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N (LSTM) 을 이용한
공공 자전거의 동적 상태 재배치 연구
- 실시간 서울 공공자전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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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스템의 확장과 비용 증가에
직면한
•

규모의 변화
2017년 4월 대비 현재는..
대여소 705개 -> 893개(↑ 21%)
자전거 5600대 -> 12,000대(↑ 53%)
**연말까지 자전거 2만대로 확장

•

이용자 변화
2015년 말 3만 4162명 이었던 회원수는
2017년 8월 23만 1259명으로 8배 상승

•

시민들은 공공자전거를 교통 복지의 가치로
볼 때 ‘흑자’라고 생각

•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필요
운영 비용을 낮추어 재정 부담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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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까지의 재배치 관련 연구
•

재배치 연구는 상태에 따라 정적・동적으로 나뉨(Nair and Miler-Hooks, 2011)

•

정적 재배치는 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T Ravivand O Kolka, 2013)

과거 대부분의 연구는 정적 상태를 간주함
현재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머신러닝을 통해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 학습 가능

따라서 동적 상태의 재배치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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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출퇴근 시간에 비어 있는 대여소가 많아 자전거를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 호소

운영자 입장에서 연결 거치로 발생하는 과다 반납은 심각한 재고 불균형을 초래

정책적으로 실수요 변화가 반영된 인프라 구축 요구

・
・
・
・
・
・
・
각 대여소에서 반납과 대여가 발생할 때, 적정 자전거 대수
대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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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대여소 실시간 상황 수집
•

직접 클릭해야 알 수 있는 대여소 상황을 4주간 매 10분 단위로 가상 클릭을 수행해 수집

•

수집 변수는 시간 ・대여소명 ・거치대 수 ・대여가능 자전거 수

•

987개 대여소에 자전거 대수는 약 1만 대(9987대)로 집계

•

하루에 약 3백만 개의 데이터가 수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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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 모형
예측 모형 RNN(LSTM: Long & Short Term Memory)
현 시점에 적용되는 A는 신경망을 의미하며 각 시점의 네트워크는 다음 순서에 기억된 메시지(정보)를 보내줌
그러나 장기 의존성 문제 해결 필요
출력
(시간, 대여소,
예측 대수)

이전 정보를

현재 작업으로 연결시켜 주므로
전후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 분석 가능

예측 시점

현 시점

그러나 그 전후 문맥을
어느 시점에서 부터 영향을 주어야
입력
(시간, 대여소,
자전거 대수)

4개의 게이트

하는지가 문제
현 시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맥락이 주는 정보의 연결 방법을
학습할 수 없게 됨

LSTM도 사슬 형태 이지만 반복되는 모듈의 구조는 하나의 신경망 층 대신 상호작용하는 네 개의 다른 층을 구성
게이트는 정보가 선택적으로 지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시그모이드, 탄젠트 함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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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 모형
예측 모형의 최적화 알고리즘 비교
•

작업자가 임의의 시점을 설정해 대여소의 자전거 대수 예측

•

자전거 대수를 예측하기 위해 RNN의 종류 중 하나인 LSTM을 이용

•

Hyper-parameter 설정 값
ü Sequential 방법
ü 최적해 탐색(Epoch) 100회
ü 전체 데이터 반복(Batch size)는 1회

상당한 예측 격차 발생!!

대략적인 추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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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자전거 대수 제시 모형
대여소의 자전거 분포 구분
•

전체 거치대 대비 운영중인 자전거 비율은
현재 약 60%

•

그러나 각 대여소 마다 상황이 다름

•

수집된 자전거 대수를 대여 빈도라고 하고
이를 확률 분포로 나타냄

•

확률 분포를 백분위수를 통해 구분해
시간에 따른 자전거 대수의 패턴 확인

•

임계 수준(Critical Level)은 재고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자전거 재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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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자전거 대수 제시 모형
동적 상태 적정 재고 수준 산정
•

해당 시점의 적정 수준(재고) 어느 정도 인지 자전거 대수로 제시

•

임계 수준(재배치 요구 수준)일 경우 제시되는 적정 자전거 대수를 산정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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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의 적합성 평가
대여소 상황 별 예시
•

실제 대여소의 임계 수준에 따라 이하・이상 상황을 평가

•

아래는 대여소의 요일 별 거치된 자전거 대수의 확률 분포 표와 그래프
Critically Low

Critical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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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의 적합성 평가
적정 자전거 대수 제시 후 분포 변화
•

적합성 평가 조건
ü 재배치 작업은 대여소 별 하루 한 번만 시행
ü 최대 재배치량은 15대 이하(배치 차량의 적재 용량)
ü 주중 날씨 조건은 양호

재배치가 실행
되었을 것으로
추정

Down
Boos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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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의 적합성 평가
모형 적용 후 분포 변화

분산이 작게
나타남

평균대수 이동

현 상황 분포

현 상황 분포

재배치 후 분포

재배치 후 분포

`

적정 수준

적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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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결론
1. 예측 대수는 시계열적 추세를 잘 반영
2. 주중/주말로 나누어 학습된 데이터 보다 요일 별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예측력 상승
3. 임계 수준에서 모델이 제시한 수준으로 재배치 작업을 했을 때 안정 상태 지속
4. 제시된 수준(자전거 대수)은 전체 거치대 대비 총 자전거 대수 비율(현재60%)에 수렴

정책적 시사점
1. 재배치 운영 및 시스템 개선으로 공공자전거 정책 지원
ü 실시간 적용
ü 대여소 별 상황에 대처
ü 시스템 확장에 따라 적용 가능

2. 수송문제를 이용해 경로를 산정한다면 비용 최적화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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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1. 예측 모형인 LSTM의 각 레이어에서 생성되는 가중값을 설명하기 어려움
2. 수집된 데이터로 실제 재배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ü 수집된 데이터는 대여소에 재배치 작업이 이뤄진 상황도 포함

3. 따라서 재배치 상황에 대한 추정과 가정이 필요

향후 과제
1. 보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학습된다면 이용자의 내적 변수(계절및 날씨 등)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
2. 적정 수준을 이용해 지수를 만들면 수준 별 각 대여소를 연결하는 최적화된 경로를
산정해 운영 비용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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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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