 전체 이동 경로를 분석하

택하고 이동 확률이 높은 방향을 다음 궤적의 이동

여 질의를 수행함으로써 시간 및 요일 교통량에 따

방향으로 예측한다. 해당 기법은 모든 궤적들의 포

라 궤적에 대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질의에 적용한

인트를 비교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

경우와 둘째, 궤적의 출발, 도착지점에 대한 빈도 및

용자에게 높은 정확도를 지니는 패턴을 제공할 수

이동 경로의 다양성에 대해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있다. 아울러, 경로 예측 시 기존 궤적의 통계에 의

분류된다. 클러스터 기반의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

한 가중치가 아닌 실제 객체의 이동 방향 및 속도를

본 연구에서는 전체 궤적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높은 경로 예측 정확

T-Cluster, T-Flock을 생성한다. [그림 8]와 같이,

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클러스터 수행 시 모든 궤적

T-Cluster는 전체 궤적의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

들에 대해 비교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연산

여 생성하고, T-Flock의 경우 구간에 대한 궤적의

비용을 가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생성한다. 따라서 전체
궤적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라. F. Giannotti et al.의 연구[9]
F. Giannotti et al.의 연구에서는 대량의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로부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Complex Knowledge Discovery Process라 정의하

에 따른 질의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시간 기
준을 가지고 궤적을 클러스터링 한 경우, 대표적 질
의 중 시간대 별로 이동 빈도가 높은 경로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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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Region-based clustering) 단계에서는 궤
적들의 동질성을 판별하기 위해, 출발지 혹은 경유
지가 비슷한 궤적들의 분류를 수행하며, 궤적 기반
클러스터링 (Trajectory-based clustering) 단계에
서는 유사 궤적 중 대표적로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궤적의 분류를 수행한다. 첫째, 영역 기반 클러스터
링은

객체의

궤적을

minimum

description

length(MDL)[11] 기법을 적용하여, 출발지 혹은
경유지가 다른 궤적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의
region으로 분리하는 기법이다. MDL 기법이란 출발
[그림 8] 궤적 타입 정의

지 혹인 경유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궤적이 포함
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수행되는 최소한의

색하는 질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궤적 중 출현 빈도
가 높은 영역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해당
영역을 접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찾고 이를
우회하는 도로를 안내하는 응용 등에 적용할 수 있

연산 비용을 구하는 기법이다. MDL은 사용자가 궤
적을 분류하기 위해 Homogeneity property 혹은
Conciseness property의 정도에 따라 범위를 설정
하고, 이에 따라 모든 궤적들은 출발지 혹은 경유지
를 기준으로 하나의 Region으로 분류된다. [그림 9]

다.

는 영역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의 수행 단계를 나타
3.2 궤적 데이터 분류 기반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궤적 데이터에 대해
정해진 분류 기법을 기반으로 마이닝을 수행하는 기
법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특정 공유지나 목적지를

낸다. 그림과 같이 실선과 점선의 출발지 혹은 목적
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MDL을 이용하여 각
region으로 분류한다. 둘째, Trajectory-based 클
러스터링 은 partition-and-group 기법을 적용

기반으로 분류한 궤적에 대해서 패턴을 추출하는 기
법에 대해 J. G. Lee 그룹에서 제안한 두 가지 연구
[10,14]에 대해 서술한다.

가. J. G. Lee et al.의 연구[10]
J. G. Lee et al.의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클러스
터링(Region-based clustering) 기법과 궤적 기반
클러스터링(Trajectory-based clustering) 기법을
계층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으로 패턴을 분류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제안하였다. 영역 기반 클러
[그림 9] Region-based clustering[10]

위치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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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Region-based 클러스터링에서 생성된 클러

(classification model construction)로 이루어진다.

