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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교통 사고나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런 정보가 중앙 서버에 보고되어
TPEG과 같은 전송 경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전파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이
미 도로 정체가 일어난 후에 최적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 차량으로부터 촬영된 도로 영상을 수집 및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주행 시
원하는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에 기반하
여 사용자가 관심 있는 도로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통해 더욱 정확한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교통 사고나 접촉 사고 등이 발
생한 경우 이런 정보가 중앙 서버에 보고되어 TPEG[2]
과 같은 전송 경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전파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이미 도로 정체
가 일어난 후에 최적 경로를 수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 정보는 교통상황을 분석
하는 데에 있어 사람에게 고수준 정보를 제공한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로상의 각 차량들이 주행 중
전방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중앙 서버에 업로
드 하고, 운전자가 관심 도로 지역의 실시간 영상을 서
버에 요청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뮬레이
션 형태로 구현하였다. <그림 1>은 본 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로서, 사용자는 실시간 도로 상의 실제 영상을 통
하여 도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차량이
자신의 전방을 촬영하여 업로드 한다면, 이론적으로 모
든 도로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의 해결이 필요하다.
- 각 차량의 전방 영상 촬영 방식
- 다수의 차량이 생성하여 업로드 함으로서 발생하는
서버의 트래픽 집중화 문제.
- 서버에서의 영상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검색 방법.
- 동일 지점에서 생성된 여러 중복된 영상들에 대한
선택 문제.
- 관심 지점에 대한 영상 요청 인터페이스 방법.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을 통한 구현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
여 교통 체증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멀
티미디어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운행에 도움
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무선 네트워크
(3G, Wibro..)
GPS

여러 차들이 자신의
전방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GPS와
함께 업로드

서버
(다량의 차량이 송신한
모든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 수신 및
요청 차량에게 송신)
사용자의 관심 지점
(혹은 진행할
경로의 주요 지점)
의 영상 데이터
수신

<그림 1> 시스템 개요

2. 기존의 교통 정보 제공 방법
2.1 DMB 방송을 이용한 TPEG 교통 정보 제공 방법
TPEG은 실시간 교통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으로써,
3~5분 간격으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완벽한
실시간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부 도로에 대한
교통 정보 제공이 어렵고,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써 실
사 영상에 비하여 생동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많은 차
량이 일시에 한산하다고 방송된 도로에 집중되는 현상
이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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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CTV 촬영 영상의 실시간 서비스 방법
교통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CCTV의 영상 정보 활용
하는 시스템[3][4]등의 제안이 되었다. 하지만 고정된
위치의 CCTV에서 촬영된 동영상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제한된다. 또한 높은 위치에서 촬영된
영상은 도로의 자세한 상황 (공사, 사고 등)의 판별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표 1]는 기존 서비스와 본 시스템을 비교한 것으로써,
실시간성과 정확성, 확장성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기존의 교통 정보 방법과 본 시스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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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버로 업로드 시 중앙 서버에서 매우 큰 트래픽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서버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된 영상을 보존해야 하
므로 저장 공간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림 2>은 이러
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 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
픽과 서버 저장 용량을 예상한 것으로, 차량의 숫자와
업로드 주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 시스템의 구축 시 매우 주요한
이슈로써, 무선망 중계기 기반의 서버 분산 방법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사용자
가 관심 지점의 영상을 요청 시 가장 근접한 차량에게
촬영 명령을 푸쉬(push)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현재 무선망에서는 폴링(polling)을 통하여 푸쉬 기
능을 흉내 내는 방법만 가능하지만, 중앙 서버가 모든
차량의 영상을 수집하는 방식에 비하여 트래픽은 현저
히 줄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대한
영상 획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도로상의 관심 지점
에 대한 실시간 영상
을 통해 차량별 효과
적인 경로 선택 효과
도로상의 실시간 영
상이 주기적으로 생
성되어 사고 원인 파
악 자료로 활용 가능

3. 실시간 멀티미디어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1장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들의 특성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개한다.

