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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발 은 치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이끌었다. 재 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많은 응용 로그램들이 소개되었고, 한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치 

데이터들은 환경 인 요소 등으로 인해 오류가 많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치 데이터의 오류 검출 

 교정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다른 연구에선 인간의 이동속도가 어떠한 확률분포모델을 

따르는지 연구하 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이동속도의 분포로서 합하다고 명된 

확률분포모델  Lognormal 분포, Gamma 분포, Weibull분포를 선택하여 치데이터 오류 검출  

교정 알고리즘에 용하기 한 확률분포 계산을 제안한다. 그  일부는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기 

해 확률분포표를 제공할 것이다.

 

1. 서론

 최근 스마트 폰과 같은 휴 가 용이한 모바일 기기의 발

달은 다양한 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치 정보

를 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은 다양한 치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 데이터는 시스템 자체나 환경 인 이유로 인

해 상당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 에서 

이러한 오류들은 치명 일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검출, 교정

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과정은 비교  연산 능력이 떨

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잡한 메커니즘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를 해 우리는 모바일 기기에서 자체 으로 오류를 

검출, 교정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1].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동 속도의 확률 분포에 한 선행 

연구의 부재로 정규분포를 가정하 고, 후속 연구로 실제 

인간의 이동 속도가 어떠한 확률분포모델을 따르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이를 통해 인간의 이동속도

에 합한 몇 가지 확률분포를 도출해 내었고 우리는 그

 비교  연산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Lognormal 

분포, Gamma 분포, Weibull 분포를 선택하여 기존 오류 

검출 알고리즘에 어떻게 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에 올 섹션에서는 이 에 진행된 연구들에 해 설명

하고, 섹션3 에서는 각 분포별로 오류 검출 알고리즘에 필

요한 확률분포 계산과정들을 살펴볼 것이고,  섹션 4에서

는 Gamma 분포에서 확률분포 계산의 시를 살펴보고 

섹션 5에서 결과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먼  우리는 이동 도우를 이용하여 치 데이터 오류 

검출,  교정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1]. 치 데이터의 

형식은 < 도, 경도, 시간>으로 이를 통해 두 연속된 데

이터 투  간의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하 다 [3][4]. 그리

하여 비 실 인 가속도를 갖거나, 속도가 재의 경향에

서 격하게 변화하는 경우를 오류로 간주하 다. 재의 

경향을 반 하기 해 우리는 이동 도우 개념을 도입하

다. 그리하여 도우 내 투 의 평균속도 MA(Moving 

Average)와 표 편차 MSD(Moving Significant Interval)

를 정의하고 이동 유의 구간 MSI(Moving Significant 

Interval)인 <MA + s ⨯ MSD>를 형성하여 다음 투 의 

속도가 이 유의 구간을 넘어서면 오류로 명하 다.

 다음에 우리는 인간의 이동 속도가 어떠한 확률분포모델

을 따르는지 연구하 다.  연구진이 수집한 총 133,908,421

개의 데이터로 Kolmogorov-Smirnov Test를 통하여 어떠

한 확률분포모델이 합한지를 추론해 내었다. 결론 으로 

Pearson6, Burr, Weibull, Lognormal, Dagum, Pearson5, 

Log-Pearson, Gamma 분포 등이 비교  잘 맞는 분포로 

명되었다 [2].

3. 각 확률분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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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률분포모델을 오류 검출 알고리즘에 용하기 해

서는 매 이동 도우 내에서의 확률분포의 모수를 계산해

내고 이동 유의 구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동 유의 구간 

계산 시 신뢰구간은 95%(유의수  0.05)에 해당하는 값으

로 계산할 것이다. 연산능력이 떨어지는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하기 해 우리는 비교  계산 과정이 간단한 

Lognormal 분포, Gamma 분포, Weibull 분포를 선택하

다. 한 이동 유의 구간 계산에 복잡도를 낮추기 해, 

필요할 시에는 확률분포표를 제공할 것이다. 

