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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정형데이터 분석에서 문장의 분석은 다양한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고, 이

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문서 및 문장을 분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1, 2]

에서 교통량 분석에 특정이벤트에 대한 검색과 관련

하여 LSA (Latent Semantic Analysis)기법을 적용

하여 교통량 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사정보 및 

행사정보에 연관되는 문장을 판별하는 연구를 제시

하였다. 하지만, 문장을 분석할 때 특정 단어에 비슷

한 부분만을 검토하여 분석하는 부분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교통량 분석에서의 비정형데이터 분석은 

실제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이 요

구 되며, 수집된 교통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ITS에서 

정확한 교통량의 예측 및 교통량의 흐름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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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하게 되는 교통량이 환경적 요소가 적용된 

교통량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교통량을 추론하기 위하여 

환경적 정보인 비정형데이터를 검출하는데 있어서 

특정 단어 구조로 이루어진 패턴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한 문서 분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미의 비정형데

이터를 분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교통정보

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교통량 분석은 교통상황을 영상정보 

및 제보 등으로 충족하고 짧은 시간이내의 예측만이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불과 몇 시간 후의 교통량

을 예측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단순

히 전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도로 

확장 및 수요 예측 등에는 수집된 교통량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정확한 교통량 분석

을 위해서는 환경적 정보를 찾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러한 정보 중에 행사정보 및 공사정보 등은 

단시간의 교통량 증감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즉 

수집된 교통량 정보에는 다양한 환경정보가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ITS 연구에 있어서

도, 비정형데이터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정형데이터 연구에 대한 예로서 문장

에서의 핵심단어 추출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방법 [3, 4, 5]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연구에서 추출

된 문장과 단어에 대하여 다중패턴 저장기법을 적용

한다. 이 기법은 LSA와 Tensorflow의 Softmax를 

활용하여 학습하고 저장하는 기법이며, 이를 활용하

여 공사정보와 같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정보와 행사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수집된 교통량을 정확하게 분

석하고자 한다. 특히 행사 정보는 지역적 주변 정보

를 참고하지 않으면 교통량 증가에 대한 정확한 원

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행사 정보에 대한 교통량

을 적절하게 분석함으로써 수집된 교통량을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환경정보를 

참고하여 교통량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2절에서 관련연구와 3절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의 구조와 설계 방안을 4절에서는 구현 

및 평가를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한다.

2. 관련연구

2.1 Latent Semantic Analysis

LSA는 숨어 있는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Deerwester 등이 1990년에 유사도의 측정개선을 위

한 방법으로 선형 대수에 기초한 문서행렬 X에 대한 

수학적 연산으로 발견하였으며, Landauer와 Dumais

(1997)는 단어의 유사성 보다 문서의 유사성에 초점

을 두고 있다[3]. 문서의 유사성은 LSI(Latent Se-

mantic Indexing)기법을 사용하고, 단어의 유사성은 

LSA를 이용한다. 또한 문서의 유사성과 단어의 유사

성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VSM(Vector Space

Models)을 기반으로 하는SVD(Singular Value De-

composition)를 사용한다[6]. SVD는 고유값 분해

(Eigen Value Decomposition)와 같이 행렬을 대각화

(Diagonalization)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정방행렬

의 대각화와 달리 ×  의 직교행렬을 대상으로 대

각화 할 수 있다.

SVD는  의 세 개의 Matrix로 구성되며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이며  는 의 전치행렬(Trans-

pose Matrix)을 의미하고 식(2)를 만족하는  의 

고유값 (EigenValue)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Eigen

Vectors) 의 열벡터들이며,   또한 고유값 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의 열벡터들이다. 그리고 는 

의 고유값을 대각원소로 하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이다.

2.2 Tensorflow와 Softmax

TensorFlow는 Data flow graph를 사용하여 수치 

연산을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이며, 그래

프의 노드는 수치 연산을 나타내고 Edge는 노드 사

이를 이동하는 다차원 데이터 Tensor를 나타낸다.

