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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교통정보를 이용 시 상대적으로 품질이 취약한 지
방지역의 빠른길 및 통행시간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Hadoop기술
을 이용하여 교통데이터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처리한다. 특히,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대
로 수집되지 않는 지역의 도로 속도 정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고객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위치 데이
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자지도 기본 속성값을 실시간 통계 데이터로 교체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지역의 경로 품질 및 경로 탐색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많은 
양의 GPS 위치정보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오픈소스프로젝트인 Hadoop플랫폼 환경에서 빅데
이터 처리용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고가의 RDBMS를 대체하는 효과와 시간 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 서론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 이 활성화되고 핸드폰 화면

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용 내비게이션이 발 하 다. 스마

트폰 용 내비게이션은 특히 모바일 통신 환경이 제공되므

로 교통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경로탐색이 가능해져 빠른

길 안내에 한 서비스가 고도화 되어왔다. 그러나 이용자

가 늘어남에 따라 빠른길  통행시간 품질에 한 개선 

요구가 늘어났다. 특히 교통정보가 제 로 수집되지 못하

는 지방 지역의 경로 품질 하로 지방지역 사용자의 불

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 로 수집되지 않

는 지역도 고객으로부터 올라오는 치 데이터를 활용하

여 패턴 교통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반 하여 빠른길  

통행시간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 다.

  그동안 고속도로나 역시 교통정보 생성용으로만 활용

되고 버려지던 GPS데이터들을 BigData분석 도구인 

Hadoop을 이용하여 지방지역의 패턴 교통정보로 축 하

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시

간 경로탐색시 기존에 자지도 기본 속성값만 이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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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고객이 통행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값에 

좀더 가까운 도로 소통정보를 경로탐색 기본정보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지방지역의 품질이 좀 더 개선될 수 있

도록 방안을 제시하 다.

2. 련 연구

  2.1 경로탐색 시스템 사례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서비스는 운 자가 출발지와 

목 지를 입력하면 양 노드 사이의 도로 링크를 탐색하여 

소요 시간이나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으로 Dijkstra 와 A* 알고리즘 등이 주로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Dijkstra 알고리즘

  Dijkstra 알고리즘은 네덜란드의 컴퓨터과학자 에츠허르 

Dijkstra의 이름을 딴 알고리즘이다. Dijkstra 알고리즘은 

어떤 간선도 음수 값을 갖지 않는 방향 그래 에서 주어

진 출발 과 도착  사이의 최단 경로 문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Dijkstra 알고리즘은 한 정 에서 

다른 모든 정 으로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 

  Dijkstra 알고리즘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시작 정 에서 가장 인 한 정 을 찾는다.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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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며, 최단거리가 알려진 정 들

의 집합을 S라 한다.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은 정  에

서 시작 정 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정 을 찾고 이 새로

운 정 은 집합 S에 바로 이웃한 정 들  하나가 된다. 

그 정 까지 거리는 최단거리이며, 그 정 을 집합 S에 

포함하게 된다. 새로운 정 이 없을 때까지, 즉 모든 정

이 집합 S에 포함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IJKSTRA (G, w, s)
INITIALIZE SINGLE-SOURCE (G, s)
S ← {}     // S will ultimately contains vertices of final 
shortest-path weights from s
Initialize priority queue Q i.e., Q  ←  V[G]
while priority queue Q  is not empty do
    u  ←  EXTRACT_MIN(Q)    // Pull out new vertex
    S  ←  SU {u}     // Perform relaxation for each vertex 
v adjacent to u
    for each vertex v in Adj[u] do
        Relax (u, v, w)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1> Dijkstra 알고리즘 의사코드 [2]

  2.1.2 A* 알고리즘

  Dijkstra 알고리즘은 목 지의 방향에 계없이 모든 방

향의 노드를 모두 탐색하는 비효율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 제시된 알고리즘이 A* 알고리즘이

다. A*알고리즘은 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출발노

드에서 목 노드까지의 잔여 경로비용의 ‘최소 추정치

(lower bound estimator)'를 이용하는 것으로 탐색 노드의 

선정에 있어서 Dijkstra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출발지와의 

거리 이외에 목 지까지 직선거리 h를 추가하여 선정한

다. 이로 인해 목 지에서 멀어지는 노드에 한 불필요한 

계산을 여 체 인 검색 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물론 A* 알고리즘은 Dijkstra 알고리즘에 비해 직선