 3.1 Lognormal 분포

 Lognormal 분포는  인   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의 분포를 말한다. 그리하여 Lognormal 분포의 확률

도함수(PDF)와 분포함수(CDF)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Lognormal 분포의 모수 와   는 각각 

   일 때 랜덤변수 의 기댓값과 표 편차이다. 

  1) 모수 계산

    랜덤변수 가 Lognormal 분포를 따를 때 모수 와 

는 각각,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이동 유의 구간 계산

    랜덤변수 가 Lognormal 분포를 따를 때 신뢰구간 

95%(유의수  0.05)에 해당하는 값 는

    
 

이고 여기서 는 표 정규분포에서의 신뢰구간(95%)에 

해당하는 상수 값이다.

 Lognormal 분포를 이용한 모델의 장 은 연산과정이 나

머지 2개의 분포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다.  

 

 3.2 Gamma 분포

 Gamma 분포는 감마함수인  


∞

로 구성

되어있는 분포로 각 확률 도함수(PDF)와 분포함수

(CDF)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Gamma 분포의  , 는 각각 형상모수(shape 

parameter)와 척도모수(scale parameter)이다.

  1) 모수 계산

    랜덤변수 가 Gamma 분포를 따를 때 모수 와 

는 각각,





의 연립방정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이동 유의 구간 계산

    랜덤변수 가 Gamma 분포를 따를 때 신뢰구간 

95%(유의수  0.05)에 해당하는 값 는

 

 
 

 
 

를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

기에는 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척도모수 =1인 

Gamma 분포의 확률분포표 <표1>을 제공한다 [5]. 

 우리가 원하는 일반 인 gamma 분포(≠)에서의 값을 

계산하기 해서는 표에서 찾은 값  


 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Gamma 분포를 이용한 모델은 이동 유의 구간을 계산하

는 과정에서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제공되는 <표1>

을 통해 낮은 복잡도로 계산이 가능하다.

 3.3 Weibull 분포

 Weibull 분포의 확률 도함수(PDF)와 분포함수

(CDF)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Weibull 분포의 모수 와 는 각각 형상모수

(shape parameter)와 척도모수(scale parameter)이다.

  1) 모수 계산

   랜덤변수 가 Weibull 분포를 따를 때 모수 와 

는 기댓값 와 제곱평균(Second Moment)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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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두 식을 


  







으로 연립하여 모수 와 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감

마 함수 방정식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우리는 함수 를 정의하여  되는 지 을 

bisection method를 통해 해를 구하여 모수 값을 구할 

것이다. 함수 는 다음과 같다.









 

 이 게 모수 를 구하면 Gamma 함수를 이용하여 모수 

는 비교  간단한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2) 이동 유의 구간 계산

    랜덤변수 가 Weibull 분포를 따를 때 신뢰구간 

95%(유의수  0.05)에 해당하는 값 x0.95는

   




이고 모수 k와 를 알 때, 낮은 복잡도로 계산 가능하다.

4. 시

 본 섹션에서는 인간의 이동 속도가 Gamma 분포를 따를 

때 실제 이동 평균과 이동 표 편차 값을 바탕으로 

Gamma 분포의 모수와 이동 유의 구간 값을 계산하는 과

정을 제시할 것이다. Lognormal 분포는 계산과정이 충분

히 용이하고, Weibull 분포는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계산하기에 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먼  이동 평균 속도 MA = 5.8(m/s), 이동 표 편차 

MSD = 2.1(m/s) 일 때, Gamma 분포의 모수  , 는 각

각

 


,  



이므로

 


 ,  


 

이다.

 그 다음 이동 유의 구간 계산에서 신뢰구간 95%(유의수

 0.05)에 해당하는 값 는 

 
  

인데  이는 <표 1>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표 1>에서 

  에 해당하는 값은     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 즉    이다.