스터링에서 discriminative power가 높은 궤적만을

첫째,

추출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즉, 기 분류된 궤

Information gain[15]에 따라 분류하고, 최소 발생

적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궤

빈도 임계값을 통해 분류된 궤적들 중 의미 없는 궤

적을 판단하고 이를 grouping 한다. 해당 궤적들은

적들을 필터링한다. Information gain은 특정 point

Class-Conscious Grouping 기법[12,13]을 사용하

를 기준으로 각 궤적들의 엔트로피를 비교하여 유사

여, 궤적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Conscious

성을 찾는 지표로 사용되며, (식 1)과 같다.

궤적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궤적들을

Grouping 기법은 각 궤적마다 distance를 계산하여,
지역적으로 유사한 궤적들 중 distance cost
(Homogeneity of an Neighborhood)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궤적을 선택하여 이를 대표 궤적으로 설정
한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유사한 궤적을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고, 클러스터링 내에서 가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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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표성을 띄는 궤적을 추출하여 분류함으로써, 다른
기법에 비해 효율적으로 궤적들을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x는 궤적의 패턴을 나타내며, ci는 궤적

해당 기법은 지역적으로 유사한 궤적을 우선적으로

의 특정 포인트를 나타낸다. 아울러, 최소 발생 빈도

클러스터링하고, 클러스터 내에서 가장 대표성을 띄

임계값은 생성되는 패턴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선택

는 궤적을 추출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둘째, 궤

유사도가 높은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적 특징 선택 단계에서는, F-score 기법을 통해 [그

다. 하지만, 모든 궤적들에 대하여 비교 연산을 수행

림 10]과 같이 모든 궤적들이 통과하는 도로(예 :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산 비용을 요구한

다리, 고가 도로) 같은 궤적을 필터링한다. F-score

다.

란 정보 검색 및 문서 분류에 사용되는 기법으로써,
특정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기
법이다. 따라서 모든 궤적들의 F-score

나. J. G. Lee et al.의 연구[14]
J. G. Lee et al.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궤적 데이
터 기법에서 사용되는 궤적들의 길이가 길 경우, 패
턴 추출 연산 비용이 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궤적을

부분

연속

궤적(partial

sequence

trajectory)으로 분할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궤적 데
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으르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궤적

generation),
selection)

특징

추출

단계

(feature

궤적 특징 선택 단계 (feature
그리고

분류

모델

생성

단계

[그림 10] 궤적 필터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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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계산한 후 F-score가 낮은 패턴 즉, 모든 궤적

ROI(Region of Interest)[19] 영역을 생성하여 궤

들이 통과하는 의미 없는 궤적들을 필터링한다. 마

적을 표현하고, 패턴을 추출한다. 제안하는 패턴 추

지막으로, 분류 모델 생성 단계에서는 선택된 궤적

출 알고리즘은 ROI 생성 단계, 패턴 추출 단계로 수

들을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 알고리

행된다. 첫째, ROI 생성 단계에서는 궤적들을 분석

즘을 통해 2차 분류를 수행한다. SVM은 벡터 기반

하여 ROI를 생성한다. 이 때, ROI란 단순한 포인트

의 분류 기법이기 때문에,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로 이루어진 집합이 아닌 궤적들 중 의미 있는 지역

선택된 궤적들을 벡터로 변환하여, SVM에 적용한

을 선정하여 생성한 영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 해당 기법은 모든 궤적을 부분 연속 궤적으로

tourist들은 특정 도시를 여행하고자 할 때, 정해진

분할하여 마이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기법이

명소만을 관광할 뿐만 아니라 도보로 그곳의 주변

가지는 문제점, 즉, 마이닝 수행을 위한 궤적들의 길

지역까지 관광을 한다. 또한 다른 명소를 관광하기

이가 길 경우, 마이닝 연산 cost가 큰 문제점을 해결

위해 차를 통해 그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할 수 있다. 또한, information gain, F-score 필터

이동한다. 이 때 이를 궤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명소

링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하지 않은 궤적들에 대해

와 주변 지역의 명소의 궤적을 하나의 셋으로 표현

필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닝 수행 시 적은 연

할 수 있으며, 이를 하나의 boundary 표현하는 것이

산 비용을 제공는 장점을 지닌다. 반면, 모든 궤적을

ROI가

부분 연속 궤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전체 궤적의

static-ROI 와 dynamic-ROI 방법이 존재한다.

