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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ive provision of route information in subway stations is essential for not only the 

edestrian guidance but also the evacu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including natural disaster and

terrors.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ology for characterizing the pedestrian walking trajectory

patterns, which can potentially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facility

operations in subway stations. Pedestrian tracking data was collected at the Samsung subway 

station using a LiDAR-based tracking technique. Pedestrian trajector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such as pacing, lapping, stay, and inefficiency. Feature vectors were extracted toward the

reliable characterization of pedestrian walking trajectories. A heuristic classification algorithm

based on extracted features was then developed for the trajectory labeling. Approximately, 

20% of pedestrians in our dataset were identified as having abnormal trajectories.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analyzing pedestrian trajectory patterns.

Keywords: abnormal trajectory, feature vector, heuristic algorithm, labeling, pedestrian walking
trajectory

초록

도시철도 역사 내 경로안내체계는 길찾기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 내 경로안내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행 궤적 패턴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호선 삼성역을 대상 역사로

설정하여 LiDAR 기반으로 수집된 보행 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행자 배회 유형은 pacing, 

lapping, stay, inefficiency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보행 궤적 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벡터

를 도출하였다. 각 특징벡터에 대응하는 임계값 설정을 통해 보행 궤적 데이터 레이블링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자 중 약 20%가 배회 궤적을 나타낸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지하철 역사 내 보행 패턴 분석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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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울시 도시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798만 명이며, 이 중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24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eoul Open Data Plaza).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지하철 이용객으로 인해 역사 내 보행 

혼잡도가 증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행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역사 내 보행공

간 확장은 점유공간의 증가로 서비스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적절한 경로안내체계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혼잡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부적절한 경로안내체계가 제공되었을 경우, 역사 내 이용자는 두리번거리기, 헛걸음하기, 다시 돌아오기 등과 

같은 배회 행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회 보행자가 많은 지하철 역사는 길찾기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발생 시 

출입구 및 비상통로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지하철 역사 내 경로안내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전체 보행자 수 대비 배회 보행자 수를 산출하여 정량화된 값

을 제시함으로써 역사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배회 보행자 검출을 위하여 CCTV와 같은 영상 감지시스템을 이용

할 수 있으나, 감시자가 지속적으로 개별 보행자의 궤적을 추적하고, 배회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최

근 자율주행을 위한 주행환경 인지기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LiDAR 센서를 기반으로 한 보행동선 솔루션을 이용

할 경우 개별 보행자를 연속하여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DAR 기반으로 수집된 보행 궤적 자료를 이

용하여 역사 내 보행 특성을 도출하고, 경로안내체계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배회 보행자 검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보행 궤적 패턴 분석은 데이터 준비 단계, 전처리 단계, 보행 궤적 패턴 분류 단계로 구성된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는 2호선 삼성역을 대상 역사로 설정하여, 오전 첨두, 오후 비첨두, 오후 첨두에 대한 시간대별 보행 궤적 자료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 보행자에 ID를 부여하여 연속 추적이 가능한 보행 동선 솔루션을 활용하였다. 보행 

궤적 자료의 전처리 단계는 분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공간 블록화 및 구역을 정의하였으며, 이상치 제

거 단계를 포함한다. 보행 궤적 패턴 분류 단계에서는 보행자 배회 유형을 pacing & lapping, stay, inefficiency로 정

의하고, 개별 보행 궤적 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7개의 특징벡터(feature vector)를 도출하였다. 각 특징벡터에 대

응하는 임계값 설정을 통해 보행 궤적 데이터 레이블링(labeling)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도시철도 역사 내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공항, 항구와 같은 다중교통시설에 확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건설될 경전철, 광역철도 등의 역사 내 배회 보행자를 검지하고, 경로안내체계의 적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보행자 배회 특성 및 검지기준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삼

성역 내 보행공간에서 보행 궤적 조사 및 기초 자료 수집에 대해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보행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내

는 특징벡터를 도출하고, 보행 궤적 데이터 레이블링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보행 궤

적 패턴 분류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관련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공간에서 이용자의 보행 특성을 도출하고, 보행자 배회 궤적 패턴 정의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보행자 배회 특성관련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보행 궤적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구축 시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내는 특징벡터 및 임계값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다. 배회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

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논리 없이 움직이는 

행위로, 3가지의 배회 유형에 대한 MS-Patterns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Martino-Saltzman et al., 1991). 배회 

유형을 정의한 저자의 이름에 따라 MS-Patterns가 제시되었으며, random은 목적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기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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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어느 두 지점 사이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

직이는 행위를 pacing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lapping은 최소 세 지점 사이를 원형 형태를 그리며 움직이는 

행위이다. 