(a) 네트워크 대역폭

3.1 각 차량의 전방 촬영 방법
도로 공간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운행 중인 경로 상에
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지점을 샘플링
해야 한다. 물론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수록 각 지점에
대한 영상의 실시간 성이 높아지지만 서버의 트래픽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기본적
으로 일정 주기마다 영상을 촬영하며, 주요 지점이나
급정차/급회전등과 같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서행하였을 때와 같이 도로 상태
에 대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촬영 스케줄링을 정의하였
다. 또한 도로 상의 여러 차량의 촬영 시기를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3.2 다수의 차량이 생성하여 업로드 함으로서 발생하는
서버의 트래픽 집중화 문제
도로 상의 다수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b) 서버 저장 용량
<그림 2>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 및 서버 저장 용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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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버에서의 영상 데이터 관리 및 검색 방법
서버는 도로상의 다량의 차량들이 업로드한 영상을
DB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실제로 이러한 영상은 그 수
가 매우 많기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요청된 영상을 빠르
게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수집된 영상들은 기본적
으로 2차원 공간상에 분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Tree[5]와 같은 공간적 인덱싱 방법을 통하여 검색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적 인덱싱 방
법은 먼저 공간적 군집화를 통해 검색 지역과 동떨어진
군집들을 검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4 동일 지점에서 수집된 여러 영상들 중 유용한 영상
자동 선별
각 차량들이 전방을 촬영한 영상은 대형 차량의 가림,
영상의 잡음,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품질을 보장하기 어
렵다<그림 3>. 또한 동일 지점을 통과하는 여러 차량이
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중복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
버는 이러한 영상들로부터 가장 유용한 영상을 자동 선
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영상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방
법으로는 크게, 영상을 구성하는 차량, 시설물등과 같은
객체를 검출하여 영상의 구조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영
상의 전역적인 특징들을 추출하여 영상을 하나의 특징
으로 간단히 추상화 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지만 연산의 복잡도가 크고 특히 객체 검출
의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도로 영상 구조의 모
델링은 학습이 어렵다는 제한점도 갖는다. 본 논문에서
는 영상의 전역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한 자동 선별 기능을 개발하였다. <그림 5>는 본 논
문에서 개발한 유용한 영상 분류기로서, 전역 시각 특징
으로는 차량에서 촬영된 사진은 수평 하므로 도로 영역
은 영상의 하반부에 위치하며 도로 위에 비슷한 구도로
차량들이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 영역의 에지
(edge)들의 공간적 분포를 선택하였다. 에지들의 공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그림 4>과 같이 MPEG-7의
에지 히스토그램 기술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에지
히스토그램으로 추상화된 영상들에 대하여 3000장의 학
습데이터에 대하여 SVM[6] 분류기를 사용하여 “유용한
영상”과 “유용하지 못한 영상”의 두 부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 구현한 도로 영상 전송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집된 다수의 영상들 중에서 가장 유
용한 단일 영상을 선택하여 요청된 차량으로 송신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므로 아래 식(1)과 같이 SVM에서 출
력하는 확률 값 d(x)와 영상이 촬영된 시간t(x)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영상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Iˆl  arg max d  x   t  x  , d  x   wT x  b
xI l , d  x   0

4.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및 분석

(1)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시스템의 여러 이슈 및
특성들을 고려하여 <그림 6>과 같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먼저 영상 촬영과 업로드, 요청 및 표시
를 위하여 넷북 상에서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고 GPS와 카메라를 장착하였다. 도로상의 여러 차량
들을 실제로 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대의 실제 차량
과 다수의 가상 차량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a) 유용한 영상

(a)유용하지
유용하지 못한
(b)
못한영상
영상

<그림 3> 도로 상황을 잘 표현하는 영상과 그렇지 못한 영상
의 예시

<그림 4> 에지 분포 특징 추출 과정

촬영된 영상

training
3K dataset

Edge
Histogram
Extraction

SVM
Learning

svm
model

SVM
Classifier

arg max

dist
Telapsed

<그림 5> 유용한 영상 자동 분류기

가상 차량은 실제 GPS를 수신하는 대신 임의의 경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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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된 좌표를 사용하여 주행을 시뮬레이션 하였으
며, 또한 실제 카메라를 통한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지정
된 지역의 영상을 미리 촬영하여 카메라 대신 사용하였
다. <그림 7>은 관심 지점에 대한 영상을 요청 및 출력
하는 방법이다. 운전자가 관심 지점을 직접 클릭하여 요
청하거나 진행 경로 상의 근접한 주요 지점의 영역을
자동으로 요청 및 출력하는 방식을 구현하였다. 본 구현
에서는 <그림 7>에서의 빨간 점과 같이 도로의 주요 지
점을 일정 간격 또는 교차로를 위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실제 도로를 샘플링 하는 방법은 차량의 촬영 시
기, 영상 업로드로 인한 트래픽, 서버의 영상 검색 연산
비용 등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
서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 운용 시 효과적인 샘플링 방
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서버에서 요청을 수신
시 해당 지점에 대한 영상 검색 시간은 M-tree 인덱싱
을 사용하기 전 평균 약 2.5초에서, 인덱싱 사용 후
0.01초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유용한 영상을 분류
하기 위하여 학습된 분류기는 3-fold 교차 검증을 통하
여 성능을 분석한 결과 0.72의 정확률(precision)과
0.82의 재현률(0.82)을 나타내었다.

도 있게 실험하지는 못하였으며 이점에 대하여 향후 연
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a) Click 시 관심 지점 영상 요청/출력

(b) 근접한 관심 지점 영상 요청/출력

<그림 7> 관심 지점에 대한 영상 요청 및 출력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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