서버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CPU나 GPU를 사용

하여 연산을 구동시킬 수 있으며, 주로 기계학습과 

Deep Neural Network 연구를 목적으로 Google의 

AI 연구 조직인 Google Brain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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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max나 Softmax Regression은 기존 Neural

Network의 출력에 Sigmoid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확률분포로 대체한 것으로 식 (2)와 같으며[7], 주로 

이미지 분석 연구[8]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2.3 신경망

신경망 또는 인공 신경망은 분류와 예측을 위한 

모형을 말하며, 반응변수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매우 유연한 방법으로 Multi-layer Feedforward

Networks가 가장 일반적이며, 전달함수로는 선형함

수, 지수함수, Logistic/Sigmoid 함수 등이 있으며,

Sigmoid 함수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최초 Random

값으로 지정된 가중치를 Back Propagation으로 갱

신하여 예측확률과 이 값에 기반 한  분류 값을 계산 

한다[9]. 현재의 신경망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s), DCNN

(Dynamic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신경망을 이용한 자연어 

분석[10] 에 CNN을 이용하거나, 소리 매칭 비용을 

계산[11] 하는데도 유용하다.

2.4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특정의 교통구간의 교통신

호를 제어하거나, 혼잡구간을 해결하는 등의 교통량

과 교통시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

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미리 결정

된 전략 및 정책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적용하며, Sensor를 이용하여 정확한 교통

량 예측과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예로는 퍼지 지능형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FITS)[12]을 들 수 있으며, 스마트 시티의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ITS기반

의 스마트 시티[13]는 교통패턴과 상황에 반응하여 

기존의 일정한 시간 간격의 녹색 표시등에서 차량의 

밀도의 수를 기준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연구되

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 시티에 활용되는 ITS시스템

을 예로 들어보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

cation)를 이용하여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무선 통신이 설치된 구급차와 교통제어기 사이에 통

신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로의 표시신호를 제어하

는 ITS 기술[14]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 시스템 구조 및 설계

제안한 시스템은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이를 교통량 예측에 적용

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예측 분석 시스템

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

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이며, 이와 관련한 시스템

의 구성은 정형데이터 분석과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3.1에서는 비정형데이

터와 정형데이터 분석에 따른 구조를 나타내며, 3.2

에서는 비정형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다중패턴 저

장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1 제안한 시스템의 개요

전체 상황인식 분석시스템에서 비정형데이터 분

석과 관련하여 Tensorflow Neural Network Module

과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를 추가한다.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는 비정형데이

터의 정보가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LSA를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된 Tensorflow Neural Network만 활용하

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LSA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저장된 학습정보의 유사도만 비교하여 관련 문장이 

선택된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Fig. 1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한 상황인식 분석시스템의 

전체 구조이다.

Fig. 1의 긴 점선 속 모듈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ITS 모듈이며, 현재 진행 중인「비

정형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예측」과제에서 

Rest 서버 및 Web Crawler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하둡 기반 빅데

이터 분석 모듈은 다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산 

저장하고 구축중인 모듈에게 안정적인 데이터 지원

을 위한 것이다. 짧은 점선 속 모듈인 FCM(Fuzzy C-

Means) Clustering 및 MFDT(Multi Fuzzy Decision

Tree)의 경우 구축 완료하여 정형데이터 분석에 사

용 되고 있다. Fig. 2는 진행 중에 있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저장소간 및 상황인

식 분석기의 Sequenc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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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연구 분야로 설정한 분야(긴 점선 안 

모듈)의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Web Crawler: Web에서의 데이터를 안정적으

로 수집하는 기능과 수집한 데이터에서 문자열을 추

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Token 단위로 최종 세분화 

하며, 하둡 기반의 빅 데이터 분석 모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정형데이터 수집에 목

적이 있다. 일반적인 Web Crawler의 경우 대부분의 

URL을 설정하지만, 본 과제 연구에서의 Web Cra-

wler는 특정 URL을 설정하여, 목적에 해당하는 비정

Fig. 1. Proposed system on Context-Aware Prediction system[15].

Fig. 2. Sequence of proposed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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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제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Ko-NLP에서 분석이 가능한 문자열 구조를 생

성한다.

- Ko-NLP(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

ing): 자연어 처리에 대한 공개 S/W로 형태소 단위

로 분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자형식의 비정

형데이터를 분해한다.

-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와 Ten-

sorflow Neural Network Module: 비정형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듈이며, 교통정보의 교통

량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3.2절에서 상세구조와 기능에 대하

여 설명한다.

- LSA Clustering: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

한 지원 모듈이며, 기존에 단독으로 사용된 부분을 

확장한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에서 문

서분류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Fig. 3은 제안하는 분야의 Usecase Diagram을 이

용하여 사용자가 예측하고자 하는 요일과 강수량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교통정보를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에 대하여 실제 운영하

는 예를 나타낸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는 Fig. 4와 같으며,

Fig. 3. Usecase diagram of proposed system.