거리 h를 계산하기 한 추가 인 계산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unction A* (s,t)
  CLOSED list := the empty set
  OPEN list := {s}
  g(s):=0, f(s):=h(s):=h_calc[s,t]
  while OPEN list is not an empty set
    Cur_Node := Extract_Min f(OPEN list)
    if Cur_Node := goal
      return Best_Path
    remove Cur_Node from OPEN list
    add Cur_Node to CLOSED list
    each neghbor node N of Cur_Node
      if CLOSED list ∍ N
        continue
      else if OPEN list ∍ N
        calculate g(N),h(N),f(N)
        relaxation (N, Neighbor in OPEN list)
        else
          calculate g(N),h(N),f(N)
          Cur_Node & add N to OPEN List
return fail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2> A* 알고리즘 의사코드[4]

   2.2 내비게이션용 경로탐색 엔진 고찰

   2.2.1 내비게이션용 경로탐색 엔진 개요

   내비게이션을 한 경로탐색 로그램은 핵심 알고리

즘 이외에 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이 추가된다. 처리 

과정은 사용자의 출발지, 목 지 등을 자지도에 매칭하

여 정확한 해당 도로네트웍의 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좌표만 갖고 자지도 링크 탐색은 할 수 없다. 정확한 링

크번호를 알아야 경로탐색 엔진에서 탐색을 진행할 수 있

게 된다. 한 도로상황 등을 반 한 Cost값을 구한다. 후

처리 과정은 추출된 경로 결과 값에 한 부가정보들을 

추가로 추출하는 기능이다.

 <그림3> 일반 인 내비게이션 경로탐색 처리 과정[5]

  2.2.2 교통정보 반  탐색

  교통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경로탐색은 기존 경로탐색 

알고리즘에 교통정보 가 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그림4>

는 교통정보를 Factor로 경로탐색을 하는 것을 표 한 그

림이다. 실제로는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복잡하

고 다양한 가 치를 활용하여 탐색하게 된다.

   <그림4> 교통정보 Cost를 활용한 빠른길 탐색 [6]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 주어진 도로 상황 하에서 Cost

가 최소가 되는 도로들을 찾아 최종 경로를 생성하게 되

며, 교통정보반  경로탐색의 Cost는 도로의 상황을 시간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교통정보반  경로탐색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실에 합한 가 치 Cost를 만들어내는 일이며, 기본이 되

는 Cost는 교통정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교통정보 속

도를 활용하고, 교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도

로의 등   차선수, 제한속도를 활용하여 Cost를 만든

다.

  2.2.3 휴리스틱 값(가 치) 반  경로탐색

 교통정보  가 치 반  경로탐색 방법은 <그림5>와 

같다. 기존의 경로탐색 엔진은 도로 기본정보만 갖고 경로

탐색을 했다고 하면 센터 기반 경로탐색엔진은 교통정보 

 다양한 가 치 등을 사용하여 탐색한다. 처리 과정은 

도로정보, 교통정보, 다양한 가 치를 계산하여 링크별 

cost  time을 산출해낸다. 이 값을 기 로 경로탐색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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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로탐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탐색된 경로의 Link 

List와 통행시간과 거리가 output으로 나오게 된다.[5] 

 

<그림5> 교통정보  가 치 반  경로탐색 방법.[5]

경로탐색 Cost계산 방식은 경로탐색을 한 VC(Virtual 

Cost)는 다음과 같다

Link VC = (기본통행시간 × 도로등급 × 시설물 × 링크속성) 

          + 거리 + 회전 + 연속회전 + 진출입 가중치 등

3. 기존 실시간경로탐색 시스템의 이슈

  3.1 실시간 경로탐색 시스템 개선 필요성

  기존 교통정보를 활용한 빠른길 경로탐색 시스템은 교

통정보가 주로 수집되는 수도권이나 역시, 고속도로 주

변의 경로는 품질이 높으나 그 외의 지역, 특히 지방의 국

도, 지방도 지역의 경로 품질이 하되는 경우가 많다. 지

방지역의 도로 통행속도 계산 값은 기존의 자지도 도로 

속성 default값을 사용하므로 정체지역 발생시 품질이 

하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지역의 교통정보 수집은 

앞으로도 여의치 않아 개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러한 지역은 링크 통행속도가 Map Default 속성 값을 이

용하므로 정체시에도 비교  빠른 통행시간을 보여 다.  

국도는 60km, 지방도는 50km등의 기본 속성값을 사용한

다. 교통정보가 수집이 안되는 지방시의 시내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Map Default값을 사용하는데 더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교통정보는 워낙 범 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앞으로도 수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3.2 경로  통행시간 품질 이슈

<그림6>은 교통정보 수집지역과 미수집지역을 통과하는 

경로에 한 내용이다.

