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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집되는 GPS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수집된 GPS데이터가 대용량화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용자에게 맞

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뿐 GPS정보를 시스템에 도입하여 지능화된 컴퓨팅 기술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화된 컴퓨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GPS 정보를 시스템에 도입하여 도로정보를 분석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수집된 차량의 GPS정보와 구간 이동 정보 판정 방식을 이용하여 지

도를 분석하여 실제 사람이 수집하는 도로의 정보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실험결과 데이터

를 활용하여 도로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된 데이터가 소규모 일 때는 낮은 신뢰성을 가지

는 단점이 존재하였으나, 대규모 일 때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Customized services for individuals in analysis of recently collected GPS information have been investigated in 
various aspects. As the size of collected GPS data gets larger, a variety of services is being released accordingly. 
Existing studies, however, are limited to presenting service models for users while there is little study on developing 
intelligent computing technologies in the introduction of GPS information into the system. This study suggests an 
algorithm to analyze traffic information by introducing GPS information into the system in order to take the lead 
among intelligent computing technologies. The suggested algorithm analyzes a map by means of the collected vehicle 
GPS information and sectional traffic information interpretation method; thus, the computer judges the traffic 
information collected by humans. The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the traffic information was properly analyzed upon 
the utilization of the given data. Although a small quantity of analyzed data was less reliable, the system maintained 
high reliability as the data was sufficient.

키워드 : GPS, 도로정보, 위치 기반 서비스, 데이터 분석, 지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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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들어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된 GPS
로부터 수집한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이동 패

턴을 분석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

다[1-2].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대상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소유한 사용자로 한정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연구

들이 모두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에서 수집된 GPS 데이터

를 활용하여 도로 정보를 추출 및 적용하는 방법에 대

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도로정보 추출 및 적용하는 방

법은 수집된 차량의 GPS 정보들과 각 구간들의 전후 상

황을 인지한 후 상황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도에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하여 설

명하고 장에서는 실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상황

을 도출하여 정리한 것을 설명하며 장에서는 도출된 

상황을 더욱 세분하게 분석하여 지리 정보를 판별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필드의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평가한다.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관련 연구

최근 스마트폰, 블랙박스, 내비게이션과 소셜 네트워

크의 발달로 다양한 개인의 일상이 컴퓨터의 로그 파일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교통수단의 이용 기록, 소비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포

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연구

되고 개발되고 있다[4].
Mobile Lifelogger는 노키아 N95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가속도, 위치정보, 카메라, 마이크, 회전센서, 무선랜, 
SSID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경험을 디저털 형태

로 가공 및 저장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1], 그 외에

도 NTT에서 제안하는 Object-Blog System[5], 노인의 

활동을 기록 및 요약하는 SensCare 등의 연구가 진행되

었다[6]. 
또한, 개인행동에 대한 분류와 모델링을 위한 기준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인간 행동 분류 GSS(general 
Social Survey)가 있다. GSS는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스 

교수가 1971년 처음으로 시도한 미국의 전국표본조사

를 모델로 발전한 조사 유형으로, GSS유형의 사회조사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를 비롯한 선진 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 빠르게 확신되어 각국의 연구

와 교육에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사회조사 자리로 잡아

가고 있으며, GSS를 이용할 경우 개인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의 행동을 분류할 수 있다. 

. 차량의 GPS 정보를 활용한 도로정보 분석 

및 결과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성하

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차량 이동 경로

를 설정한 후 각 경로에 구역을 설정하고 그림 2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 이동 경로 설정 및 구역 설정 

Fig. 1 Moving path and section setup 

GPS에서 수집되는 속도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수집

되는 데이터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수집되는 GPS 좌
표 정보와 식 (1)을 이용하여 차량의 평균 속력을 측정

하게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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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성

Fig. 2 Composition of the data collecting system

식 (1)의 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점을 뜻하고 는 

기준이 되는 점의 옆의 점을 뜻한다. 식 (1)을 이용하여 

그림 3의 한 구간에 대해 공식을 유도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가 0일 때 다음의 점 는 3.37이 되며, 실제 

차량이 이동한 시간은 정차에서 시작한 차량은 약 2초
이며, 주행 중인 차량은 약 0.2초이다. 이를 속도로 환산

하게 되면 정차 중 차량인 차량의 평균속력은 1.685가 

되며, 주행 중인 차량의 평균 속력은 16.85가 된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지도의 GPS 좌표점과 시간만으로 차량

의 평균속력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각 구역의 평균속도

에서 더욱 자세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매초 수집되

는 각 구역의 GPS 데이터들을 3개씩 묶어 각 구역에서 

발생한 속도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3은 제 1경로 E 구역

에서 수집한 차량의 속도 정보와 F에서 G구간 사이에

서 발생한 차량 속도의 특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장소별 속도의 특징

Fig. 3 Place in accordance with features of speed

E구역 내에서는 과속 방지턱이 존재하여 속도가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E구역과 G구역사이에

서는 차량이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 변수를 고려하기 위

해 그림 3과 같이 각 구역의 차량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

여 표 1과 같이 출발, 감속 및 정차, 주차, 이동 등 4개의 

상황을 생성한 후 각 상황의 조건들을 나타내었다. 