Fig. 4. A scenario for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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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보와 행사정보를 Web Crawler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수집한 데이터를 Ko-NLP를 이용하여 형

태소 단위의 단어로 분리하고, 분리된 단어를 이용하

여 분석 테이블을 생성하게 된다. 분석된 테이블을 

바탕으로 LSA를 문장과 단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다. 분석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정형데이터화를 진

행하며, 이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량의 증감에 대한 원

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별로 교통량을 증감 조정

하여, 비슷한 행사정보와 공사정보가 예측되는 날에

는 이와 유사한 날짜의 교통량을 분석하여 제시함으

로써 더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

3.2 다중패턴 저장시스템  

다중패턴 저장시스템은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

의 개념을 결합한 형태로 문장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듈과 이 모듈을 통하여 생성된 그룹을 학

습하여 1차 패턴을 저장하게 되며, 여기서 1차 패턴

은 여러 단어의 연관관계로 구성된 초기 분류이며,

각 그룹은 다시 문장 분류를 통하여 세분화 되고 이

것을 학습하여 저장하게 되는데 이를 2차 패턴 저장

이라 한다. 마지막 n 차 패턴까지 저장이 되면 패턴 

저장은 완료가 된다. 이후 특정의 문장에서의 문자 

빈도수를 계산한 Table을 각 패턴에 매칭 함으로써,

현재의 문장이 어느 패턴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

다. 1차 패턴저장부터 n차 패턴저장까지의 의미는 지

도학습으로 진행되고, 최종 검토하고자 한 문장의 의

미를 해석 할 수 있다.

다중패턴 저장시스템의 구성은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와 Tensorflow Neural Network

Module이며, Unstructured Data Group Separator는 

LSA를 이용하여 n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분할이 완료되면, 분류된 그룹으로 Ten-

sorflow Neural Network Module에서 기계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Fig. 5는 다중패턴 저장시스템의 구

조를 나타낸다.

Fig. 6은 다중패턴 저장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나타

내고 있다. 알고리즘은 LSA를 이용한 문서분류를 시

작으로 진행되며, 단어 빈도수를 이용한 테이블이 완

성되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

Fig. 5. Multi-Pattern storage architecture.

Fig. 6. Multi-Pattern storag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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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Frequency)로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게 된다.

계산된 Matrix를 이용하여 특이값을 계산하고 계산

된 특이값을 이용하여 대각화를 진행하고 이를 이용

하여 그룹을 차원의 수만큼 분류하게 된다. 분류가 

종료하면, BPNN(Back Propagation Neural Net-

work)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이 완료되

면 학습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1차 패턴 

저장이다. 1차 분류 및 학습이 완료되면, 추가 분류가 

필요한지 확인 후 2차 분류 작업과 학습이 이루어지

게 되며, 이것이 2차 패턴 저장이다. 현재 설계는 3차 

패턴 저장까지 구성하고 있으나, 다층구조로 계속 분

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분류를 시도하게 되며,

분류 종료 판단은 데이터의 수량(행의 수량)으로 판

단한다. 데이터의 수량은 기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

이 있고, 더 이상 학습에 의미가 없는 수량을 분류 

종료로 인식한다.

4. 구현 및 평가

4.1 문서 분류 및 분석 테이블 구현

구현에서는 2,510의 단어에 대한 문서의 유사도 

값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에 해당하는 문서를 학습 

결과 값으로 지정 한다. Fig. 7은 31개 문서에 대한 

정보이며, 이러한 문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에 대

하여 토큰으로 분류를 하며, 분류된 토큰을 바탕으로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여 Table을 생성한다.

Fig. 8은 Fig. 7의 문서를 대상으로 Matrix를 만든 

예를 나타내며, LSA에 사용된 TF-IDF는 제외하고 

순수 단어에 대한 각 문서의 빈도수를 계산하였으며,

크기는 2510*31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단어가 추가 

되거나, 문서가 추가될 때 별도의 값을 수정하여야 

하며, Tensor Type에 맞게 Reshape를 하여 기계학

습에 적용하였다.

4.2 ITS의 비정형데이터 구현

Fig. 9는 차원별 Normalization 값을 나타내며,

Fig. 8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LSA 분석을 한 것이며,

Fig. 7. Examples of applied documents. 

