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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행 연구에서, 성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이 되는 인간의 이동 패턴을 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인간의 치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그 인간의 성격을 측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 이다. 인

간의 치 데이터에 따른 성격 데이터를 유추하기 해 BPN알고리즘을 사용했다.

1. 서론

   
  인간의 행동을 측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많다. 시간, 

개인의 성격,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선

행연구에서 성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측

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1]. 이번에는 반 로 사람의 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격을 측하는 방법을 연구

할 것이다.

  선행 심리학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이동패턴은 각 개인

의 성격에 향을 받는다고 한다. 를 들면 외향 인 인

간은 내향 인 인간보다 외출을 선호할 것이다 [2]. 역으

로, 사람의 치 데이터 결과가 일반 인 사람들의 치 

데이터 결과보다 외출 빈도가 높으면, 그 사람의 성격 데

이터는 외향 이라고 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심리학  표  방법은 많이 있

지만, 우리는 성격 표 방법에 하여 가장 일반 으로 많

이 쓰이는 BFI(Big Five Inventory) [3]를 이용할 것이다.

  다음 2장에서는 앞에서도 언 했던 성격요소인 BFI에 

한 간단한 설명을 할 것이며. 3장에서는 BFI를 이용한 

행동 측 알고리즘의 구성 설명과, 변수의 결정 과정, 그 

실험  결과를 보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해

당 연구의 개선 방향과 연구의 방향에 해서 언 하게 

될 것이다.

2. BFI(big five inventory)

   

 성격의 개인차를 나타내기 해, 성격심리학자들은 다양

한 모델을 연구해왔다. 그  McCrae와 Costa가 주장한 

이론을 BFI라 한다. 

 BFI는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요인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심리학 모델로서, 인간의 성격을 각 요인마다 수를 부여

하여 나타낸다. 때문에 이 특징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쉽게 

데이터를 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BFI의 5 요소로는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열정 (Extraversion), 동조성(Agreeableness), 신경성(Neuroticism)

이 있으며, 인간의 성격을 5가지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런 5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인간의 성격을 수치화 시켜 

나타낸다. 이 값은 해당 성격 수가 낮을수록 0에 가깝고 

높을수록 5에 가까운 수를 다.

 

3.  BFI의 용

 BFI가 수치데이터로 변형하기 쉬울지라도, 실제로 각각 

인간의 BFI 성격데이터와 이동데이터를 비교하여 용시

키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인간의 각 BFI 요소에 따라 치 

데이터 가 치 값이 변화 한다 가정하고, 각 BFI가 변화

할 때 치데이터 변화 양상을 용했다 [4].

 성격 데이터 BFI의 각 요소들은 서로 직교성

(orthogonality)을 만족한다 [5]. 직교성이라 하면, 두 개 

이상의 변수 간 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변수간의 

계가  계가 없을 때 ‘직교’한다고 한다. 비슷한 의

미로 ‘독립’이라고 한다. 각 성격의 요소가 치 데이터에 

미치는 향 한 직교 성을 만족해야 하므로, 성격 요소

가 치 데이터에 향을 주는 것 한 직교성을 만족

집 학교 교회 산

Openness
0 + 0 +

Conscien‐ 
tiousness + - + +

Exraversion
0 0 - +

Agreeable‐n
ess 0 + + 0

Neuroti‐ 
cism + 0 - -

<표 1> BFI값에 따른 치데이터 변화 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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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학교 교회 산 Openness Extraversion Conscien‐ 
tiousness

