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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보 률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 부가 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기 비용 발생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공 업무에도 량의 공공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한 빅데이터 처리 랫폼 부

족  분석 시스템이 미흡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 주정차 데이터와 같은 공공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한 하둡 기반 용량 데이터 리  분

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첫째, 주차단속을 수행할 때 주차단속 데이터를 하이

(Hive)를 통해 장하고, 단속된 차량의 차주를 검색하여 단속임을 알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집된 주차단속 데이터에 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된 데이터에 한 

R을 이용한 시각화를 제공한다.

1. 서론

 자동차의 등장은  세계 으로 산업, 환경 등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 률의 증가로 편리하

고 쾌 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문

제 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로의 

사용률을 감소시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의 발달

에 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공공 업무에도 디지털 카메

라와 같은 량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기가 사용되

면서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

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데이터 처리 방식은 한계

에 도달하 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 의 업무과정에서 얻

어진 데이터들로 데이터 에서 상 으로 가치가 높지

만 가치에 비해 분석이나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와 같은 공공데이터를 효율 으로 분

석하고 활용하는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

†이 논문은 2016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H1C1A1065816). 또한 이 논

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6R1D1A3B03935298)  

템은 공공기 의 주정차 단속 CCTV, 이동식 단속 카메

라,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네이버 

지도 API[1], 통계 시각화 툴인 R[2]을 이용해 시각화 한 

후,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달한다. 아울러 

수집된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장하고 분석할 때 

보안을 지원하기 해 데이터의 AES  ARIA 암호화를 

지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해

결과 공공데이터 활용에 한 연구에 해 소개한다. 3장

에서는 제안하는 하둡 기반 용량 주정차 데이터 리 

 분석 시스템 설계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

스템 구 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2. 련연구

2.1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사고 발

생 시 소방차의 통행 방해 등 부가 인 문제를 야기 시키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 단속 지표  기  개발, 주차 

공간 활용 등 문제 해결을 한 연구를 하고 있다. 첫째, 

- 429 -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7. 4)

권 인 등의 연구[3]는 부천시의 교통사정에 부합하는 합

리 인 불법 주정차 단속 기 을 수립하여 매뉴얼을 개발

하 다. 이 연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 치와 불법 

주정차 특성을 1:1로 응시켜 GIS로 분석해 불법 주정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둘째, 김인 등의 연구[4]는 주

차서비스에 거버 스 개념을 도입  용하여 새로운 

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 다. 아울러 

주차업자와 공공기 ,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 다.

2.2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 공공기 의 업무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데이터 에서 상 으로 가치가 높은 데이터이다. 하지

만 높은 가치에 비해 분석이나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특

히 국내의 경우 데이터의 증가보다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데이터의 활용 측면의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공공데이터 활용  

활용시의 문제 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이만

재 등의 연구[5]는 국민 복지를 한 사회복지 리망을 

제시했다. 복지와 련된 각 부처의 다양한 정보를 사회복

지 통합 리망을 통해 리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Rob Kitchin 등의 연구[6]는 공공 빅데이터가 도시의 삶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하 다. smart city

가 되기 해 다양하고 동 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 분석 

을 제시하 다.  

 

3. 제안하는 시스템 설계

3.1 체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제안하는 시

스템은 주차단속 데이터 리자  로그 분석 리자로 

구성된다. 첫째, 주차 단속 데이터 리자는 데이터 수집 

모듈, 데이터 검색 모듈, 단속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단속 데이터 리자는 데이터를 수집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둘째, 로그분석 리자는 데이

터 분석 모듈과 시각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로그분석 

리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한 시

각화를 수행하여 시각화 결과를 사용자에게 달한다.

(그림 1) 하둡 기반 용량 데이터 리  분석 

시스템 구조

3.2 주차단속 데이터 리자

3.2.1 데이터 수집 모듈

 제안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모듈의 구조  데이터 

장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첫째, 정형 데이터 수집 컴

포 트는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공공기 의 주차단속 데이

터에서 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부 장 시스템인 하이

(Hive)[7]를 통해 HDFS에 장한다. 재 단계에는 사

람이 직  단속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차단속 

데이터를 수집한다. 해당 컴포 트를 통해 수집되는 정형 

데이터는 주차단속 기 , 단속 시간, 단속 장소, 단속 방법

(인력 단속, CCTV 단속 등), 단속된 차량의 차종, 이름, 

차량 번호, 단속 종류(과태료, 견인 등) 이다. 둘째, 비정형 

데이터 수집 컴포 트는 정형 데이터 수집 컴포 트와 마

찬가지로 공공기 의 주차단속 데이터에서 단속된 차량 

사진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HDFS에 장하

는 컴포 트이다. 수집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 모두 

HDFS에 장할 때 보안을 해 데이터 암호화 컴포 트

를 통해 ARIA 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

하여 장한다.

(그림 2) 데이터 수집 모듈

3.2.2 데이터 검색 모듈

 데이터 수집 모듈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등을 해 차주 정보가 필요하

다. 데이터 검색 모듈은 단속 데이터에서 차주 정보를 알 

수 있는 차종, 차량 이름, 차량 번호 등의 데이터를 이용

한다. 이를 통해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공공기 의 데이터

에서 단속된 차량의 차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차주 

데이터를 검색한다. 검색한 결과 데이터를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모듈로 송한다.