Fig. 8. Example of transi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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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은 문서 번호를 나타낸다. 차원 값 즉, 분해된 

특이값, Scalar값의 증가에 따라 그래프의 값이 다르

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저차원에서의 Scalar값이 

작으나, 상대적으로 단어의 횟수가 동반되어 문서 1,

2, 3에서는 1차원의 Normalization값이 2차원보다 높

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교통량 평균값을 

추정하고자, 기존연구에서 비정형 데이터(공사정보,

행사정보 등)를 분석하기 위하여 LSA 기법을 사용

하였다. LSA기법은 TF-IDF를 적용하여 문서에서

의 단어 빈도가 적은 값을 높은 값으로 설정하여, 자

주 반복되는 단어 빈도수를 줄이는 형태이며, 이러한 

분석 방법은 문서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보다 희귀단

어에 대해 민감한 값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들 희귀 

값에 해당하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행에 해당

하는 값을 높여 상대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단어를 

가진 문서의 값을 줄이는 효과를 이용하여 유사한 

문서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차원의 의미는 3가지의 다른 

의미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차원 시각에서는 문서 1, 2, 4, 10, 14, 17, 19, 20,

24, 30번이 가장 유사한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2차

원 시각에서는 9, 14, 17, 19, 30이 유사한 문서로 볼 

수 있으며, 3차원 시각에서는 1, 8, 10, 15, 20, 29번의 

문서가 비슷한 문서로 판단 할 수 있다.

실제 Fig. 10과 같이 세 그룹에 대한 단어의 우선

순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4.3 Tensorflow 구현

Fig. 11은 Tensorflow를 이용하여 작성된 전체 프

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출력 값으로 Softmax를 이

용하고, 학습에 Gradient Descent Minimize알고리

즘을 사용하였고, 비교는 Entropy를 이용하였다. 그

림에서 각 변수와 적용된 Operation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며, 각 Node에 대한 Input과 Output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학습을 진행한 내용이며, 시스템 여건을 

고려하여 GPU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CPU를 사용하

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값을 31*2510으로 설정

Fig. 9. Example of classification of 3 groups of unstructured data.

Fig. 10. Example of word priority fo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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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값은 Tag값을 적용하며, 전체 데이터 중에 

15개의 행을 학습하고 16개의 행을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와 는 입력 값으로 선형식   에

서 와 를 추정하게 되며, 회귀를 통하여 구하여진 

와 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학습이 종료되

면, 학습된 와 를 사용하여 를 계산하고 분류하게 

된다.

Fig. 12의 Cross_entropy는 학습에 사용된 입력값 

와 값에 대한 와 를 계산하고 이후 검증 시 추정

된 와 값을 바탕으로 값을 구하여 비교하

는 기준으로 Back propagation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값으로 Update한다. Train은 학습에 사용

된 데이터 변수를 나타낸다. Correct prediction은 학

습 결과에 대한 일치 여부를 간단히 True/False로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에서는 총 31개 문서

를 대상으로 다층 구조의 마지막 번째를 실험 하였으

며, 실험 문서가 부족하여 상위 층 실험은 진행 하지 

못하였다.

4.4 평가

평가는 마지막 패턴 저장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모집단 Set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2000∼1000

개 이상의 문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1차 패턴에

서 3개 혹은 4개의 그룹으로 300∼250개의 문서를 

추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2차 패턴 저장을 진행한

다면 더 정확한 실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 31개

Fig. 11. Example of Tensorflow implementation.

Fig. 12. Learning progress and cross entropy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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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서로 실험을 진행하여 가장 하위 패턴의 저장을 

실험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 하위 패턴 저장

의 경우 그룹간의 중복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실험에

서는 Table 1과 같이 그룹을 추정 할 수 있었으며,

4, 3, 2개의 그룹 순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축소한 

예이다. 4개 그룹에서 3개 그룹으로의 축소는 문서번

호 14, 17, 19, 30이 D1과 D2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결합하였으며, 3개 그룹에서 2개의 그룹 역시 

비슷한 구조로 결합하였다.

