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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폰 및 네비게이션의 보급의 발달로 인해 쉽게 GPS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동으로 도로를 생성해주는 도로 생성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에서 핵심이 되는 작업은 대표궤적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대표궤적 추출을 수행 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비슷한 궤적
데이터들의 집합을 전제로 하여 궤적을 추출 한다. 하지만 실제 대용량의 GPS 데이터 집합들은 임의의 형태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대표궤적을 추출하기에 앞서 전 처리과정으로 궤적 클러스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영역을 일정한 격자로 분할하고, 이산 프레쉐 거리 평균을 이용함으로써,
임의로 형성된 궤적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한다.

1. 연구동기
최근 GPS수신 단말기 보급(스마트 폰, 네비게이션)의
증가에 따라 GPS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에 따
라 GPS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그 중 하나는 도로 생성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다[3,4].
아래 그림-1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GPS 데이터
를 받아 지도에 나타낸 그림이다. 빨간 곡선들은 실제
택시들이 지나간 GPS 데이터이며, 택시 궤적은 총 3000
개이다. 이러한 GPS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도로
를 찾아주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촬영이나, 현
장실사의 비용과 노력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기대하는
효과가 아주 크다.

궤적 데이터들이란 궤적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거의
비슷한 데이터들을 말한다.
아래 그림-2는 유사한 궤적에서 도로 중심선을 추출한
그림이다. 그림-3은 그림-1의 올림픽대로를 지나는 궤적
들 중 시작과 끝이 유사한 궤적들만 모아 지도에 나타내
었다.

그림-2. 유사한 궤적에서 도로 중심선 추출하기[6].

그림-1. 강남구 지역에서 수집된 택시 GPS 데이
터. 빨간색 선은 총 3000대의 택시의 궤적을 나
타내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유사한 궤적간의
대표 궤적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미 대표궤적을 추출하
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5,6]. 이 연구는 여러 개의
궤적데이터들이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유사한

그림-3. 이상적인 궤적 GPS 데이터. 빨간색 선은
궤적들의 모음을 나타낸 것이며, 궤적들의 시작과
끝은 거의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