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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정보서비스에서 정확한 통행량과 통행속도를 산출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제공되는 GPS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지만, 통신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GPS 데이터를 제공하는 Probe 차량으로부터 제

한된 GPS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GPS 데이터로 인

하여 손실되는 링크들을 상정보와 결합시켜 복원시킨 후, 통행 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이

를 용한 S시의 T 교통정보서비스는 이 보다 더 정확한 통행량  통행 속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In order to calculate accurate traffic and traffic speed, qualified and sufficient GPS data should be provid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ide accurate traffic information using restricted GPS data from probe vehicles because of communication costs. This 

paper developed a algorithm that recovers links omitted by restricted GPS data with topology information, and calculate traffic 

speed with original links and recovered links. T traffic information service of city with a new algorithm can provide more accurate 

traffic and traffic speed than the origi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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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기반 기술과 그와 연 된 다양한 기술들의 

엄청난 발 을 기반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정

보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하여 “정부 3.0“ 서비스

를 시작하 다. 이는 국민들에게 지 까지 축 된 공

공정보를 효율 으로 달하기 하여 Open API 기

술,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의

미 있는 정보를 달하기 하여 구축된 개방된 서비

스 임워크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

용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다양한 서비스

들을 제공해 왔으며, 그 표 인 서비스 의 하나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서비스이다

[1]. 지능형 교통 체계 서비스는 시민들이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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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등과 같은 공공 교통수단이나 자가 차량을 이용

하여 시내 주행을 하고자 할 때, 재 교통의 흐름을 

제공해주는 교통정보서비스와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

는 버스들의 출·도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BIS (Bus Inform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되며, 이 

서비스들은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별도의 고유 서비

스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 최근에는 민간 기업

이나 개인들이 이와 같은 제공되는 공공정보를 활용

하거나 자체 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에 한 활용

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교통 정보 

서비스들에 한 가장 요한 선택 기 은 정보의 정

확성과 시성이다. 시에 정확한 교통 정보를 달

하기 해서는 재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이동 데

이터를 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획득

된 데이터들에서 유효한 교통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

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

집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 동안 지연된 차량의 이동 

데이터를 제공 받는 환경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통

행 시간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제공되는 

교통 정보의 정확성과 시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정보를 지도에 매칭하는 알고리

즘들과 매칭 된 정보를 기반으로 통행 시간 추정 알

고리즘들에 한 련 연구를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

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의 통행 시간 측 정

확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개선

된 알고리즘에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며, 마지막으

로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하여 알아본다.

Ⅱ. 련연구

2.1. 지도매칭 알고리즘

GPS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되는 차량의 실시간 

치가 확인되면 그 치를 자 지도상의 링크나 노드

에 정확하게 매칭하는 알고리즘 [2-3],[9-10]이 필요

하다. 이는 측정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하

여 노이즈나 오차 정보 등을 제거하기 해서이다. 지

도 매칭 알고리즘은 크게 기하학  정보 기반 방법, 

지형 구조 기반 방법, 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  수 있으며,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

는 경우도 있다. 기하하  정보 기반 방법으로는 

Point-to-point 매칭 알고리즘, Point-to-curve 매칭 

알고리즘, Geometric curve-to-curve 매칭 알고리즘 

등이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등이 많아 지

형 구조  상 정보를 히 혼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8]. 를 들어 P와 Q포인트를 가지

고 있는 A 링크에서 Q 포인트를 기 으로 B 링크와 

C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 C 링크는 재 사용되지 않

는 링크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GPS 정보가 C링크와 

B링크에 혼재되어 나타날 때, 재 이동 인 차량은 

B 링크 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하게 함으로써 

GPS 정보의 오차를 여나가는 방법이다. 그림 1은 

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선된 Point-to-curve 매칭 

알고리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상정보를 이용한 개선된 Point-to-curve 
매칭 알고리즘

Fig. 1 Improved point-to-curve matching algorithm 
using topology information

최근에는 퍼지 (Fuzzy) 이론[4] 이나 패턴 인식에 

사용되는 신경망 (Neural network) 이론 [5]을 용한 

매칭 알고리즘도 나오고 있으며, 치 측정 센서를 어

떤 형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집 , 분산,  혼합 방

식 등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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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행 시간 추정 알고리즘

획득된 GPS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정제 과정을 거

친 후, 매칭 알고리즘을 통하여 정확한 치 정보들을 

산출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시내의 각 링크(구간) 

별로 재의 교통량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의 이

동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추정하는 통행 시간 추정 알

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통행 시간 추정 

알고리즘에는 과거 로 일 근법, 시계열 모형 산

출법, 신경망 이론을 활용한 방법, 동  통행 배정 모

형 활용법  Traffic 시뮬 이션 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6]. 