보행자 배회 특성 관련 연구는 Table 1에 제시한 MS-Patterns를 고려하여 배회 궤적 패턴을 정의하고, 이를 검지

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Algase et al.(2009)은 42명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보행 특성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배회 유형을 classic, moderate, 

subclinical 상태로 구분하였다. 배회 유형이 classic 상태인 경우는 특정 범위를 높은 빈도로 지나가거나, 점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rate 상태, subclinical 상태 순으로 점유 횟수 및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 구역을 높은 빈도로 다시 되돌아오는 행위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주요 보행 특성은 방향의 변화이다(Bastista 

et al., 2015). 특히, 90－180°의 연속적인 방향 변화와 동시에 4－6회 주기로 어느 두 지점 사이를 앞뒤로 움직이는 

행위는 pacing을 검지하는데 활용된다. 

 Table 1. Travel patterns of people with dementia (MS-Patterns)

Types of 
wandering

Random Pacing Lapping

Definition
Unpredictable and inefficient 
path

Back-and-forth movement 
between two points

Circular movements between, 
at least, three points

한편,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를 대상으로 배회 행동을 검지하고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Lin et al.(2012)은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배회 행동을 검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90° 이상의 

연속적인 방향 변화와 동시에 최소 세 지점 사이를 원형 형태를 그리며 이동할 경우 배회 동선으로 검지하였다. 이처

럼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예측한 궤적과 관측된 궤적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차이가 클수록 비정상

적인 보행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nando et al., 2018).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 중 

심층 콘볼루션 신경망(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보행 패턴을 분류한 연구에서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효율적으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비정상적인 보행자를 분류하였다(Gochoo 

et al., 2018). 고령 보행자는 Table 1에 제시한 random, pacing, lapping과 같은 배회 행동을 수행하여 비효율적인 

이동 동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행자의 이동 궤적과 방향에 대해 특징벡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특징벡터를 k-nearest neighbor 기법 통해 배회 행위를 검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ang et al., 

2104). 방범용 CCTV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하고 방향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범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에 Park et al.(2011)은 감시영역을 벗어난 후 다시 되돌아오

는 객체에 대한 배회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배회 행위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영상 내 객체가 동일한 블

록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수행할 때, 배회 궤적을 나타내는 블록이 3개 이상일 경우 배회 상황으로 검출하

였으며, 이를 배회검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여 보행 궤적을 유형화하

고, 궤적간 특징을 통해 배회 동선을 추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Jeong and You, 2017). 보행 궤적이 타 보행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궤적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배회 동선으로 검출 하였다.

기존 문헌 고찰 결과, MS-Patterns를 고려하여 배회 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검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연

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치매 환자의 배회 행동 검지 기준은 보다 정량화된 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보행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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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행동을 검지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감지시스템의 경우 감시자

가 지속적으로 각각의 보행자에 대해 궤적을 추적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교통 시설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보행자 배회행동을 검지하는 것은 테러와 같은 위

협적인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보행 궤적간 유사성을 통해 배회 동선을 검출한 연구

에서는 보행자가 이동하는 동안 배회 행위를 직접적으로 검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회 

유형 정의 및 궤적 내 특성 도출을 통한 정량적인 배회 검지 기준을 마련하여 배회 행동을 검출하는데 차별성이 있다. 

