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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진, 인간 이동패턴 모델 개발
베스 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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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

"전염병 통제, 도시ㆍ교통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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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학

국내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

• 전기·전자·통신

하는 패턴을 더욱 정확히 묘사할 수

3억짜리 아파트 27억에 낙찰?

있는 새로운 통계적 모델(SLAW)을

디스와 호올스의 슬픈 호황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인간 이동패

화해ㆍ통합ㆍ평화의 나라로 ..

턴 모델은 사람들의 실제 움직임을 정확하게 묘사해낼 수 있어 신종 인플루엔자

전·현정부 두 총리의 弔詞 ..

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 확산 통제나 효율적인 도시ㆍ교통망 설계 등 다양한 분야

검은색 조문패션 물결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결식에서 M B는 무슨 생각

구진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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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전자공학과 정 송(44) 교수팀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전산학과 이
인종 교수팀은 5일 2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의 주기적인 이동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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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묘사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 캠퍼스와 뉴욕 맨해튼, 디즈니월드 등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총 100명 이상의 자원자에게 GPS(위치정보시스템)를 나눠주고 226
일 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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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 자원자가 멈춰 섰던 장소들을 2차원 지도 상에 도식화하고 이동경로를

이번에는 1000만
원대 주택 나..

그 위에 겹쳐 그리는 방식으로 이동 특성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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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원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들의 군집(Cluster)에서 다양한 활동

임신 중 적정체중은?

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쇼핑과 식사, 은행 방문 등이 매우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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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연이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녹차성분, 백혈병 치료에 효과

• 그래픽뉴스

자원자들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장소들을 방문하는 빈도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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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에 대해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리
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해야 할 활동들을 군집화(Clustering) 한다"고 설명했다.
닛케이 텔레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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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특성으로 인해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은 방문장소들이 모인 군집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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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많은 짧은 거리 이동과 군집 간의 소수의 장거리 이동이 합쳐진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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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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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런 이동패턴의 근본적인 통계적 속성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하루 동
안 보여주는 정규 이동 패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모델(SLAW)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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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을 이용하면 실제 차량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도
특정 장소나 거리에서의 유동인구나 교통량, 이동통신 사용자 수 등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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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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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SLAW 모델은 공중보건 당국의 질병 전파 및 통제 연구나 도시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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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 설계, 통신 사업자들의 이동통신망 설계 등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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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IEEE INFOCOM 2009)에서 발표했으며 물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 '피지컬 리
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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