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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는 현재 위치뿐만이 아니라 과거 움직였던 궤적 데이터 역시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응용분야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ervice) 위치정보는 이 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의
한 점과 시간만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가지는 내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동 객체의 움직임은 기본속도모델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이를 이용하
여 다양한 움직임의 형태를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저장 및 처리의 효율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우리는 이동 객체가 우리가 제시하는 속도 모델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표현 방법이 저장뿐만이 아니라 성능적인 면에서도 기존 GPS 위치정보 표현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다.

1. 서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최근 텔레매틱스의 발전으로 위치 정보를 이용한 여러 가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분야

지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 되고 있다. 텔레매틱스는 인공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위성을

Service)와

우리는 이동 객체의 속도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자동차에 접목하

이동 객체의 과거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여 휴대폰이나 PDA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동객체의 위치 정보

를 제공해 주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는 GP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

는 실시간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이나 운전 경로 안내 그리

다. GPS 데이터는 간략하게 (x, y, t)로 표현된다. 이 때, 변

고 차량 사고 알림이나 게임 등이 있다. 이는 대부분GPS 위

수 (x, y)는 정규화된 데이터 공간에서 상대 위치 좌표를 나

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타내고, 변수 t 는 특정 시간범위에서의 시간을 나타낸다. 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객체의

동 객체의 과거 위치 분석을 위해 GPS 데이터를 그대로 이

현재 위치를 추적하거나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 하는 방법

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한

GPS(Global

Positioning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동 객체의 현재

첫째, GPS 데이터로는 이동 객체의 정확한 과거 궤적을 알

위치만을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 이전에 움직인 궤적 정보

수 없다. GPS 데이터로 과거 이동 객체의 궤적을 표현한다

등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데이터마이닝과 같은 응용분

면 (x, y, t)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동 객체는 도로를

야를 위해서는 과거 위치에 대한 정보의 저장이 필요하다.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 객체의 궤적은 시간에 따라

이동 객체의 위치를 저장하려고 하는 경우 매 시간 단위마다

이동 객체가 지나간 도로들의 집합이 된다. 그런데 GPS 데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은 아

이터는 시간에 따른 점 데이터의 집합이므로 이동 객체가 어

주 방대하다.

떠한 도로를 지나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 본 연구는 사업자원부의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및 한국 과학 재단의

둘째, 이동 객체의 궤적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누적되므로,

M02-2004-000-20782-0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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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저장 비용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

리를 나타낸다. 만약 이동객체가 R1, R3, R5 도로 세그먼트를

가한다. 따라서 누적된 위치정보 처리를 위한 비용 역시 선

지나왔고, GPS에서 받은 이동객체의 좌표가 L1 = (T1, P1)

형적으로 증가한다. 셋째, GPS 데이터는 시간 단위가 증가

과 L2 = (T2, P2) 라고 하자. 이 때 (T1, P1)은 시간 T1에서

할 때 마다 새로운 갱신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동 객체가 정

위치 좌표P1 =(x1, y1) 이고 (T2, P2)는 시간 T2에서 위치 좌

지한 경우의 위치 정보도 새로운 정보로 간주하며 시스템은

표 P2 =(x2, y2) 를 나타낸다. 이 때, T1 ≤T2 이다. 그림 1 에

이를 저장된다. 넷째, GPS를 이용하여 이동 객체의 위치 정

서 L1 과 L2 는 이동 객체의 위치를 이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보를 측정하는 경우, 위치는 이 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표현한 것이다.

움직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이동 객체는 도로
상에서만 움직이는 운송수단과 같은 이동 객체이기 때문에
이동 객체는 도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움직인다.
위와 같이 이동 객체의 위치 정보를 GPS 데이터로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그림 1. 도로 네트워크 위의 과거 위치

하여 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이동객체의 움직임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2.1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과거 궤적 표현 방법

위하여 우리는 우선 이동 객체의 기본 속도 모델을 정의하

[7]은 이동 객체의 위치데이터를 이차원 공간 정보와 일차

고, 객체의 다양한 운동 형태를 이러한 모델의 변형을 통하

원 시간정보를 합하여 3차원으로 표시하고, 이동 객체의 움

여 표현한다.

직임 즉, 이동 객체 과거 궤적을 3차원 다중선 형태로 나타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유클

냈다. [7]이 제시하는 과거 궤적 표현은 그림 1에서 L1L2 로

리디언 기반의 과거 궤적 표현 방법 및 도로 기반의 과거 궤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실제 이동 객체가 움직인 거리는 14

적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도로 세그먼트

인데 [7]에서 표현하는 궤적의 거리는 9 이다. 즉 [7]에서

에 나타날 수 있는 교통 패턴을 정리하고 그것에 따른 과거

제시하는 과거 궤적 표현방법으로 과거 이동 객체의 이동 거

궤적 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존의 과거 궤적 표현

리나 속도 등을 계산한다면 실제와는 다른 부정확한 데이터

방법과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실제 데

를 얻게 된다. [5]는 [7]에서 3차원(x, y, t) 다중선으로 표

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이 제시하는 데이터 표현을 위한 속

현된 과거 궤적 데이터를 힐버트 순서화한 후, 1차원의 공간

도 함수의 정확도에 대해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간격과 시간 간격인 2차원의 간격으로 나타낸다. 그림 1에

향후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결론을 맺는다.