자료수집

2호선 삼성역을 대상으로 개찰구에서 코엑스와 직접 연결되는 연결통로 3－6번 출구 인근에서 상용화된 보행동

선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행 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솔루션은 LiDAR 센서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한 궤

적 수집 시스템으로, 개별 LiDAR 센서는 270°내에서 동선 추적이 가능하며, 센서간 검지 영역을 일부 중첩시킬 경

우 임의로 부여된 ID를 기반으로 궤적을 연속하여 추적할 수 있다(Jeong and You, 2017). 자료 수집의 시간적 범위

는 2017년 7월 12일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오전 첨두시는 7－9시, 오후 비첨두시는 14－14시 

30분, 오후 첨두시는 18－19시로 설정하였다. 보행 궤적 자료는 0.2초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x ‧ y ‧ z좌표, 방향, 속

도, 가 ‧ 감속도 등의 보행특성 자료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x 좌표, y 좌표, 방향, 속도, 가 ‧ 감속도 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가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jerk를 분석 대상 자료에 추가하였다. Jerk는 운전자의 안락감 및 주

행안정성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로(Bagdadi and Varhelyi, 2013), 본 연구에서는 역사 내 이용자의 보행안정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보행 궤적 자료 중 속도, 가속도, jerk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Table 2

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pedestrian characteristics by time

Classification
Number of 
pedestrians

Speed (m/s) Acceleration (m/s2) Jerk (m/s3)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M peak 10,235 1.18 0.27 1.15 0.81 10.49 11.55

PM non-peak  2,771 1.13 0.30 1.29 0.80 11.33 9.35

PM peak 12,109 0.98 0.41 1.30 1.02 12.97 16.62

오전 첨두시에 대해 10,235명, 오후 비첨두시 2,771명, 오후 첨두시 12,108명으로 총 25,112명에 대한 보행 궤적 

자료가 수집되었다. 오전 첨두시의 경우 평균 보행 속도가 1.18m/s로 오후 시간대에 비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특

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속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작으며, jerk의 평균이 낮아 오후 시간대보다 보행안정성이 높

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오전 첨두시에 기 ‧ 종점이 같은 경우 최단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보행 교통류가 형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오후 첨두시의 경우 평균 보행 속도가 0.98m/s로 가장 낮고, 표준편차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간 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속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높으며, 

마찬가지로 jerk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시간대별 보행 특성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

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행속도, 가속도, jerk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과에 따라 시간대별 보행 궤적 자료를 구분

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보행 궤적 패턴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 구축 시 시간대별 서로 다른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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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OVA test results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Speed

Between groups   85.899     2 42.950 471.234 0.000

Within groups 2288.783 25112  0.091

Total 2374.682 25114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0.05

1 2 3

Scheffe

PM non-peak 2771 0.983

PM peak 12109 1.131

AM peak 10235 1.181

Sig. 1.000 1.000 1.000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Acceleration

Between groups 124.746     2 62.373 90.404 0.000

Within groups 2.E+04 25112  0.690

Total 2.E+04 25114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0.05

1 2 3

Scheffe

AM peak 10235 1.1493

PM peak 12109 1.2901

PM non-peak 2771 1.3032 1.181

Sig. 1.000 0.706 1.000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Jerk

Between groups 1.E+04     2 6937.982 54.594 0.000

Within groups 3.E+06 25112  127.084

Total 3.E+06 25114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0.05

1 2 3

Scheffe

AM peak 10235 10.4967

PM peak 12109 11.3313

PM non-peak  2771 12.9642

Sig. 1.000 1.000 1.000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는 보행자 배회 궤적 유형을 정의하고 개별 보행 궤적 데이터 레이블링(labeling)을 위한 휴리스틱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앞서 언급한,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료 분석을 위한 기본 정보

를 정의하였다. 자료 전처리 단계에서는 보행공간을 일정한 셀(cell)로 블록화 하고, 보행공간 구역을 정의하는 단계

이며, 비연속적이거나 불완전한 보행 궤적을 이상치로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보행 궤적 분류 단계에서는 배회 

궤적 유형을 정의하고, 보행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벡터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별 보행 궤적에 

대해 배회 여부를 레이블링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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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ss