3.2.3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

단속 알림  과태료 모듈의 구조  처리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첫째,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은 데이

터 검색 모듈에서 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

의 차주가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일 경우, 단

속 알림 컴포 트를 통해 재 단속 상임을 알리는 단

속 알림 SMS 메시지를 송한다. 셋째, 일정 시간경과 후 

해당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있을 경우, 반 사항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데이터와 해당 

차주의 과태료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HDFS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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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

3.3 로그분석 리자

3.3.1 데이터 분석 모듈

 데이터 분석 모듈은 (그림 4)와 같다. 해당 모듈은 데이

터 수집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의 질의에 

맞게 분석한다. 데이터 분석 모듈은 주차단속 데이터베이

스에 쌓인 데이터  주차단속 장소, 시간, 단속 방법에 

해 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주차단속 장소는 좌표를 추

출한 후 사용자의 질의에 맞게 지도 형태로 시각화 한다. 

(그림 4) 데이터 분석 모듈

3.3.2 시각화 모듈

시각화 모듈의 구조는 (그림 5) 와 같다. 데이터 분석 모

듈로부터 달받은 결과 데이터는 데이터 시각화 컴포

트에서 데이터 네이버 지도 API[1]와 통계  시각화 언

어인 R[2]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수행한다. 시각화 결과는 

이미지 형태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달된

다. 아울러 웹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부터 질의를 받아 데

이터 분석 모듈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웹 인터페이스는 

주차단속 로그 리 페이지  주차단속 로그 분석 페이

지로 구성된다. 

(그림 5 ) 시각화 모듈

4. 제안하는 분석 시스템 구   분석

4.1 주차단속 데이터 리자

4.1.1 데이터 수집 모듈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경기도 의정부 시청의 주

차단속 데이터[8]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모듈을 구 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단속 순서, 단속 기 , 단속된 시

간, 단속 장소, 단속 방법,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이

름, 단속 종류, 과태료와 그림이 장된 경로를 포함한다. 

이 때, 데이터는 암호화 모듈을 통해 사용자 설정에 따라 

ARIA 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되어 

HDFS에 장된다. (그림 6)은 데이터 수집 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6) 데이터 수집 모듈을 통한 주차단속 데이터

4.1.2 데이터 검색 모듈

 데이터 검색 모듈을 구 하기 해 가상으로 차  조회 

데이터를 생성하 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차주 정보를 알 

수 있는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이름을 데이터 검색 

모듈에 송하면, 데이터 검색 모듈은 차  조회 데이터를 

이용해 차주 정보를 검색한다. (그림 7)은 데이터 수집 모

듈을 통해 수집된 주차단속 데이터와 단속된 차량의 차주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 주차단속 데이터  단속된 차량의 차주 검색 

4.1.3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은 데이터 검색 모듈에서 

처리한 결과를 받아,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회

원인지 악한 후 차주에게 (그림 8)과 같은 주차단속 안

내 문자 메시지를 달한다.

(그림 8) 생성된 주차단속 데이터와 차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단속 안내 문자메시지를 송한 후  차량이 일정 시간 후

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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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정보의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속 

알림  과태료 부과 모듈을 구 하기 해, 이미 수집된 

경기도 의정부 시청의 주차단속 데이터  가상으로 생성

한 차  조회 데이터를 사용하 다. 

4.2 로그분석 리자

 시각화 모듈은 분석 모듈로부터 처리된 데이터를 지도 

는 그래  형식으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를 출력

한다. 웹 인터페이스는 주차단속 로그 리 페이지와 주차 

단속 로그 분석 페이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차 단속 로

그 리 페이지는 수집된 데이터를 시간, 단속 장소, 단속 

방법 등의 조건을 입력해 데이터를 리  조회하는 페

이지로써, 장되어 있는 주차 단속 데이터를 (그림 9)와 

같이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해 시각화를 수행하고 상세 

정보는 표 형태로 출력한다. 둘째, 주차 단속 로그 분석 

페이지는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질의를 수집하여, 수집된 

질의에 한 분석 결과를 (그림 10)과 같이 통계 시각화 

툴인 R을 이용하여 그래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9) 주차단속 로그 리 페이지

(그림 10) 주차단속 로그 분석 페이지

5.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용량의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하둡 기반 용량 주정차 데이터 리  분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주차단속 데이터 리자와 

로그분석 리자로 구성된다. 첫째, 주차단속 데이터 리

자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주차단속 데이터  공공기 의 

차주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단속 알림 시스템에 가

입된 회원일 경우 차주에게 주차단속임을 알리고, 일정 시

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 ARIA 는 AES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지원한다. 둘째, 로

그분석 리자는 주차단속과 련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해,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에 맞는 용량의 

주차단속 데이터를 하둡 맵리듀스[9]를 통해 분석하고, 분

석한 결과를 시각화 모듈을 통해 그래  는 지도 형태

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향후 연구로는 주차단속 로그 리  분석 페이지에 차

량번호 검색을 추가하여, 차량별 단속 황 리  분석

을 제공하여 효율 인 불법주차 단속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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