실험에서 31개의 문서데이터를 적용한 것은 LSA

를 이용한 그룹 분할은 가능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학습의 의미는 적합

한 기울기와 편차를 저장하는 것으로 학습의 데이터

가 작으면, Over-fitting이 발생하여 학습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다양한 그룹으로 분할하고 이것을 학습하는 것에 무

리가 없지만, 다중패턴 저장방식은 하위 그룹으로 이

동할수록 문서의 수가 감소하게 됨으로, 학습의 적정

성을 위하여 그룹을 통합하여 최대의 학습을 유도 

하여야 함을 이번 실험에서 알 수 있었고, 문서가 가

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도출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3은 순서대로 2, 3, 4 그룹의 정확도-왼쪽 

와 (bias)-오른쪽 값을 나타낸다.

정확도에 있어서는 2그룹이 가장 정확하며, 최대 

80%에서 평균 73%가 계산되었으며, bias값은 기울

기와 달리 편향을 볼 수 있는데, 적당한 편향으로 

Over-fitting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3그룹과 4그룹의 경우 3그룹은 bias값이 

너무 획일하여 편향이 심한 것으로 보이며, 4그룹의 

경우 상당한 편향과 마치 2개의 그룹인 것처럼 보이

며, 마지막 패턴 저장은 작은 그룹으로 결합하여 하

는 것이 기계학습 및 문서분류 면에서 바람직 할 것

으로 생각한다.

Fig. 14는 순서대로 2, 3, 4그룹의 정확도와 (가중

치)에 대한 값의 예이며, 5,000번 학습을 기준으로 진

행 하였다. 실제 하위 그룹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로 

샘플수가 적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Over-fitting이 빈

번하게 일어나지만, 최소한의 그룹 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정확도는 낮은 편이지만,

최소 샘플을 50개 이상으로 유지 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교통량을 추론하기 위하여 

정형데이터인 교통량 정보와 환경적 정보인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량을 추정하는 것이며, 특히 

비정형 데이터를 검출하는데 있어서 특정 단어 구조

로 이루어진 패턴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한 문서 분

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미의 비정형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교통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예측 시스

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 

처리 기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능형 교통 정보 

시스템, ITS에 적용한 예를 논하였다.

기존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도 

ITS에 적용하여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

여 ITS에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를 크게 교통 구간의 

정량적 값을 나타내는 정형데이터(교통량, 교통시간 

등)와 환경정보로서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

데이터(공사정보, 행사정보 등)로 크게 구분하였다.

비정형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주

간단위 또는 일간단위로 증가한 교통량에 대하여 보

편적 교통량의 증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비정형데이터인 행사정보를 검토하였으

Table 1. Combining groups of substructures

Division Four Groups Three Groups Two Groups

D1
1, 2, 4, 10, 14, 17, 19,

20, 24, 30 1, 2, 4, 9, 10, 14, 17, 19,

20, 24, 30 1, 2, 4, 8, 9, 10, 14, 15, 17,

19, 20, 24, 29, 30D2 9, 14, 17, 19, 30

D3 1, 8, 10, 15, 20, 29 1, 8, 10, 15, 20, 29

Remaining

Documents

3, 5, 6, 7, 11, 12, 13, 16, 18,

21, 22, 23, 25, 26, 27, 28, 31

3, 5, 6, 7, 11, 12, 13, 16, 18,

21, 22, 23, 25, 26, 27, 28, 31

3, 5, 6, 7, 11, 12, 13, 16, 18,

21, 22, 23, 25, 26, 27, 28, 31

Unit: Docum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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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행사정보에서 지역적 정보 및 날짜 등의 정

보를 추정할 수 있도록, 특정 그룹으로 분석하여 더 

정확한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문서에

서 단어의 빈도수만을 이용한 의미 분석은 단지 특정 

단어가 많거나, 특정 특이 값이 있으면, 특정단어의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여러 그룹으로 분할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특정 문서가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 그룹의 의미를 지도 학습하는 

다중패턴 저장기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실험을 

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다중패턴 저장기법 중 하위 

패턴 저장에 대하여 실현가능성과 그룹 축소를 통한 

학습의 적절성과 문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도

출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행사정보의 데

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1차 패턴 저장 및 2차 패턴 

저장에 대한 추가적 실험이 어려웠고, 이에 대하여 

최소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행사정보를 더 정확하게 분류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a) (b)

(c) (d)

(e) (f)

Fig. 13. Example of accuracy and bias in the groups. (a) (c) (e) accuracy of group2, group3, and group4 and (b) 

(d) (f) bias of group2, group3, and grou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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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정형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턴저장의 추가적 실험과 실험 

시 예상되는 Over-fitting 회피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모집단의 Set의 수도 더 많이 확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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