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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진, 인간 이동패턴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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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내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구진이 사람들이

많 이 본 기사
인천서 여대생 목매 자살(종합)
"생전에 이런 격려 받았더라면..."
<정치권, 경복궁 영결식 `비통의 눈
故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 엄수
<盧전대통령 영결식 주요인사 대거
美육참총장 "필요하면 北과 싸울 수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패턴을 더욱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적 모델
(SLAW)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인간 이동패턴 모델은 사람들의 실제 움직임을 정확하게 묘사해낼 수 있어 신종
인플루엔자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 확산 통제나 효율적인 도시ㆍ교통망 설계 등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AIST 전자공학과 정 송(44) 교수팀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전산학과 이인
종 교수팀은 5일 2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의 주기적인 이동 패턴을 정확
히 묘사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의 대학 캠퍼스와 뉴욕 맨해튼, 디즈니월드 등 서로 다른 다
섯 곳에서 총 100명 이상의 자원자에게 GPS(위치정보시스템)를 나눠주고 226일 동
안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이들은 각 자원자가 멈춰 섰던 장소들을 2차원 지도 상에 도식화하고 이동경로를
그 위에 겹쳐 그리는 방식으로 이동 특성을 연구했다.
주요기 사

그 결과 자원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들의 군집(Cluster)에서 다양한 활동들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쇼핑과 식사, 은행 방문 등이 매우 가까운 장소
에서 연이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원자들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장소들을 방문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리적
으로 근접한 곳에서 해야 할 활동들을 군집화(Clustering)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행동특성으로 인해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은 방문장소들이 모인 군집 내에서
의 수많은 짧은 거리 이동과 군집 간의 소수의 장거리 이동이 합쳐진 형태로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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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원자재펀드 자금유입
력"
GM 구조조정 진전…노조 승인.오
급증
노
대통령 유골 봉화산 정토원
펠전
매각
안치
화제기 사
스포츠스타-연예인 커플 왜 많을까
가사노동 주부 허리부담 계산해보
뉴질랜드 남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골프매치플레이, 대박과 쪽박 사이
블로그
잊을 수 없 는 한 국전
지구 반대편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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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런 이동패턴의 근본적인 통계적 속성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하루 동안
보여주는 정규 이동 패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모델(SLAW)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실제 차량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도 특
정 장소나 거리에서의 유동인구나 교통량, 이동통신 사용자 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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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IEEE INFOCOM 2009)에서 발표했으며 물리학 분야 최고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제출한 상태다.
scitech@y 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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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선이자처 럼 받 는 저축

09'베스 트 등 산용품 국내최 저가

전립 선염 비대증 속시원 한 해결 책

애인 이원하는 연봉 1억 도달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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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만원 으로 1억 원까지 보장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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