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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한다. DTG(digital 

tacho graph)는 차량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장치로서, 차량의 GPS, 속도, RPM, 제동유무, 이동거

리 등 차량운행 관련 데이터가 1초 단위로 기록된다. 차량 운행 패턴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DTG 데이터

의 빠른 처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대용량 DTG 데이터를 가공 및 변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랫폼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인 스파크(Spark)를 이용하여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의 전처리 플랫폼을 구현하였다. 실제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변환 및 지도상

에 표현해 보인다.

키워드: 빅 데이터(big data), 화물 DTG(cargo DTG), 스파크 프레임워크(Spark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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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빅 데이터[1]는 네트워킹,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수집 용량의 

빠른 발전으로 물리, 생물 및 의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숨겨진 가치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를 돕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건설 분야에서는 과적단속 예방을 위해 화물 DTG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2]. 이 연구[2]에서는 화물 

DTG 데이터에서 화물차량의 시간대별, 요일별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과적단속 적정지점을 과적단속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과적단

속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오픈소스 빅 데이터 플랫폼인 스파크(Spark)[3]를 기반으로 하는 

전처리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한다. 화물 DTG 데이터는 DTG 데이터

의 특성상 사이즈가 워낙 방대하여 데이터를 변환 및 가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제안한 빅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스파크를 이용하여 

1) 한국 내 존재하는 데이터를 얻고, 2) 운행정보가 많은 차량(30분 

이상 주행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은 다음, 3) 화물단지로부터 출발/도착

한 차량만을 골라 4) 1초 단위 데이터를 10초 단위 데이터로 변환하여 

5)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영역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구현 결과, 약 1TB 정도하는 화물 DT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1초 단위의 위치 데이터로서 단순한 

가공, 정제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로서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매우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라 확신한다.

II. The Proposed Big Data Platform

스파크는 하둡(Hadoop)[4]이 추구하는 맵 리듀스 방식을 벗어나 

RDD(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이라는 고유의 자료구조를 생성해 

빅데이터 분석을 처리한다. 또한, 스파크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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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등 프로그래밍에 친화적인 API를 제공하며, SQL, 스트리밍 데이터, 

머신러닝 및 그래프 처리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뿐만 아니라 통계분석까지 활용할 수 있는 SparkR API를 사용한다.

화물 DTG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DTG 데이터 요소들을 

Table 1과 같다. DTG 데이터의 특징은 운행차량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 상태정보와 위치 정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공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스파크가 제공하는 지오스파크

(Geo-Spark)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GPS와 새주소 도로 형상을 

적재 및 처리하고 WGS84 좌표계 기반에서 미터단위의 평면좌표계로 

통일하여 분석한다.

설명 자료형 단위

정보발생일시 String -

총 누적주행거리(km) Unsigned integer km

총 누적주행거리(m) Unsigned integer m

일일 주행거리 Unsigned integer km

자동차 속도 Unsigned integer km/h

분당엔진회전수 Unsigned integer RPM

브레이크 신호 Unsigned integer -

차량위치, GPS x Integer -

차량위치, GPS y Integer -

GPS 방위각 Unsigned integer -

가속도 x Integer m/s2

가속도 y Integer m/s2

Table 1. 화물 DTG 정보

구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2.1GHz Intel Xeon Silver 4110 

2CPU, 288GB 램, 약 2TB SSD 하드 디스크 사양의 두 대의 서버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운영체제는 Ubuntu 18.04.1 LTS

이며, 데이터베이스로 Postgres와 PostGIS를 함께 연동하여 환경을 

구축하였다.

Fig. 1은 구현한 빅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 DTG 데이터를 

맵에 표현한 화면 예제이다. 그림을 보면,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영역을 

지나는 운행정보가 많은 화물 차량 중 화물단지로부터 출발/도착한 

차량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를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Fig. 1. 화물 DTG 데이터를 표현한 맵 화면 예제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화물 DTG 데이터 분석을 위해 빅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대용량 DT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공 및 변환하고 맵에 표현하기 위해 오픈소스 빅 데이터 플랫폼인 

스파크를 활용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DTG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른 시설물들의 데이터도 

다룰 수 있는 IoT 분석 플랫폼을 설계와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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