표 1. 구간 이동정보 판정방법

Table. 1 Decision method of interval movement  information

출발

- 최초 측정되는 속도가 4km/h이하

- 최초 측정되는 구간 내 포인트들의 평균속

도가 단계별로 증가

감속

및 정차

- 구간에서 수집되는 속도가 15 - 30km/h사이

에 존재

- 최초 측정되는 구간 내 첫 포인트들의 평균

속도가 구간의 마지막 포인트를 지날 때 

10km/h이상 감소

주차

- 구역에서 수집되는 속도가 10 - 20km/h사이

에 존재

- 최초 측정되는 구간 내 포인트들의 평균속

도가 단계별로 감소

- 10회 동안 수집되는 데이터를 위치 변수에 

대입하였을 때 차량의 위치가 500m이내로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소에서 멈추

어 있는 것으로 판정

이동 - 구역에서 수집되는 속도가 20km/h이상

. 지리 정보 판정 알고리즘

3장에서 도출된 이동정보 판정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하게 지리 정보를 판별할 수 있다. 표 2는 감속 및 정차 

구간에 나타난 특징들을 도출 한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각 구역에서 특징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그 지역에 상황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지도와 차량에서 수집되는 GPS 
정보만을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표2를 통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의 순

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불러온 차량의 속도가 20이하

일 경우 차량의 현재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측

정되는 속도 는  ±에서 발생되는 모든 속도 중 

가장 적은 속도의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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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로 떨어진 현재의 속도를 뜻한다. 가 0과 비슷

할 경우 이는 보행자의 이동이나, 다른 차량의 방해로 

인한 속도 감소로 인지한 후 평범한 길로 인지하게 된

다. 가 0과 비슷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장소 에서 

이전에 발생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들과 비교하

여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

로를 분석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경우는 

앞에서 제시한 다른 상황으로 인지하고 넘어가게 된다. 
도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차량이 운행하는 방향의 변화

를 이용하여 차량회전과 과속방지턱을 구분하게 된다.

표 2. 감속 및 정차구간의 특징

Table. 2 Feature of Deceleration and stop section

상황 특징 비율

과속방지턱

- 차량의 속도가 0이 아님

- 서서히 줄어듬

- 차량의 최저 속도가 다양함

- 매 장소가 같음

- 방향의 변화가 없음

60 %

차량회전

- 차량의 속도가 0이 아님

- 서서히 줄어듬

- 차량의 최저 속도가 다양함

- 매 장소가 같음

- 방향의 변화가 존재

25 %

보행자 이동

- 차량의 속도가 0에 근접

- 줄어드는 변화량이 다양함

- 매장소가 다름

- 방향의 변화 없음

12 %

차량 방해

- 차량의 속도가 0에 근접

- 줄어드는 변화량이 다양함

- 매장소가 다름

- 방향의 변화 없음

3 %

그림 4. 지리 정보 판정 시스템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geography information decision system

. 결과분석 및 검토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서 수집되는 GPS 정보와 시간

을 이용하여 간단한 평균속력 측정공식에 대입하여 차

량의 평균속력을 구하고 평균속력을 이용하여 구글 어

스의 API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입하여 각 포인터 사

이의 평균속력 및 구간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구간을 

구분하고 도로정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가 정확

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된 데이터 중 도로

에서 정차 혹은 주차, 출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실

제 필드에 나가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장소의 

GPS 데이터를 구간 이동정보 판정방법에서 도출된 장

소와 비교하도록 대입하였다. 그림 5는 실제 도로사진

과 GPS 정보를 이용하여 감속 및 정차, 주차, 출발에 해

당하는 조건을 가진 부분에 사진을 대입한 것이다.  

그림 5. 분석 데이터와 실제 필드 비교(소규모 데이터 분석)
Fig. 5 Comparison of the data analysis result and actual 
field state (small scale data analysis)

그림 5에서는 대부분 중요한 지점(과속 방지턱 및 주

차구역)에 대해서 도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약 10회 정도 실험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는 차량의 운전자가 무시하는 과속 방지

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가중치가 높지 않아 

발생한 분석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더욱 정

확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약 100회 분량의 실험에

서 수집한 대규모 GPS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실험을 

하였다. 2차 실험은 그림 5에서 실험한 데이터보다 10
배 더 많은  GPS 및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분석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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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각 장소의 사진을 보여준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욱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거론된다. 제대로 측정된 것 같은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정확한 값이 산출되지만 GPS 정보를 전

송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모두 정확한 GPS 정보를 제

공하지는 않는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거짓 되는 데이

터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하는 데이터에 비례하여 신뢰

성 높은 데이터역시 증가 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

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할 때는 대규모의 데

이터가 필수조건이 되게 된다. 

 

그림 6. 분석 데이터와 실제 필드 비교(대규모 데이터 분석)
Fig. 6 Comparison of the data analysis result and actual 
field state (large scale data analysis)

. 결  론

최근 들어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에 탑재된 GPS
로부터 수집한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이동 패

턴을 분석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

다. GPS는 위성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추적

이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류 및 각종 알고리

즘에 의해 필요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치우쳐져 있는 단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사람에 대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능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된 데이터를 활

용하여 지능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차량에서 수집된 GPS데이터를 활용

하여 도로정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수집된 차량의 GPS정보와 구간 이동

정보 판정방법을 이용하여 도로정보를 분석하고 도로

의 정보를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다. 실제 차량들에게서 수집한 GPS 정보들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GPS 정보와 시간정보만을 활용하여 도로

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소규모 데

이터를 활용할 때는 분석의 낮은 신뢰성을 보였지만,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는 높은 신뢰성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차후 이를 더욱 연구할 경우 과속

방지턱 및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

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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