패턴을 원하는 응용, 즉, 출퇴근 경로 분석, 도심 인

static-ROI는 T-pattern을 구성하기 위한 전처리

구 이동 분석 등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존

기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

재한다.

(예 : 관광지, 유물, 명소) 혹은 객체들의 궤적을 분

된다.

ROI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석하여 궤적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3.3 궤적 연관 규칙 기반 알고리즘

한 ROI를 생성하고 이를 확장하는 기법이다. ROI는

본 절에서는 출발-목적지 쌍에 대한 빈도등의 특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거리 임계값을 포

징을 기반으로 패턴 추출 및 궤적 예측 응용을 수행

함하는 모든 POI에 대해 모든 방향으로 확장하며,

하는 궤적 연관 규칙 기반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

만약 ROI 주변에 frequent가 높은 궤적이 존재할 경

설명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F. Giannotti et al.의

우

연구[18], A. Monreale et al.의 연구[20], A. Lee

static-RO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으

et al.의 연구[21], L. Chen et al.의 연구[22] 마지

로써, 패턴 추출에 필요한 짧은 궤적들만을 이용하

막으로 F. Giannotti et al.의 연구 [9]가 존재한다.

여 ROI를 생성한다. static-ROI는 모든 궤적들에

ROI를

확장한다.

한편,

dynamic-ROI는

대해 밀도를 계산하고 ROI를 생성, 확장하기 때문에
가. F. Giannotti et al.의 연구[18]

많은 연산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dynamic-ROI는

F. Giannotti et al.의 연구에서는 궤적 패턴

궤적들 중 길이가 1인 궤적들을 선별하여 이를 기준

(T-pattern) 추출을 위해 기존의 연속적인 edge

으로 ROI를 생성하고, 해당 궤적들 중 연속적인 포

point를

인트를 지닌 궤적들에 한해 ROI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용하여

표현된

궤적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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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dynamic-ROI는 static-ROI에 비해 궤적의 연산량
이 적고, 필요한 궤적에 대해서만 ROI를 생성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둘째, 패턴 추출 단계에서는 ROI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ROI를 바탕으로 패턴을 추출한다. 모든 궤적
에 대해 ROI가 생성되면, 기존의 궤적을 기반으로
이와 유사한 경로를 갖도록 ROI를 연결한다. 즉, 기
존 궤적과 유사한 ROI 궤적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식 2와 같이 T-pattern을 추출한다. 이때 A와 B
는 ROI를, △t는 ROI에서 ROI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

∆
   ------------식(2)

[그림 11] T-pattern[18]

제안된 T-pattern을 이용하여 T-Pattern tree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궤적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며, ROI 생성, T-pattern 생성, T-pattern Tree
생성, 궤적 예측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ROI 생성
단계에서는 객체의 궤적들을 바탕으로 ROI를 생성

[그림 11] 은 실제 도로 네트워크에서의
T-pattern를 나타낸다. 각각의 rectangle은 ROI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ROI에서 ROI로 이동하는 이동
성, 화살표 안의 숫자는 각각 ROI를 나가는 시간 및
ROI 들어가는 시간을 나타낸다. 해당 기법은 패턴
추출을 위한 기준을 특정 도로 네트워크의 노드가
아닌 ROI 영역을 기준으로 마이닝을 수행하기 때문
에, 여행 경로 추천, 도시 간 인구 이동 등의 응용에
필요한 패턴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ROI를 기반
으로 하는 궤적을 재구성할 때, 모든 궤적들에 대해
비교 연산 및 재구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
이 높은 단점이 존재한다.