Agreeable‐ 
ness Neuroticism

1 0.6 0.5 0.3 0.3 0.62 0.669 0.74 0.568 0.64
2 0.6 0.5 0.45 0.45 0.74 0.62 0.669 0.74 0.568
3 0.6 0.5 0.15 0.15 0.54 0.62 0.669 0.74 0.568
4 0.6 0.5 0.15 0.45 0.64 0.718 0.669 0.74 0.568
5 0.6 0.5 0.45 0.15 0.64 0.515 0.669 0.74 0.568
6 0.6 0.75 0.45 0.45 0.64 0.62 0.76 0.74 0.568
7 0.6 0.25 0.15 0.15 0.64 0.62 0.56 0.74 0.568
8 0.9 0.5 0.45 0.3 0.64 0.62 0.669 0.84 0.568
9 0.3 0.5 0.15 0.3 0.64 0.62 0.669 0.64 0.568
10 0.6 0.75 0.15 0.15 0.64 0.62 0.669 0.74 0.674
11 0.6 0.25 0.45 0.45 0.64 0.62 0.669 0.74 0.46

<표2> 성격 요소에 따른 치 데이터 가 치 샘  데이터

해야 할 것이다.

 <표 1>은 각 BFI요소에 따른 치 데이터 결과 변화양

상을 직교 성을 만족하도록 디자인 한 것이다. 아직 성격 

데이터와 치 데이터 간에 뚜렷한 향 계를 알 수 없

으므로, 이 표의 성격과 치 계 데이터는 가정하여 나

타내었다. 각 성격 요인의 수가 해당 요소의 평균 성격 

수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가 나는 정도에 

따라 치 데이터가 변화한다. 를 들어 만약 신경성

(Neuroticism)수치가 높을 경우, 외출을 싫어하는 성격을 

반 하여, 실내 활동인 ‘집’에 정 인 향을 주고, 반

로 외출 활동인 ‘산’과 ‘교회’의 가 치 값을 감소시킨다

[6][8]. 

4.  실험

 치 데이터에 따른 성격 데이터 결과 값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다. 우선, 치 데이터와 성격 

데이터를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고, 둘 간의 계를 함수

의 정의에 따라 X, Y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

법에는 단 이 있는데, X, Y 즉 치와 성격간의 계를 

악하기 해 복잡한 연결 인과 계를 악하고 있어야 

한다. 함수로 분석하는 방법 이외에, 패턴 분석 알고리즘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패턴 분석 알고리즘은 어떠한 

상에 해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특정한 패턴이라 분석

해주는 알고리즘으로서, 표 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가 있다. 패턴 분석알고리즘은 함수를 이

용한 방법과는 다르게 X, Y간의 계를 악할 필요 없이 

학습된 정보에 따라 확률 인 결과를 도출해 다. 이런 패

턴 분석 알고리즘의 특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 

데이터와 성격 데이터의 계를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이

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BPN(Back Propagation Network)알고리즘을 

이용하며, 입력 노드는 총 4개, 출력 노드는 총 5개로 정

의하여 사용하 다. 앞의 입력 노드 4개는 각 치 데이터 

값을 받고, 뒤의 5개의 값은 샘  데이터의 출력 노드에 

들어갈 값으로서 성격의 변화에 해당하는 성격 데이터를 

출력 값으로 받는다. 그리고 학습시킨 BPN에 하여 

치 데이터를 입력 노드에 4개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성격 

데이터 5개가 출력 노드에서 출력될 것이다.

 BPN을 사용한 이유는 성격과 치간의 계를 악하기 

해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BPN이 가장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PN과 비슷한 DBN(Deep 

Belief Network)이 있으나, DBN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 형식이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7]. 반 로 BPN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양식이 

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치 데이터를 통하여 성격 

데이터를 추론할 때는 BPN이 제일 하다고 볼 수 있

다. 