과거 로 일 근법은 통행량  통행시간에 

한 과거 로 일이 얻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제로 

하여, 장래의 통행시간 측을 해 과거의 통행시간

의 평균값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단순

하게 구 이 가능하나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최근도로 여건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 을 가

지고 있다. 시계열 모형 산출법은 시간 순서 로 수집

된 통계 측 데이터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실제 값

만을 이용하여 시간 순서 로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시계열 모형의 

성능을 좌우한다.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회

기 방법과 이동평균 모형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기반

으로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과 VARMA (Vector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 등이 고안되어 활용되고 있

다. ARIMA 모형은 UTCS (Urban Traffic Control 

System)  고속도로의 통행시간 측에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VARMA 모형은 도로망을 구간화하고 

구간 도로망 간의 상 계를 고려하는 다변량 시계

열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신경망 기술을 이용하는 방

법은 교통 흐름에 한 패턴을 인식하여 그 패턴의 

통행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이  데이터를 학

습을 수행한 후, 통행시간을 측하기 때문에 이에 

한 트 이닝 과정이 쉽지 않는 문제 이 있으며, 복잡

도가 증가할수록 연산시간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

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동  통행배정 모형은 시

간에 따라 달라지는 교통 수요 변화를 모형이 규정하

는 시간 범  내에서 연산을 수행하여 통행시간을 산

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통형 배정 모형은 다시 

크게 정  모형과 동  모형으로 나  수 있는데, 정

 모형은 이용자 평형, 시스템 최  모형, 유 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측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  통

형 모형에는 다시 기술  모형과 규범  모형으로 나

 수 있다. 마지막으로 Traffic 시뮬 이션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 으로는 

이산시간 (Discrete Time)․이산사건(Discrete Event) 

모형, 미시 ․거시  모형  확정  (Deterministi

c)․확률  (Stochastic) 모형 등이 있으며, 부분의 

시뮬 이션 모델들은 이산시간 모형을 기 로 하고 

있으며, 확률  모형  미시  모형의 범주에 포함되

고 있다[6].

2.3. 교통정보서비스의 개요

․소규모 이상의 도시 기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교통정보서비스 시스템은 GPS를 장착하고 

있는 택시나 버스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달 받고, 통

행 시간 측을 수행한다. 버스는 지정된 경로만을 운

행하는 제약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도로들에 한 통

행시간 추정을 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운행 

특성상 통행 시간 정보의 오차가 크다는 문제 이 있

다. 이에 비해 택시는 실측 통행 시간 정보와 유사한 

통행 시간 추정이 가능하나 정보 수집의 도가 버스

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문제 이 있다. 그래서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하고 보완 으로 상 검지  루  검지 시스템을 

히 혼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들의 통행량  통행 

시간에 한 정확도를 높이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지만, GPS 데이터를 제공해  수 있는 택

시나 버스 등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만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7]. 이에 비해 민

간 기업은 택시와 버스 이외에도 자체 인 Probe 차

량의 운행과 택배, 유조차 등과 같은 별도의 차량 등

과의 계약을 통하여 통행량과 통행 시간을 실시간으

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S사에서는 일일 2～3

만  규모의 Probe 차량들을 운용하여 정확도가 제일 

높다가 평가되는 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Ⅲ. 시스템의 분석  개발

3.1. 시스템의 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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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시에서는 재 T 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

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통행량과 통행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S시의 교통정보서비스는 크게 도시고속도로, 시

내권역, 외부권역 등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

고속도로와 외부권역은 각 리기 으로부터 가공된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시내권역은 민간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어 Probe차량 (택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획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 S사의 

T서비스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림 2는 

S시의 통행속도 수집 황으로 주황색과 녹색은 각각 

도시고속도로와 외부권역을 의미하며, 란색은 본 논

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내권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S시의 통행속도 수집 황
Fig. 2 The status of gathering real-time travel time of 

city of S

S시의 T서비스의 통행 속도가 다른 서비스에 비하

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으로 GPS 데이터를 제공하는 차량의 

수가 민간기업 S사의 최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S시에서 3만  규모의 민간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GPS 데이터를 제공받기로 하 으나, 주간에는 

1/9 수 이고 야간에는 최  1/3 수 에 해당하는 

Probe 차량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주간에는 택

시의 이용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Probe 차량의 운

행 수가 1/9 수 에 머무르고 있으며, 야간에도 역시 

최  1/3 수 으로써 2～3교 라는 근무 여건과 련

이 있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

둘째, 통신 요  문제로 인하여 Probe 차량에서 넘

어오는 데이터가  단 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10

 단 로 15건만을 모아서 데이터를 송하는 형태

이다. 이는 통행량  통행시간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가 일정 시간 지연되고 있으며, 삭제된 일부 GPS 데

이터로 인하여 자 지도의 일부 링크는 매칭 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제 이동 거리의 일부가 삭제되는 문

제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산출되는 통행량  통

행속도의 부정확성을 야기하고 있다.