및 궤적 데이터를 이에 맵핑(mapping)하여 의미 있
는 영역의 연속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둘
째, T-pattern 생성 단계에서는 ROI 생성 단계에서
생성된 ROI를 바탕으로 궤적과 동일하게 이동하는
ROI를 연결하여 T-pattern을 추출한다. 이때 생성
되는 T-pattern은 F. Giannotti et al.의 연구[18]에
서 정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셋째, T-pattern Tree
생성 단계에서는 추출된 T-pattern들을 이용하여
접두어 트리 형태의 T-패턴 트리를 구축한다.
T-pattern tree는 [그림 12]와 같이 표현되며, 이
때 트리의 각 노드는 노드 id, ROI id, ROI 간 이동
시간의 정보 {node id, ROI id, t}, 즉, 이동 객체가
빈번하게 방문한 영역들을 나타내고 간선은 영역들

나. A. Monreale et al.의 연구[20]
A. Monreale et al.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
배터리의 한계로 인해 빈번한 위치 정보 전송이 어
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궤적 예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는 F.Giannotti[18]에서

간의 이동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궤적 예측 단계
에서는 생성된 T-pattern을 통해 새로운 객체의 궤
적과 가장 잘 매치되는 경로를 탐색하고, punctual
score기법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은 궤적을 예측 궤
적으로 검색하여 반환한다. punctual score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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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며, 오직 인접 노드와의 연결을 구성하기 때문
에, 패턴 추출 시 필요한 탐색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최소

임계값인

n-support를 기반으로 모든 객체의 궤적에 대해 필
터링을 수행하고, 임계값 이상인 궤적에 대해 노드
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Ti-List에

저장한다.

Ti-List를 통해 객체의 궤적을 저장함으로써, 패턴
추출 시 궤적들 간의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
째, 그래프 기반 마이닝 단계에서는 Ti-List에 저장

[그림 12] T-패턴 트리

된 궤적들과 mapping-graph를 이용하여 패턴을 추
궤적에서 대해 ROI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점수화

출한다. 패턴 추출은 깊이 우선 탐색(DFS: Depth

한 수치를 의미한다. punctual score에는 avgScore,

First Search) 기법을 통해 진행되며, Ti-List에 있

sumScore, maxScore가 존재하며, 각 식을 이용하

는 궤적들과 mapping graph를 비교하여 패턴을 탐

여 값을 구하고 이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값으로 각

색한다. 해당 포인트에서 갈 수 있는 인접 포인트는

궤적을 평가한다. 해당 기법은 궤적 빈도 기반의 궤

Ti-List에 존재하는 포인트로 구성되어야 하며,

적 예측이 아닌 ROI 기반의 punctual score기법을

Mapping-graph에서 만약 인접한 포인트가 다수 존

이용하여 궤적을 예측하기 때문에, 높은 경로 예측

재할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로 가기 위해 소요되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가장 짧은 포인트를 다음 포인트로 선정한

T-pattern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로를 예측

다. Ti-List와 mapping-graph를 이용하여 패턴을

하기 때문에, ROI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빈도를 가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첫째, Ti-List

진 궤적에 대해서는 경로 예측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mapping-graph를 탐색한다. 인접 리스트가 (2,2),

지닌다.

그러나

ROI만을

처음

포인트인

(1,2)를

기준으로

(2,3)의 경우가 존재하며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가
다. A. Lee et al.의 연구[21]

까운 포인트, 즉 (2,3)이 다음 궤적으로 선정된다.