 따라서 이동 도우 내의 평균과 표 편차가 각각 

5.8(m/s), 2.1(m/s) 일 때 다음 투 의 속도가 10.939(m/s)

을 넘어서면 95%의 신뢰구간에서 오류인 투 인 것으로 

명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방향

 우리는 실제 인간의 이동 속도가 따르는 확률분포모델을 

치 데이터 오류 검출  교정 알고리즘에 용시키는 

목 을 달성하고자 하 다. 먼 , Lognormal 분포의 경우, 

이동 도우가 이동할 때마다 모수를 계산하고 이동 유의 

구간을 계산하는데 별도의 확률분포표 사용 없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하 다. 반면 Gamma 분포의 

경우, 모수를 계산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동 유

의 구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감마 함수 방정식을 풀어

내야만 하므로 이 과정을 단순화하기 해 <표1>와 같이 

확률분포표를 제공하 다. 마지막으로 Weibull 분포는 모

수를 계산하는데 감마 함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를 해 

앞에서는 Bisection Method를 사용하 는데 이는 우리가 

지양하 던 높은 복잡도를 가지므로 우리의 연구에 

하지 못한 확률 분포 모델로 결론지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확률 분포 모델들을 실제로 용하여  

지속 인 실험을 해야 할 것이며 한 더 좋은 연산 능력

을 갖는 모바일 기기의 등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복잡하

고 세련된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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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
Prob.

Shape Parameter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95 0.26593 0.58044 0.82559 1.03053 1.21012 1.37235 1.52196 1.66196 1.79440 1.92073

0.55 0.60 0.65 0.70 0.75 0.80 0.85 0.90 0.95 1.00

0.95 2.0420 2.1590 2.2724 2.3826 2.4901 2.5951 2.6980 2.7990 2.8981 2.9957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0.95 3.0919 3.1867 3.2802 3.3727 3.4640 3.5544 3.6439 3.7325 3.8203 3.9074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0.95 3.9937 4.0793 4.1643 4.2487 4.3326 4.4158 4.4986 4.5805 4.6626 4.7431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0.95 4.825 4.905 4.985 5.065 5.144 5.223 5.302 5.380 5.458 5.535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0.95 5.613 5.690 5.766 5.843 5.919 5.995 6.070 6.146 6.221 6.296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0.95 6.370 6.445 6.519 6.593 6.667 6.741 6.814 6.888 6.960 7.034

3.55 3.60 3.65 3.70 3.75 3.80 3.85 3.90 3.95 4.00

0.95 7.106 7.179 7.251 7.324 7.396 7.467 7.539 7.611 7.682 7.754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0.95 7.825 7.896 7.967 8.038 8.108 8.179 8.249 8.319 8.389 8.459

4.55 4.60 4.65 4.70 4.75 4.80 4.85 4.90 4.95 5.00

0.95 8.529 8.599 8.669 8.738 8.808 8.877 8.946 9.016 9.085 9.154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0.95 9.291 9.428 9.565 9.701 9.838 9.973 10.109 10.244 10.372 10.513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0.95 10.647 10.781 10.915 11.048 11.181 11.314 141.446 11.579 11.711 11.842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0.95 11.974 12.105 12.236 12.367 12.498 12.628 12.759 12.889 13.018 13.148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0.95 13.278 13.407 13.536 13.665 13.794 13.922 14.050 14.179 14.307 14.435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0.95 14.562 14.690 14.817 14.945 15.072 15.179 15.326 15.452 15.579 15.705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0.95 16.335 16.962 17.586 18.208 18.826 19.442 20.057 20.669 21.278 21.886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0.95 22.493 23.097 23.700 24.301 24.901 25.497 26.096 26.692 27.286 27.879

20.50 21.00 21.50 22.00 22.50 23.00 23.50 24.00 24.50 25.00

0.95 28.471 29.062 29.652 30.240 30.748 31.415 32.001 32.585 33.169 33.752

25.50 26.00 26.50 27.00 27.50 28.00 28.50 29.00 29.50 30.00

0.95 34.335 34.916 35.497 36.077 36.656 37.234 37.812 38.389 38.965 39.541

31.00 32.00 33.00 34.00 35.00 36.00 37.00 38.00 39.00 40.00

0.95 40.691 41.823 42.982 44.125 45.266 46.402 47.541 48.673 49.808 50.940

41.00 42.0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0.95 52.069 53.195 54.324 55.449 56.495 57.695 58.816 59.935 61.054 62.171

<표 1>Gamma Distribution Probability with Scale Parame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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