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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eal with suggestion of  

effective traffic information transfer methods using 

voice broadcasting when traffic information are 

transferred by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PEG service. We apply TPEG service, which is 

used for collecting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also 

we implement the GPS for identifying the drivers 

spot. We suggested traffic information selection 

method by distance and a weighted traffic 

information with their testing algorithm. 

I. 서론 

  

  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는 많은 지

역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정보의 양이 방 하여 운 자는  운행에서 필요

한 교통정보를 얻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따

라서  운행에서 요구되는 교통정보의 실시간 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졌다.[1][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으로 TPEG 디지털 문자방송에서 송출되는 교통정보를 

수신한 후 현 운행에 필요한 교통정보만을 추출하여 실

시간으로 전달한다. 그 방법으로는 기존의 도로명과 윈

도우기반을 혼합한 방안[1]을 이용하되, 운전자의 운행 

경로를 중심으로 가중치를 두어 그 효율성을 높이는 알

고리즘을 사용한다.

II. 본론

2.1 기술설명

  TPEG은 실시간 교통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여 국제 

표 의 하나인 TPEG XML 형태로 장 리하고, 이

를 이진스트림 형태로 DMB를 포함한 디지털 방송망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TTI 시스템으로, 기존의 RDS-TMC(Radio Data 

System-Traffic Message Channel)의 한계를 극복하여 

높은 데이터 율을 가지며, 디지털 송 매체에 합하

다.[2] 한 DMB 방송환경에서  TPEG을 사용하면 사

용자 단말기에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아

도 되는 장 이 있다.[3] 이는 TPEG에서는 치정보로 

ILOC 방법[4]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ILOC 방법을 사용하여 송받은 TPEG 정보가 최

경로상의 정보인지의 단은 허용각도 계산방법[5] 등

을 사용하여 결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2.2 기존의 알고리즘

  기존의 혼합방안 알고리즘은 도로를 자주 변경할 경

우와 정체지 이 많을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도로기

반 치 추출 방안을 사용하면서 근 한 교차 에 

도우방식을 사용하는 혼합 치 추출 방식이다.

  기존의 혼합방안 알고리즘은 문제지역의 수가 약 

140개가 넘어갈 경우 처리율이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문제지역의 수가 증가하더

라도 처리율이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기 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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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3 거리를 이용한 알고리즘

  거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운행자가 정체 정보를 

알아도 피할 수 없는 X단계에 이르기 에 주변 교통

정보들을 선택하여 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6]이다. 

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링크 31에 운 자가 속한 경

우 운 자가 재 속해 있는 링크 31을 상  거리 0으

로 하고, 차량 방의 최  노드인 16과 맞닿은 링크 

23, 26, 27을 

  

그림 1. 거리를 이용한 방안

상 거리 1로 둔다. 그리고 상 거리 1인 링크에 맞닿

은 노드 15, 12, 17의 다음 링크인 25, 22, 30, 18, 15, 

19, 24, 32, 28을 상 거리 2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상 거리가 3까지의 링크의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2.4 가 치를 이용한 알고리즘

  가 치를 이용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혼합방안 알고

리즘을 이용하되 운행에 보다 요한 교통정보 순으로 

가 치를 두어 계산한다. 가 치는,  상기에서 사용한 

거리를 이용한 방안에 상 거리에 따라 가 치를 두는 

방안이다. 상 거리가 1, 2인 지 은 X단계에 이르기 

에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가 치 1을 두고, 상 거

리가 3인 정보는 가 치 0.5를 둔다. 그리고 상 거리

가 4 이상인 링크는 가 치 0.2를 둔다. 여기에서 가

치란, 시스템 구  시 음성 달 시간 간격을 말하며 

<시간 간격 = 1/가 치> 의 값을 갖는다.

  아래 그림 2는 기존의 혼합방안 알고리즘과 거리 그

리고 가 치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처리율을 비교한 결

과이다. 

  아래 결과를 통해 교통정보 처리 시 기존의 혼합방

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 치

를 두어 계산한 알고리즘의 교통정보 처리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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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처리율 비교

Ⅲ.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교통방송의 TPEG 서비스에 

의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달하기 한 효율 인 

교통정보 처리 알고리즘에 해 제안하 다. 그 방법

으로  차량과의 상 거리를 이용하되 일정한 상 거

리 이내의 교통정보만을 처리하는 방법과 기존의 혼합

방안 알고리즘을 이용하되, 상 거리에 따른 가 치를 

두어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효율성이 증

가됨을 확인하 다.

  차후 다양한 도로교통 상황에서 교통정보의 처리의 

효율성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 치 값 결정을 

한 방안 연구  실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 인 

성능 평가  개선은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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