A. Lee et al.의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후보셋 생

둘째, 해당 알고리즘을 재귀적으로 수행하며, (1,2)

성에 대한 연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 셋

를 기준으로 하는 패턴은 <(1,2), (2,2), (2,3),

생성 없이 시공간 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

(3,4), (3,5)>가 된다. 해당 알고리즘은 기존의 기

로 패턴을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

법과 달리 후보 셋의 생성 없이 바로 패턴을 추출하

법은 궤적 정보 리스트 생성 단계, 그래프 기반

기 때문에 연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당 기법

(graph-based) 마이닝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궤

은 도로네트워크의 인접 포인트만을 연결하여 패턴

적 정보 리스트 생성 단계에서는 모든 객체의 궤적

을 추출하기 때문에,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탐

포인트에 대해 grid 형태의 mapping graph를 구성한

색을 줄일 수 있으며, 리스트를 통해 인접 궤적 데이

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방향의 도로 네트워크와 유

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궤적 간의 지역성을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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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패턴 추출의 예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궤적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

를 예측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고 인접 포인트의 빈도만을 이용하여 패턴을 추출하

크게 마이닝 모듈과 궤적 예측 모듈로 구성된다. 첫

기 때문에, 다른 기법에 비해 패턴 추출의 정확도가

째, 마이닝 모듈에서는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패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을 추출하며, 총 4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모바일
기기로부터 수신 받은 위치 정보를 연속적인 궤적으

라. L. Chen et al.의 연구[23]

로 변환하고, 위치 데이터 측정의 오류로 판단되는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네트워크 궤적 마이닝

궤적의 outlier를 필터링한다. 궤적은 일정 시간 내

기법이 자동차에서 측정된 궤적 정보를 기준으로 마

의 연속적인 포인트로 구성되며, 궤적 속도의 최소

이닝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적지의 주변으로 궤적

임계값 을 정해 데이터 측정의 오류로 판단되는 궤

정보가 생성되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제시

적의 일부분을 삭제한다. 2단계, 시간 기반 클러스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사용

터링 기반의 forward-backward 매칭 기법을 사용

자가 소지한 실제 모바일 기기를 기준으로 궤적 데

하여 궤적들을 사용자의 특정 목적지에 따라 분류한

이터를 생성하며, 예정된 목적지와 기존의 궤적을

다. forward-backward 매칭 기법은 각 궤적 에지의

바탕으로 마이닝을 수행하여 다음 궤적의 이동 경로

노드를 이용하여 forward set(FS),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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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BS)으로 분류하고, 각 궤적의 FS, BS를 비교하
여 같은 노드가 존재할 경우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
하는 기법이다. 이 때 분류된 각 클러스터는
{(origin, destination), Tr1, Tr2, … Trm}의 셋으로
구성된다. 3단계, 각 클러스터를 grid network 환경
에 적용하여 패턴 추출을 위한 추상화[24,25]를 수
행한다. 4단계,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CRPM
(Continuous Route Pattern Mining) [26]기법을 통
해 패턴을 추출한다. CRPM은 PrefixSpan 알고리즘
[그림 15] 패턴 트리의 구성

[27]을 통해 n-support, 즉 최소 임계값을 설정하
여 1차 필터링을 수행하고 시간 임계값을 설정하여
궤적이 특정 노드를 지날 때 시간에 대해 필터링하
고 패턴을 추출한다.
둘째, 궤적 예측 모듈은 추출된 패턴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기반으로 궤적을 예측한다. 궤적 예측 모
듈은 마이닝 모듈을 통해 생성된 패턴을 이용하여
패턴 트리(pattern tree) 기반 궤적 예측 인덱스를
구성한다. 패턴 트리는 [그림 14]와 같이 연속적인
패턴의 포인트를 루트로부터 top-down 방식으로
저장한다. 아울러, 각 노드에는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갈 수 있는 확률 값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
어, 그림에서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로 갈 확률
은 3/10이며, 3번 포인트로 갈 확률은 7/10이다. 이
러한 방식으로 모든 패턴에 대해 패턴 트리를 구성
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의 궤적 및 가장 잘
매치되는 트리 상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확률이

마. F. Giannotti et al.의 연구 [9]
본 연구는 궤적 데이터 마이닝 과정 중에서 궤적
의 출발, 도착지점에 대한 빈도 및 이동 경로의 다양
성을 고려한 접근 연관성 패턴을 다루는 접근 방식
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궤적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T-Pattern, T-Flow를 생성한다.
[그림 15]와 같이, T-Pattern는 이동 객체 궤적들
이 지나는 영역(Region)에 대한 시간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T-Flow의 경우 각 구간 이동 객체 이동 빈
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
보를 이용하여 도시 간 이동이 빈번한 시간 대 및 도
로를 탐색하거나 T-Flow정보를 이용하여 구간별
이동 횟수에 대한 임계값을 정의하고 임계 값 이상
을 지니는 구간을 정체구간이라 정의하여 질의를 수
행한다.