      

    <그림6> 교통정보 미수집지역 경로탐색 이슈

  교통정보 수집지역을 통과하는 ①번 경로가 도시고속도

로를 통과하므로 미 수집지역을 통과하는 ②번 경로보다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나 ②번 경로가 거리가 가까움으로 

상습 정체지역을 통과하더라도 검색엔진에서 ②번 경로를 

추천경로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교통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지방지역 경로는 근본 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4. 개선방안  시스템 제안

  4.1 교통정보 반  방식 개선 제안

  이동통신 서비스용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고객의 단말

로부터 많은 양의 GPS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다. 기존의 교

통정보 수집 시스템은 역시/고속도로/수도권  일부 국

도 등 교통정보 수집 네트웍이 있는 지역만 수집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버려졌다. 

  개선 방안으로 GPS 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지역 

패턴 교통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교통정보 수집 상 이외 지역의 GPS 치 데이터는 실시

간 교통정보로 활용할 수 은 안되지만 일정시간 축 하

여 수집하게 되면 통계정보인 패턴교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패턴교통정보를 경로탐색에 활용하게 되면 

상 으로 취약한 지방지역의 경로  통행시간 품질 개

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해 실시간으로 

GPS 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으로 용량데이터를 분

석 처리할 수 있는 Hadoop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4.1.1 GPS 치 정보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 방법

  그동안 GPS 치 정보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 방법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표 인 방법으로는 교

차로 심에서 다양한 오차를 고려한 버퍼를 생성한 후 

해당 버퍼를 통과하는 GPS포인트의 시 을 교차로 통과

시간으로 단하여 각각의 시간 차이로 통행시간을 산출

하는 방법이다.[7]

        

   <그림7> GPS방식의 통행시간 추정 개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량의 GPS 치정보를 확보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단말기에 수집용 네트웍이 있어 교통정보를 생

성한 후에 센터로 링크별 속도정보만 보냈었으나 통신 방

식의 발달로 GPS 치 정보를 센터로 보내어 맵매칭을 센

터에서 하여 일  생성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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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8>GPS 치정보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체계도[8]

   4.1.2 경로  통행시간 품질 개선 아이디어

  그동안 버려져왔던 교통정보 수집네트웍이 없는 지역의  

GPS 치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지역 링크 패턴 교통정보

로 활용하는 방안에 한 구조도는 <그림9>와 같다.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GPS 치 정보를 Hadoop

기술을 이용하여 패턴 교통정보로 생성하여 경로탐색용 

자지도의 도로 default 속도정보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그림9> 지방링크패턴교통정보 활용방안

  4.2 Hadoop을 이용한 개선 시스템 아키텍처

  수백만명이 사용하는 실시간 GPS 데이터는 기존 

RDBMS로 처리하기에는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도로 속성  고객 통행시간 데이터만 추출해서 자지도 

링크에 매칭하는 기능을 Hadoop을 이용하여 설계 구 함

으로써 시간  비용 단축할 수 있다. <그림10>은 

Hadoop기술을 이용하여 궤  필터링, 맵매칭과 링크별 소

통패턴정보를 생성하는 세 단계의 개념도이다.

  <그림10>Hadoop을 이용한 링크패턴정보 생성 방안

  GPS 치정보는 서비스별로 수집이 된다. 1단계 궤  필

터링 단계에서는 서비스별로 구분된 치궤 을 지역별

(도엽별),도로별로 필터링  분류한다. 방 한 양의 궤

을 Hadoop Map Reduce Task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2단

계 속도생성에서는 GPS궤 을 맵매칭 기법을 이용하여 

링크별 속도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3단계 링크패턴 생성은 

2단계에서 생성된 링크별 속도정보를 시간 별 도로별 링

크패턴으로 통계처리하여 최종 으로 지방지역 패턴교통

정보 DB에 장된다. 이 패턴교통정보 DB는 주기 으로 

경로탐색 서버의 경로탐색용 맵 DB에 송되어 지방지역

을 경유하는 경로탐색시 활용된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 로 수집되지 않는 

지방지역에서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GPS궤  데이터를 

Hadoop환경과 MR기술을 이용하여 패턴교통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하 다.

  기존에 교통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경로탐색 시스템은 

도시, 고속도로, 일부 국도 교통정보만 활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말로부터 올라오는 많은 양의 GPS궤  데

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지방지역의 

경로탐색용 도로 기본 속도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 지방지역의 경로탐색  통행시간 품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향후 연구로서 실제 실시간 반 을 하여 Impala  

Tajo등의 실시간 처리 기술을 용하는 시스템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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