1. 보행 궤적 자료 전처리

1) 보행공간 블록화

본 연구에서는 보행공간을 격자형태의 셀로 구분하여 보행 궤적 자료의 좌표와 대응시켰다. 보행자는 차량과 마

찬가지로 일정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데 양쪽 어깨점 사이의 수평거리인 어깨너비를 고려하여 셀의 크기를 설정하였

다. 성인남녀의 연령별 어깨너비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 이를 

참고하여 셀의 크기는 400×400 (mm2)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보행자가 일정 범위로 지정된 동일한 공간에 다시 되

돌아오는지 또는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Table 4. The shoulder width of Korean adults by age

Age Number of measurements Average (mm) Maximum (mm) Minimum (mm)

20－24 845 382.60 463 -

25－29 692 381.70 479 314

30－34 687 378.69 453 -

35－39 643 379.07 446 -

40－49 670 376.66 439 311

50－59 579 369.59 437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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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공간 구역정의

본 연구의 분석 범위인 삼성역 지하 보행공간에 대한 구역을 구분하였다. 0구역은 대합실로 정의한 중앙공간이

며, 1구역은 지하철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 공간에서 개찰구까지의 구역이다. 2구역, 3구역, 4구역은 방향별 출입

구로 향하는 통로에 대해 시계방향으로 설정하였다(Jeong and You, 2017). 설정된 구역은 Figure 2와 같으며, 보행 

궤적 자료의 이상치 제거에 활용하였다.

Figure 2. Definition of walking area

3) 이상치 제거

보행 궤적 자료의 기 ‧ 종점 위치를 기반으로 비연속적이고 불완전한 궤적을 추출하여 이상치로 제거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보행자의 기 ‧ 종점이 출입구 접근로인 1－4구역일 경우, 대합실로 정의된 0구역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보행 궤적의 기 ‧ 종점이 0구역인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오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에 이상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0구역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 ‧ 

종점이 동일한 보행 궤적은 비연속적으로 끊긴 궤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행 궤적에 대한 패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상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보행 궤적 패턴 분류

1) 보행궤적 유형 정의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동 동선이 불규칙한 행위를 배회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Table 1에 제시한 배회 유형인 MS-Patterns를 참고하여 역사 내 보행자의 배회 궤적 유형을 Figure 3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각 셀에 표기된 숫자는 점유 횟수를 의미한다. Pacing은 두 개의 연속적인 셀을 앞뒤로 움직이는 행위

이며, lapping은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배회 유형 2는 stay로 임계값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의 셀에 머물러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회 유형 3은 보행자가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효율

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로 inefficiency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각 셀에 대해 개별 보행자의 점유 횟수 및 시간에 대

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때, 고령자 등 보행 속도가 낮은 보행자는 동일한 셀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점유

하거나, 하나의 셀을 점유하는 시간이 일반 보행자에 비해 길기 때문에 배회 궤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셀의 점유 횟수 및 시간을 이용하여 배회 유형을 분류할 경우 방향 및 속도의 표준편차를 함께 고려하여 배회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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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1: pacing

Type 1-2: lapping

Type 2: stay

Type 3: inefficiency

Figure 3. Definition of abnormal pedestrian trajectory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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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ature vector 도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행자 배회 유형 및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보행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7개

의 특징벡터와 이에 대응하는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특징벡터, 

은 보행자가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점유한 셀의 수와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셀의 수 차이를 의미한다. 기점과 종점의 각 셀을 대각선으로 연결할 경

우 이에 포함되는 셀을 이용하여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셀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임계값은 

으로, 모든 

보행자에 대해 95percentile에 해당하는 

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보행자가 초과한 셀의 수가 


보다 클 

경우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효율적인 궤적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배회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동일한 셀을 점유한 횟수를 의미한다. 90° 이상의 연속적인 방향 변화는 진행 방향에서 벗어

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Bastista et al., 2015; Lin et al., 2012), 이와 동시에 동일한 셀을 중복적으로 점유할 경우 

다시 되돌아오기와 같은 배회 행위를 수행한 보행자로 판단된다. 방향의 단위는 degree (°)로 보행 궤적 자료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산출하였으며, Figure 4에 도식화하였다. 

