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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운전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지도, 네비게이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는 안드로이드 OS 기준 월간 

사용량은 2013년 1월 1500만 번에서 2016년 7월 2200만 

번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1].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운

전자들의 편의에 맞춰 실시간 도로에 대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

비스로는 국가교통정보센터[2]와 다양한 온라인 네비게이

션 서비스가 있다.  

  기존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서비스들은 교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 들

은 도로 인프라에 설치된 CCTV와 같은 검지기, 제보원

에 의한 교통제보, 경찰청에서 수집한 사고 정보 등을 기

반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한다.  이 방법들로는 교통정보 

수집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세그먼트 별로 공사, 정체, 사고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운전자나 일반 사용자들의 제보

에 의해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위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용자에 의한 교통정보 제보 및 공유를 위해 확장성 위

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은 Apache Kafka[3] 와 Redis[4]를 기반으로 설계 및 구

현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제안하는 방

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방법

1. 데이터 수집

  그림1에서 운전자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음성, 텍스트, 

GPS 등을 카프카 브로커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를 서

버를 통해 MySQL 에 저장을 한다. 서버는 위치를 통해 

위치 색인을 만들고, 운전자의 위치 데이터와 같이 

REDIS에 저장한다. 카프카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접근

에 대해 확장성 있게 처리 할 수 있으며 REDIS에 각 도

로의 위치 색인 및 운전자의 위치도 색인 함으로써 서버 

응답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킨다.

▶▶ 그림 1.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도로의 실시간 돌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조

2. 위치 색인  

  그림2는 도로 세그먼트 MBR이다. 그림에서 동그라미

는 운전자의 GPS를 나타내며 네모는 도로의 시작과 끝

을 나타낸다. 그림2에서 선은 도로 세그먼트를 나타낸다. 

도로 세그먼트는 도로 번호와 도로 정보로 구성되어있

다. 도로 번호는 고유 값을 가지고 있다. 도로 정보는 시

작과 끝 위치와 정체, 사고와 같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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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도로의 형태를 싸는 최소의 사각형을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 라 부른다. MBR 

영역에 운전자의 최근 위치 데이터가 있는지를 통해 운

전자들이 어느 도로에 위치 해있는지 판단하여 3번의 제

안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기

존 MBR 구역에서 벗어날 경우 운전자 위치를 업데이트

를 한다. 또한 운전자의 각 위치에 대한 정보는 도로 세

그먼트 번호를 참조하며 세그먼트 번호를 통해 각 세그

먼트의 MBR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 그림 2. 도로 세그먼트 MBR

3. 이동체 방향 예측

  카프카를 통해 수집한 위치 데이터들이 모여 만들어진 

운전자의 궤적을 통해 운전자가 진행 하고 있는 방향을 

예측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3 에

서 운전자의 최근 이동 궤적은 칼만 필터를 통해 GPS의 

잡음을 제거한 후 현재 GPS 와 속도를 가지고 미래에 도

착할 도로 세그먼트를 선형 회귀 예측을 하며 그 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그림 3. 세그먼트 예측

 

Ⅲ. 결론  

  이 논문에서는 운전자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도로

의 돌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개

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대용량의 운전자 데이터를 

분산환경에서 수집하며, 수집한 데이터들은 가공되어 

MySQL에 저장되고 위치 색인 정보는 REDIS에 저장되

며,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 도로 세그먼트 검색 및 예측 

세그먼트 검색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응답성을 높

였다.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 Apach 

Kafka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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