서 (P1, T0) (P2, T1) 3차원 공간 궤적이 (X0, T0, X1, T0)으

2. 관련 연구

로 나타난다. 이 방법으로 표현한 과거 궤적의 길이도 [7]과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과거 궤적 표현이 이동 객

마찬가지로 9이다. 즉 정확한 과거 궤적을 나타내지는 못한

체의 정확한 이동 경로 및 거리 등을 표현하지 못함에도 불

다.

구하고 대부분의 과거 궤적 색인 연구는 유클리디언 공간을

2.2 도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과거 궤적 표현 방법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 객체

[6]은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과거 궤적 표현의 부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래 움직임

정확성을 지적하면서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과거 궤적 표현

예측과 과거 움직임 분석에 몇몇이 제안되고 있다.

을 제시했다. [6]은 과거 이동 객체의 궤적을 기본 적인 속

본 장에서는 기존의 유클리디언 공간에서의 과거 궤적 표현

도 그래프를 적용시켜 표현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속도 그래

방법[5, 7]과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과거 궤적 표현 방법[6]

프를 전체 이동 객체에 동일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속도의 다

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를 통하여 각각을 비교 분석 해본다.

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림 1에서 R1-R5는 도로 네트워크의 세그먼트이고 값은 거

그림 2. 도로 예제 및 기본 속도 그래프

그림 3. 이동 객체의 다양한 속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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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 그래프를 이용한 과거 궤적 표현 방법

한다. 이런 속도 패턴으로 이동하는 이동 객체의 과거 궤적

본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과거 궤적 표

표현은 다음과 같다.

현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과거 궤적 표현

- (S3, (ts, vs), (tcs, vc))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이때 과거 궤적은 속도를 이용하여

- (S5, (te, tce, vc))

표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

z STP

는 속도 패턴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궤적 표현 방법을 제

그림 3 (다)에서 만약 이동 객체가 S3에서 정지 신호 후 S4로

시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도로 세그먼트에서 발생하는 기본

움직인다면 이동 객체는 S3에서 완전 정지한 후 S4로 갈 것

적인 속도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고 가정한다[6]. 하나의

이다. 따라서 이동 객체는 그림 3 (다)과 같은 속도 그래프를

도로 세그먼트에서 이동 객체는 일정한 속도로 가속하고 등

가질 것이다. 이동 객체는 S3에 vs속도로 ts 시간에 진입해

속도로 움직인 다음 다시 일정한 속도로 감속한다. 이동 객

서 일정하게 가속한다. 또한 tcs시간부터 일정한 속도 vc를

체는 ts시간에 vs 속도로 도로 세그먼트에 진입하고 tcs시간

가지고 이동하고 te 시간에는 신호를 받아 완전히 정지한다.

에 등속도로 움직인 다음 tce시간 이후로 감속하여 te시간에

그리고 ts2 시간에 S4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이동 할 것

ve 속도로 이 도로 세그먼트를 지났다고 가정한다.

이다. 이런 속도 패턴을 이용하여 이동 객체의 과거 궤적 표

3.1 속도 그래프를 적용하여 과거 궤적 표현하기

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 네트워크에서는 신호 상황과 도로 세그먼트의 연결 관

- (S3, (ts, vs), (tcs, tce, vc), (te, 0))

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동 객

- (S4, (ts2, 0), (tcs2, tce2, vc2))

체에게 동일한 속도 그래프 (그림 2)를 적용시키는 것은 정

z JAM

확한 궤적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논

그림 3 (다)에서 S6으로 이동하는 이동 객체는 S5에서의 교

문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패턴을 정

통 정체로 인하여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동 객

리하였다. 그림 2의 도로 예제에서 S1 ~ S7은 각각의 도로 세

체의 속도 그래프는 그림 3 (다)와 같다. 이동 객체는 S5에

그먼트 아이디를 나타낸다.

vs속도로 ts 시간에 진입해서 일정하게 가속한다. 그리고 시

그림 2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패턴은 다

간 tce 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속도가 감속되다가 다시 일
정한 속도 vcs를 가지고 S6으로 간다. 이런 속도 패턴을 이용

음과 같다.
-

S1 S 2 에서 회전할 경우 (ROT)

-

S 3 S 5 에서 직진할 경우 (STR)

-

S 3 S 4 에서 정지신호를 만나는 경우 (STP)

하여 이동 객체의 과거 궤적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S3, (ts, vs), (tcs, tce, vc), (te, vcs))
- (S4, (tse, ts2, vce), (tcs2, tce2, vc2))
3.2 기존의 과거 궤적과 데이터 사이즈 비교

S 5 S 6 에서 교통 정체인 경우 (JAM)
위의 4가지 경우의 속도 그래프와 각각의 과거 궤적 표현은

기존 유클리디언 공간 기반의 과거 이동 객체 궤적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저장 비용이 증가하고

다음과 같다.