에 대

한 임계값 

는 동일한 셀을 점유한 평균 횟수이며, 특정 셀을 점유한 횟수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당 보행자는 제

자리로 되돌아오는 배회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Example of direction calculation



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속도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속도의 표준편차가 클 경우 가다 서기

(stop-and-go)와 같은 머뭇거리는 행위를 수행한 보행자로 판단된다. 또한, 

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

안 방향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였으며, 방향의 표준편차가 클 경우 진행방향에서 벗어난 행위를 빈번히 수행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하는 임계값 

와 


는 모든 보행자에 대해 속도 및 방향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였다. 한편, 



는 jerk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peak-to-peak jerk로 정의하였다. 역사 내 이용자의 보행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보행자를 대상으로 95percentile에 해당하는 peak-to-peak jerk인 

 이상일 

경우는 보행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및 


은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점유한 셀의 평균 및 최대 점유시간을 의미한다. 셀의 평균 및 최대 점유시간이 임계값보다 클 경우 일정 공간에 오

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 두리번거리기, 주변 탐색하기, 방황과 같은 배회 행위를 수행한 보행자로 판단된다. 


는 모든 보행자의 평균 셀 점유시간이며, 마지막으로 

는 모든 보행자의 95percentile에 해당하는 최대 점유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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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 of 7feature vectors

Feature vectors Name Definition Thresholds




Additional extra cell Difference of the number of cells occupied and 
corresponding to the shortest distance while moving 
from start to end point 







Occupancy count of cell The number of times occupied same cell by 
changing direction of 90degrees or more







Standard deviation of speed Standard deviation of speed while moving 
from start to end point







Standard deviation of 
direction

Standard deviation of direction while moving 
from start to end point







Peak-to-peak jerk Differenc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variation of acceleration per unit time







Average duration Average duration occupying a cell 





Maximum duration Maximum duration occupying a cell 


3) 보행 궤적 데이터 레이블링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삼성역 지하철 역사 내 수집된 보행 궤적 자료는 보행자의 배회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보행 궤

적 자료와 영상을 매칭(matching)하여 배회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개별 보행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각 7개의 특징벡터와 임계값을 이용하여 배회 유형 및 보행자를 레

이블링하기 위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Figur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배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비정상(abnormal) 보행자로 분류되어 1로 레이블링 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normal) 보행자

로 분류되어 0으로 레이블링을 수행하였다.

Figure 5. The heuristic algorithm for pedestrian trajectory data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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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회 유형 2에 해당하는 stay를 분류하기 위하여 속도의 표준편차(

), 셀의 평균 점유시간(


), 그리고 셀

의 최대 점유시간(

)에 대한 특징벡터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셀을 점유하는 시간이 다소 높을 경우 배회로 판

단할 수 있으나, 고령자와 같은 보행속도가 낮은 보행자는 배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회 보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속도의 표준편차가 모든 보행자의 속도 표준편차(

)보다 클 때 셀의 평균 및 최대 점유

시간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가다 서기를 반복한 보행자는 속도의 표준편차가 다소 높을 것이며, 일정 범위에 머

무르는 행위를 수행한 보행자로 배회 유형 2로 분류된다. 한편, 배회 유형 1을 분류하기 위하여 초과한 셀의 수(

), 

동일한 셀의 점유 횟수(

), 방향 표준편차(


), 그리고 peak-to-peak jerk (


)에 대한 특징벡터를 이용하였다. 개

별 보행자의 초과한 셀의 수가 모든 보행자의 95percentile에 해당하는 초과 셀 수보다 크거나, 방향의 표준편차가 

다소 높을 경우 배회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peak-to-peak jerk 값이 모든 보행자의 95percentile에 해당하는 수치

보다 클 경우 보행안정성이 낮은 보행자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동일한 셀을 점유한 횟수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유

형 1의 pacing & lapping으로 분류하였으며, 임계값 미만일 경우 유형 3의 inefficiency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1. 시간대별 임계값 비교