높은 궤적을 예측 궤적으로 반환한다.

[그림 15] M-Atlas 궤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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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동 객체 궤적이 유클리디언 기반[1,10] 또는
도로 네트워크를 기반[5,9,14,18,20,22]으로 이동

3장에서 서술한 기존의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표현한다. 아울러 제안하는

이닝 기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마이닝 기법이 이러한 특징에 제한 없이 모두 적용

논문에서는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가능한 경우 두 가지를 지원한다[3,21]. 궤적의 데

분석을 위한 핵심 정보로 데이터 공간, 궤적 표현 정

이터 공간 특징은 궤적 정보를 생산하는 이동 객체

보, 이용 궤적 정보, 응용 분야, 알고리즘 복잡도, 시

종류에 영향을 받으며, 유클리디언 공간의 경우 야

각화의 6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첫째, 데이터 공

생 동물의 이동 흔적이나 지구 과학에서 사용되는

간은 2.1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기법에서 고려

관측 데이터 등과 같이 객체 이동 영역의 제한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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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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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를 포함하며, 사람, 자동차 등의 궤적은 일정

둘째, 실제 도로 환경을 고려한 궤적 데이터 마이

도로를 따라 제한된 이동을 하는 도로네트워크 공간

닝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으로 표현된다.

궤적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클리디
언 공간상에서 이동 객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5. 향후 연구 방향

도로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는 궤적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도로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 마이닝 연

기반 궤적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구가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궤적

있지만, 궤적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부족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는 궤적 데이터 마이닝

한 실정이다. 궤적 데이터 위치 좌표 표현의 경우 유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위치 정보

클리디언 공간에서는 GPS 등으로 측정된 (x, y) 좌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대량의 위치 데이터가 생산되

표를 바로 적용하여 표현 가능하지만, 도로 네트워

고, 이를 활용하는 많은 부가 응용 서비스가 활성화

크의 경우 이를 최소한의 오차를 지니도록 하는 도

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 정보를 생산하는 사용자의

로 네트워크의 에지(edge)에 맵핑하는 연구 등이

경우 자신의 위치 데이터가 제 3의 서비스 제공자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궤적의 각 시점을 나타내는

및 연구 그룹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 정

데 있어서 도로 네트워크의 에지를 이동하는 시간

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였다. 특히, 궤적

구간(duration)으로 표현할 것인지, 에지의 특정 시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궤적에 사용자

점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고 익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도로네트워크 공간에서

명 아이디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용자 궤적의 전체

이동 객체의 궤적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

이동 경로 및 패턴 분석을 통해 방문 빈도가 높은 지

고,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로 네트워크 기반 이

점을 집이나 직장 등으로 매핑하여 제 3의 정보와

동 객체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

결합하게 되면 쉽게 자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따

다.

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궤적 데이터를
퍼블리싱(publishing)

셋째, 상황 인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질의 수행

하기 전에 궤적 은닉화

을 위한 궤적 데이터 마이닝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anonymization)를 수행하여 변형된 궤적정보를 제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기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

공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즘은 궤적의 공간 정보 및 시공간 정보를 분석하여

러한 경우 궤적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궤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

데이터 마이닝에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는 위치 기반 서비스와 함께 사용자의 요구 사항 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고려하여 데이터 마이

한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위치

닝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되, 사용자의 개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

인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날씨에 따른 이동 객

기반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

체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교

적이다.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는 패턴

위치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고찰

을 확인했을 경우, 그에 따라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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