 <표2>은 입력데이터의 시를 나타낸다. 각 행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는 BFI 값을 가지고 그에 따른 치데이터 확

률 값을 가진다. 각 은 BFI는 각 성격 요소 하나씩 높

고, 낮음의 특징을 가지는데, 입력되는 성격 데이터 값은 

BFI에서 제공하는 성격의 성향 분포도에 따른 것이다. 성

격의 성향은 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첫 은 평균의 성격 

값을 나타낸다. 만약 성격의 분석결과 Extraversion부터 

순서 로 0.62, 0.74, 0.669, 0.568, 0.64의 성격을 가진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모든 요소에 걸쳐 평균의 성격을 가진

다는걸 나타낸다. 2~ 11번째 은 각 BFI값 요인들의 표

 분포 상 상  10%, 하  10%를 나타낸다. 를 들어, 

두 번째 의 경우 높은 외향성을 나타내는데, 외향성을 

나타내는 Extraversion의 값이 0.718로 평균의 성격을 나

타내는 1번째 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성격 값에서 Extraversion값이 0.718이면 상

 10%의 외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왼쪽의 노드에 설정될 치데이터의 경우 1에 가까울수

록 해당 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0에 가까울

수록 존재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도록 설계했다. 를 

들어 <표 2>에서 ‘집’의 치 데이터 값이 0.6이고, ‘학교’

에 해당하는 치 데이터 값이 0.75라면, 그 사람은 ‘학교’

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상징한다. 이 값은 확률 값이 

아닌 가 치 값으로서 확률이 높다는 걸 나타내지만, 확률 

자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각 치데이터는 <표 2>의 첫 

번째 의 데이터를 기 으로 하여, <표 1>의 각 성격에 

따른 치 데이터 향 성향에 따라 <표 2>의 각 성격별 

치데이터 값이 변화하게 된다. 만약 해당 성격에서 특정 

치데이터 값이 정 일 경우, 그 치데이터는 기 이 

되는 평균 성격 일 때의 치데이터에 해 1.5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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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학교 교회 산 Openness Extraversion Conscien‐ 
tiousness

Agreeable‐ 
ness Neuroticism

1 0.6 0.5 0.3 0.3 0.643 0.620 0.667 0.742 0.568
2 0.6 0.5 0.45 0.45 0.727 0.627 0.656 0.751 0.558
3 0.6 0.5 0.15 0.15 0.537 0.612 0.678 0.729 0.574
4 0.6 0.5 0.45 0.15 0.651 0.704 0.690 0.719 0.584
5 0.6 0.5 0.15 0.45 0.635 0.533 0.645 0.763 0.552
6 0.9 0.5 0.45 0.3 0.652 0.596 0.700 0.802 0.589
7 0.3 0.5 0.15 0.3 0.630 0.642 0.633 0.669 0.542
8 0.9 0.5 0.45 0.3 0.652 0.596 0.700 0.802 0.589
9 0.3 0.5 0.15 0.3 0.630 0.642 0.633 0.669 0.542
10 0.6 0.75 0.15 0.15 0.634 0.635 0.644 0.763 0.656
11 0.6 0.25 0.45 0.45 0.649 0.604 0.689 0.719 0.475

<표3> 치 데이터로 유추된 성격 데이터 결과

치 값을 가진다. 반 로 부정 인 향을 가지고 있을 경

우, 평균 성격 데이터에 해 0.5배의 값을 가지게 된다. 

를 들면, <표 1>에 따르면, Extraversion은‘교회’에 부정

인 향, ‘산’에는 정 인 향을 다. <표 2>에서 4

번째 은 높은 Extraversion을 나타내는데, 평범한 성격

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의 데이터에서 ‘교회’에는 부정

인 향을 주어 50% 감소한 값인 0.15를 주었고, 마찬가

지로 ‘산’에는 정 인 향을 주어 0.45를 가지게 된다.

Openness Conscien‐ 
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 

ness Neuroticism

1 0.003 -0.002 0 0.002 0
2 0.087 -0.013 0.007 0.011 -0.01
3 -0.103 0.009 -0.008 -0.011 0.006
4 -0.009 0.061 0.023 0.034 -0.023
5 0.013 -0.072 -0.023 -0.032 0.025
6 0.011 0.021 0.084 -0.021 0.016
7 -0.005 -0.024 -0.087 0.023 -0.016
8 0.012 0.031 -0.024 0.062 0.021
9 -0.01 -0.036 0.022 -0.071 -0.026
10 -0.006 -0.025 0.015 0.023 0.088
11 0.009 0.02 -0.016 -0.021 -0.093
<표 4> 유추된 성격 데이터와 평균 성격 간의 차이 값