본 연구에서는 삼성역 역사 내 보행공간에서 수집된 보행 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벡터와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대별 보행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시간대별 임계값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오전 첨두시에 10,235명, 오후 비첨두시

에 2,771명, 오후 비첨두시에 12,109명의 보행 궤적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상치 제거 후 오전 첨두시에 7,049명, 

오후 비첨두시에 1,420명, 오후 첨두시에 6,778명의 자료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시간대별 보행 특성의 95percentile,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feature vectors by time

AM peak






















95percentile 30.00 5.00 1.56 133.75 248.65 0.40 1.80

Average 16.86 1.59 1.05 93.10 132.50 0.32 0.97

Standard deviation 11.60 4.69 0.53 28.21 175.52 0.06 2.10

PM non-peak






















95percentile 47.95 12.00 1.64 135.66 771.15 0.61 6.79

Average 17.60 3.09 1.41 72.19 210.94 0.38 1.82

Standard deviation 16.09 9.95 0.64 38.90 259.24 0.16 3.82

PM peak






















95percentile 45.00 6.00 1.62 121.96 244.96 0.46 3.00

Average 18.29 1.58 1.01 59.24 139.69 0.35 1.17

Standard deviation 16.51 5.79 0.54 30.79 95.57 0.0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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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초과한 셀 수의 95percentile (

)은 오전 첨두시에 30개로 오후 시간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전 첨두시에 기 ‧ 종점이 같은 경우 최단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보행 교통류가 형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셀을 점유한 횟수의 평균(

)은 오후 비첨두시의 경우 약 3회로 첨두시간대에 비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속도의 표준편차(

)와 방향의 표준편차(


)는 오후 비첨두시에 대해 각각 0.64m/s, 

38.90°로 첨두시간대보다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Peak-to-peak jerk의 95percentile (

)은 오후 비첨두시에 

771.15m/s3으로 첨두시간대의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셀의 평균 점유시간(

) 및 최대 

점유시간의 95percentile (

)은 오후 비첨두시에 대해 각각 0.38초, 6.79초로 첨두시간대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6을 고려하여 도출된 시간대별 임계값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Threshold values by time

Thresholds






















AM peak 30.00 1.59 0.53 28.21 248.65 0.32 1.80

PM non-peak 47.95 3.09 0.64 38.90 771.15 0.38 6.79

PM peak 45.00 1.58 0.54 30.79 244.96 0.35 3.00

2. 보행궤적 데이터 레이블링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역사 내 보행 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배회 궤적 패턴을 도출하고, normal 및 abnormal 보행자를 분

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배회 유형은 3가지로 pacing & lapping, stay, inefficiency로 구분하였다. 개별 보행 

궤적 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7개의 특징벡터 및 이에 대응하는 임계값을 적용한 보행 궤적 레이블링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오전 첨두시에 수집된 7,049명의 보행자 중 1,249명(17.72%)이 abnormal 보행자로 분류되었다. 

오후 비첨두시의 경우는 1,420명의 보행자 중 300명(21.13%), 오후 첨두시는 6,778명 중 1,731명(25.54%)으로 배

회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오전 및 오후 첨두시의 경우 배회 유형 2 (stay)를 수행하는 보행자가 가

장 많고, 유형 1, 유형 3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후 비첨두시는 배회 유형 1 (pacing & lapping)을 

수행하는 보행자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 2, 유형 3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결과에 따라 배회 보

행자의 보행 궤적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회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회 궤적 패턴을 나

타낸 일부 보행자의 궤적을 Figure 6에 제시하였다.

Table 8. Results of pedestrian trajectory data labeling

Abnormal pedestrian 
trajectory patterns

AM peak (N=7049) PM non-peak (N=1420) PM peak (N=6778)

Number of 
pedestrians

Rate (%)
Number of 
pedestrians

Rate (%)
Number of 
pedestrians

Rate (%)

Type 1 Pacing & Lapping  308  4.37 115  8.10  518  7.64

Type 2 Stay  800 11.35 111  7.82  874 12.89

Type 3 Inefficiency  141  2.00  74  5.21  339  5.00

Total 1249 17.72 300 21.13 1731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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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mple of abnormal pedestrian trajectory patterns