3.2. 결손 된 링크 복원 알고리즘

앞 에서 언 한 첫 번째 문제 의 경우에는 산 

확보라는 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여건이나, 두 번째 문제 은 삭제된 GPS 데이터로 

인하여 매칭되지 못하고 결손되는 링크들을 복원시켜

서 체 이동 경로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면 산출되

는 통행량과 통행 속도의 부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은 제한된 정보에서 넘어오는 GPS 데

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통행량  통행 속도를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나

타내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제한된 GPS 데이터 기

반으로 구성된 시계열 모형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상 정보를 결합하여 결손 된 링크들 에서 가장 

근 한 링크들을 후보 링크로 선정하여 복원한 후, 이

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통행량  통행시간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3. 개선된 통행시간 산출 알고리즘
Fig. 3 Improved algorithm for calculating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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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주황색 부분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부

분이다. GPS 데이터가 제한 으로 공 되기 때문에 

락되었던 링크들 에서 기존 링크와 연결을 시키

기 하여 후보 링크를 선정하는 기 은 표 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표 1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체 이동 

경로의 진행 방향에 한 방 들을 각각 추출한 후, 

결손 된 링크들에 매칭 될 수 있는 링크를 자 지동

에서 추출하여 매칭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

하게 되면 체 경로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정확한 이동 시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define ToRadian(degree) ((degree)*(PI/180.0f))
#define ToDegree(radian) ((radian)*(180.0f/PI))

double angle = ToDegree (a tan2(x2-x1,y2-y1)
if(angle<0) angle += 360 

표 1. 진북 기  각도 계산
Table 1. Calculating degree with true north

특히, S시의 경우에는 100m 이내 짧은 링크가 다

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락되었던 링크들을 복원

하고 그에 한 통행 속도를 산출하게 되면 실제 통

행 속도에 근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락된 링

크를 복원하 을 때, 복구되는 짧은 링크들을 나타낸 

것이다. 란색 원은 획득된 GPS 데이터들이고 Link 

2는 측정된 GPS 데이터에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된 링크 으나, 개선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복원되

어 산출되는 통행 속도의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그림 4. 락된 Link 2의 복원
Fig. 4 Recovery of omitted Link 2

Ⅳ.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용하기 까지 

S시에서 제공되는 T 교통정보서비스의 정확도는 정

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

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시행

된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측정된 통행 속도와 기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산출된 통행 속도는 그림 5와 

같이 상당한 오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테

스트는 G문에서 S역 구간을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8시 55분 사이에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한 

통행 속도를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으로써 란색 선

은 실제 측정된 값이며, 빨간색은 산출된 추정 통행 

속도를 의미한다.

그림 5. 기존 통행 속도 산출 알고리즘과 실 데이터의 
차이

Fig. 5 Average error between real data and existing 
algorithm

그림 6. 개선된 통행 속도 산출 알고리즘과 실 
데이터의 차이

Fig. 6 Average error between real data and improved 
algorithm

개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하여 S시에서 교통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G구의 Y

역에서부터 출발하여 O 로를 거쳐 Y구, D구, G구를 

지나 S구의 W아 트로 돌아오는 41km의 이동 경로

를 3회에 걸쳐 테스트를 수행하 다. 그림 6은 그 실

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빨간색 실선 부분은 개선된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통행 시간이며, 란색 선은 실

제 주행을 통하여 측정된 통행 속도이다. 장 조사 

평균 속도가 27.7km/h으로 측정되었으며, 개선된 알고

리즘을 통하여 산출된 평균 속도는 27.9km/h로써 약 

0.2km/h의 오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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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 까지 S시에서 제공하는 T 교통 정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은 이동 경로의 일부가 삭제된 GPS 

정보를 이용해서 맵 매칭을 진행함으로써 체 이동 

시간을 추정하기 한 경로에서 다수의 결손 된 링크

가 발생하고, 결손 된 링크들로 인하여 체 이동 거

리 간의 이동 추정 시간이 부정확한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공익 목 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요한 기 은 정

확성이다. 그 지만,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기

업의 특정 서비스와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산을 투입하여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더라도 산 투입에 한 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인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시에서 제공하는 T교통정보서비스의 정

확도를 개선하기 하여 제한된 GPS 데이터로 인하

여 락되었던 링크들을 상 정보를 활용하여 복원

하여 기존 링크에 결합하여 통행 속도를 산출함으로

써 기존 시스템에서 제기되었던 정확도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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