5. 결과  분석

  실험을 시행하기 해 <표 2>의 입력 데이터를 BPN알

고리즘에 학습 시켜야한다. 그리고 이 게 학습한 BPN의 

입력노드에 임의의 치 값을 입력하여, 치 데이터에 따

른 성격 데이터 학습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표 2>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BPN에 하여, 

입력한 치 데이터에 따라 분석된 성격 데이터 값을 나

타낸다. 이 경우 입력한 데이터 값은 <표 2>에서 있는 샘

데이터 입력 데이터와 같은 치 데이터를 입력 하

다. 입력한 치 데이터 값이 임의의 수치가 아닌 이유는 

이 연구는 아직 ‘가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치 데이터 정

보가 있으면 검증을 할 수 있겠으나, 아직 충분한 치데

이터가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2>에서 사용한 치 

데이터 값을 사용한다.

  <표 3>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출력 값의 경우 <표 2>

의 평균 성격과 비교하여 성격의 어느 요소가 크게 반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를 들어 <표 3>의 4번째 의 데

이터를 보면 성격 수가 (0.651, 0.704, 0.69, 0.719, 0.584)

이고, <표 2>의 평균의 성격 수는 (0.64, 0.62, 0.669, 

0.74, 0.568)이다. 이 두 개의 성격 수를 비교하면, 1번째 

요소의 수가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번째 성격 

요소는 Extraversion으로 집, 학교, 교회, 산 순으로 (0.6, 

0.5, 0.45, 0.15)의 치 가 치를 가지면 Extraversion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표 4>는 <표 3>에서  나온 성격 데이터 결과 값에 

하여, 평균 성격 수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특정 성격 요

소의 수치  값이 작을수록 그 성격 요소는 평균의 성

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 로 성격의 값이 차이

가 클수록 해당 성격의 값은 평균 성격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양수면, 해당 성격 요소는 평균의 성격보

다 높은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반 로 음수일 

경우에는 해당 성격의 경향이 낮은 것이다. <표 3>에서 

입력한 치 데이터의 값은 각 성격 요소별 한 개의 향

만을 고려했으므로, <표 4>의 값들은 1번째 을 제외하

고는 한 개씩 높은  값을 가져야한다. 1번째 의 경

우, <표 2>의 평균의 성격에 해당하는데 차이 값이 0.002

인데 이 수치는 충분히 오차 값 이내이다.  성격 데이터 

값은 약 0.07 정도의 표  편차 값을 가지므로, 0.07에 근

한 오차를 가진다면 그 성격의 성향이 평균보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를 들어 <표 4>의 4번째 의 경우 

Extraversion값이 0.084로 높다. 따라서 4번째 은 

Extraversion이 높은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Agreeableness는 –0.021인 작은 값으로 오차 값 

이내이다.

 <표 5>는 <표 4>의 내용을 보기 쉽게 그래 로 바꾼 

모습이다. X축 성분은 성격 BFI를 가리키고, Y축 성분은 

평균 성격일 때의 각 BFI 수와 차이 값을 나타낸다. 

를 들어 ‘높은 개방성’의 경우 검은 막 기가 높은데 이는 

Openness을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 성격보다 개방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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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추된 성격 데이터와 평균 성격간의 차이 값을 나타낸 값.

6.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하 다. 성격의 요인과 

치 데이터가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보

다 정확한 검증을 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이

고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확성을 검증할 

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 나타난 가능성을 검증하기 

하여 좀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기 해 데이터를 계속 수

집 이다.

 한 우리는 마르코  연쇄모델을 용할 계획이다. 지

의 결과 데이터는 오직 시간 데이터와 성격 데이터가 변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동데이터는 이  상

태에도 향을 많이 것이다. 를 들어 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상태 이에 

한 모델인 마르코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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