3. 분석결과의 활용 방안 예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역사 내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성능지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성능지표는 배회 보행자 수에 대한 전체 보행자 수의 백분율로 Equation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성능지표

의 분석 및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 (1)

여기서, Performance Index (t): 분석주기 t에 대한 성능지표

Wandering Ped(t): 분석주기 t에 대한 배회 보행자수

All Ped(t): 분석주기 t에 대한 전체 보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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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역사 내 부적절한 동선 및 안내체계가 제공되었을 경우 보행자는 배회하며, 보행궤적 자료를 기반으로 

abnormal 보행자로 분류된 보행자는 배회 보행자라는 가정이 따른다. 성능지표의 범위는 0－100 사이로 산출되며 

성능지표가 0일 경우는 배회하는 보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적절한 경로안내체계가 제공된 역사 

내 보행자는 배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성능지표가 100일 경우는 모든 보행자가 배회하

는 상황으로, 위의 가정에 따라 역사 내 경로안내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오전 첨두시, 

오후 비첨두시 및 첨두시에 대한 시간대별 성능지표는 각각 17.72%, 21.13%, 25.54%로 도출되었다. 오후 첨두시

의 경우 성능지표가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어 배회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일 보행 궤적 자료가 모

두 수집될 경우 분석주기 단위의 성능지표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삼성역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를 대상으로 성능지표를 도출할 경우, 경로안내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대상 역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시철도 역사 내 부적절한 경로안내체계가 제공되었을 경우, 역사 내 이용자는 두리번거리기, 헛걸음하기, 다시 

돌아오기 등과 같은 배회 행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회 보행자가 많은 지하철 역사는 길찾기 뿐만 아니라 재

난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AR 

센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배회 보행 궤적 분류를 통해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

구를 수행하였다. 2호선 삼성역을 대상 역사로 설정하여, 오전 첨두, 오후 비첨두, 오후 첨두시에 대한 시간대별 자

료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보행궤적 자료 전처리 단계는 어깨너비를 기준으로 보행공간을 격자형태의 셀로 구분하여 

블록화 하였으며, 역사 내 방향별 출입구에 대해 구역을 정의하였다. 또한 비연속적이거나, 불완전한 궤적에 대해 

이상치 제거를 수행하였으며, 오전 첨두시 7,049명, 오후 비첨두시 1,420명, 오후 첨두시 6,778명에 대한 보행 궤적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보행궤적 데이터 레이블링 결과, 오전 첨두시에 수집된 7,049명의 보행자 중 1,249명

(17.72%)이 abnormal 보행자로 분류되었다. 오후 비첨두시의 경우는 1,420명의 보행자 중 300명(21.13%), 오후 

첨두시는 6,778명 중 1,731명(25.54%)으로 배회 보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오전 및 오후 첨두

시의 경우 stay를 수행하는 보행자가 각각 800명(11.35%), 874명(1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비첨두시는 

pacing & lapping을 수행하는 보행자가 115명(8.10%)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회 보행자 검출을 통해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궤적 패턴 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첫째, 휴리스틱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보행 궤적 분류를 위한 특징벡터 선정 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

으며, 임계값 설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normal 및 abnormal 보행자

의 분류 정확도가 우수한 임계값을 도출하여, 보행 궤적 패턴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센서 기반 DB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배회 유형 및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행 궤적 자료를 무한히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이 구축될 경우,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과 같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배회 보행자를 검출하는 분류기 생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보행 동선 솔루션과 동시에 수집된 영상자료를 매

칭하여 보행자의 속성, 특징, 행동 등을 비교해야 한다.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보행자의 궤적을 지속적으로 추

적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배회 행동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영상 기반의 연속적

인 보행자 추적을 위한 방법론 개발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행자 배회 유형을 정의하고, 보행 궤적 패턴 분석을 통한 배회 보행자를 검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도시철도 역사 내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공항, 항구와 같은 다중교통시설에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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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향후 건설될 경전철, 광역철도 등 역사 내 배회 보행자를 검지하고, 경로안내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향후 연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

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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