거기에 따라 분석 비용 또한 증가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z ROT

유클리디언 공간 기반의 데이터 사이즈와 도로 네트워크 기

그림 3 (가)의 S1에서 S2 로 통행 신호 시 우회전이나 좌회

반의 데이터 사이즈,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속도를 이용한

전 때문에 S1 끝의 일정한 부분부터 속도가 줄어든다. 따라

데이터의 사이즈를 비교 분석한다.
표1. 데이터 사이즈 비교

서 이동 객체는 그림 3 (가)와 같은 속도 그래프를 가지게 된
다. 이동 객체는 S1에 vs속도로 ts 시간에 진입하고 일정한

(x, y, t)
(Sid, offset, t )
(Sid, t, v)

가속도로 가속한다. 그리고 tcs지점에서 일정한 속도 vc로 움
직이다가 S2로 가기 위한 회전을 위해 감속해서 te시간에는

ve속도를 가지게 된다. 이런 속도 패턴으로 이동하는 이동

1 record/Seg
12bytes
12bytes
약 24bytes

k record/Seg
12*k bytes
4+8*k bytes
약 24bytes

객체의 과거 궤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1은 3개의 데이터 표현의 사이즈를 비교한 것이다. 유클

- (S1, (ts, vs), (tcs, tce, vc))

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x, y, t)의 데이터 표현 방법에

- (S2, (te, ve), (tcs2, tce2, vc2))

서 하나의 레코드 크기는 4 bytes * 3 = 12 bytes이다. 도로

z STR

네트워크 기반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인 (Sid, offset, t )데이

그림 3 (나)에서 S3과 S5는 직선도로이다. 그래서 만약 S3에

터 표현 방법에서 하나의 레코드 크기는 4 bytes * 3 = 12

서 S5로 정지 신호 없이 간다고 하면 S3이 끝나더라도 이동

bytes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속도를 이용한 과거 데이

객체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S5로 가

터 표현 방법의 평균 사이즈는 약 6 * 4bytes = 24bytes이

게 된다. 따라서 이동 객체는 그림 3 (나)와 같은 속도 그래

다. 한 개의 과거 위치 데이터에 대해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프를 가지게 된다. 이동 객체는 S3에 vs속도로 ts 시간에 진

표현 방법(Sid, offset, t )은 유클리디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입해서 일정하게 가속한다. 또한 tcs시간부터 일정한 속도

데이터 표현 방법과 레코드의 크기가 같고, 본 논문이 제시

vc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S5에 진입해서도 그 속도 vc를 유지

하는 방법은 그것의 2배 크기이다. 그러나 하나의 도로 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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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에 k개의 위치 데이터가 있는 경우 (x, y, t)는 12*k
실데이터

bytes이고 (Sid, offset, t )는 Sid(4bytes)와 k 개의 (offset,

1

t)로 4 + 8*k bytes 가 된다. 반면에 (Sid, t, v)는 하나의 도

0.9

로 세그먼트에 대해 전체 속도로 표현한 방법이므로 k개의

0.8

속도모델

0.7
정규화된 속도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 개의 데이터 크기 만큼인 24bytes이
다. 하나의 도로 세그먼트에 2.5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경
우 유클리디언 공간 표현보다 압축률이 좋다.

0.6
0.5
0.4
0.3

4. 실험

0.2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는 도로 네트워크 기반 위치

0.1
0

데이터 표현에 이용한 속도의 정확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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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능 평가 데이터 및 환경
속도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위해, 부산시 도로 위를

그림 5. 실 데이터와 속도 모델의 비교

움직이는 하나의 이동 객체에 대해 1초 간격으로 GPS 데이

5. 결론

터 6300개를 수집하였다. 22893의 에지를 가지는 전체 부

본 논문에서는 속도를 이용한 도로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산시 도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인, 18946의 에지를 가지는

표현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이 방법은 도로 세그먼트에 나

부산시 도로 네트워크 위를 움직이는 485개의 데이터에 대

타날 수 있는 교통 패턴에 따라 궤적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해서 실험 하였다. 그림 4는 실험한 실 데이터를 나타낸다.

유클리디언 기반 데이터 표현 방법보다 저장 측면에서 효율
적임을 보였다. 우리의 연구는 GPS데이터와 도로 데이터에
대한 일차 작업을 사전에 수행하여 저장하였기 때문에 누적
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분석 작업등을 보다 더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우리는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방법을 개발할 것이며, 속
도 그래프를 적용한 합성 데이터 툴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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