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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보행정

보 안내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는 이동하는 데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

에 따라 교통약자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은 필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뿐 실제 서비스

를 위해 필요한 DB 구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장애시설정보와 융합된 GPS 데이터를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와 결

합하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포

인트와 라인의 이종 데이터 셋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거리

조건과 방향조건을 고려한 차이지수(Difference Index)를 도출하였다. 포인트

들의 거리와 방향, 속성 및 차이지수에 대해 4가지 규준을 정의하여 특이점

으로 판단되는 유효점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유효점을 연결하여 세그먼트를

생성한 후 기존 보행자 네트워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듀얼라인과 교차로에

서의 오류를 처리하였다. 생성된 세그먼트와 기존 링크 간 공간 결합(spatial

join) 연산을 통해 장애 구간 노드와 링크를 생성하였고, 장애시설정보를 반

영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일부 지역

을 블록화 하여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였고, 광범위한 지역에의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 지역인 마천동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

크를 구축하였다. 자동으로 생성된 장애 구간 개수와 수집한 장애 구간 데이

터의 개수를 비교한 후 장애 구간 생성률을 산출하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평

가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83.8%의 생성률을 나타내었다. 본 기법을 통해 광

범위한 지역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향후 교통약자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주요용어 : 교통약자, 보행자 네트워크, GPS 데이터, 차이지수, 유효점,

보행 장애 구간

학번 : 2013-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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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도로의 형상이 복잡해지면서, 낯선

환경에서의 보행자 내비게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 보

행자에 비해 이동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1)들은 보행환경 상태에 따라 이동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동 관련 정보가 부족한 낯선 곳에서의 이동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보다 더욱 구체적인 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맞

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보행자 네트워크에는 보행 장애 구간에 대한

위치정보 및 보행환경에 대한 속성정보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만으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보행 시에 도로의 상태나

보행 장애시설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포장불량 구간이나 폭이 좁은 구간, 턱이 있는 구간 등을 포함하는 경

로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급경사와 같은 보행환경 역시 교통약자들의 이

동이 불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일

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부분적으

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DB를 구축하였으나, 정보 부족과 작은 범위에

한정된 DB 구축 등의 이유로 실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시설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행

자 수준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행 지원시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

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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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시설정보의 DB 구축비용 과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1-1.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정보 획득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VGI) 수집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되고 있다. 매플러

K(MapplerK) 플랫폼2)을 통한 ‘서울시청 주변 장애인 접근성 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보행 중에 보행 시설물 상태,

보행 장애물 유무 등 보행환경정보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등 보

행 지원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지도와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 정보를 지도 위에 나타낼 뿐, 해당 정보가 도로 네트워크와 연

계되지 않아 경로 안내와 같은 서비스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또한 입력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DB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및 비용의 한계가 있고 초기 구축 후 정보의 추가나 수정 등의

갱신이 어려워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에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선험적 서비스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애시설

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하는

2) 매플러K(MapplerK)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으로, 사용자가 지도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관심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정

보를 제공하게 하기 위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한국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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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취득한 GPS 데

이터를 가공하여 보행 장애 구간의 위치 및 속성정보와 융합한 후, 기 구축

된 보행자 네트워크3)에 결합하려 한다. 이때, 듀얼라인과 같은 보행자 네트

워크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통해 이종의 데이터 셋을 결합하여 교통약자 맞춤형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성을 가지는 GPS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게 하고

자 하며, 자동화된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방법에 비해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

트워크의 초기 구축비용과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의 ‘연속수치지도 갱신 및 활용성 강화 사업(2013)’중 ‘연속수치지

도 기반 보행자 내비게이션용 도로망도 제작’의 세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보행자용

네트워크 데이터를 의미하며, 서울특별시에 대해 구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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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

크4)를 기반으로 하여 GPS 데이터와 보행 장애 구간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

를 결합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는 ‘신

체적 장애를 가진 자’ 중 내부 기관의 장애를 제외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로 한정한다. 이때, 장애 유형의 특수성

에 의해 시각 장애인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는 크게 장애 교통약자와 비장애 교통약자로 나뉘고, 장애 교통약자는 다시

이동장애, 인지장애, 시작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의 교통약자는

[그림 1-2]의 회색 부분이 나타내듯이 이동장애를 가진 자 중 인지장애와 시

각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등 장애는 없으나 이동에

주의가 필요한 비장애 교통약자를 의미한다.

그림 1-2. 교통약자의 구분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1월 발간한 교통약자 편의 실태 조사 보고서와 건

설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 교통시

4) 국토지리정보원의 2013년도 ‘연속수치지도 기반 보행자 내비게이션용 도로망도 제

작’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서울특별시 대상 보행자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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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의해 선별한 교통약자용 편의시설은 [표 1-1]과

같다.

유형

장애 구간

발생

가능성

사용자의

직관적

인지

가능성

대상 적합성

(시각장애인 및

인지장애인

제외)

보행자용

네트워크

구축용

정보 여부

보행로 /

보행접근

로

특성

보도의

유효폭
O O O O

포장 O O O O

기울기 O O O O

턱 O O O O

차도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X O O O

점자블록 O O X O

턱낮추기 O O O O

잔여시간표시기 X X X X

차량진출입부 O X O X

차량진입억제봉 O O O O

보행접근로 O O O O

계단 O O O O

맨홀 설치 O X O X

보도 색상 X X X X

횡단보도 조명 X X X X

음향신호기 X X X X

표 1-1. 교통약자용 편의 시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보행 장애구간 정보를 구축하

므로, 선별된 시설들 중에서 장애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사용

자가 보행 중 직관적으로 장애 구간을 파악하여 장애요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속성정보를 정의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보행자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가진 시설 여부를 파악하여 장애시설을 선정하였다. [표 1-1]은 각

각의 시설에 대해 위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나타내며,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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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 시설로 선정하였고

해당 시설의 속성정보는 [표 1-2]와 같다.

보행 지원

시설 종류
장애 구간 속성 구분

장애 구간

정의 기준

보행자길

휠체어 이동
가능

불가능

포장 상태
양호

불량

턱
유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높이

차이(2cm 이하)인 경우 턱 무무

폭이 좁은 구간
유 보행자길의 유효폭이 1.2m

미만(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폭)인

경우 폭이 좁은 구간 유무

급경사

유
경사도가 1/16(6.25%) 이상인 경우

급경사 유
무

횡단보도

휠체어 이동
가능

불가능

높이 차이 제거
유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높이

차이(2cm 이하)인 경우

높이 차이 제거 유무

차량 진입

억제봉

적합
규정 간격인 1.5m 미만일 경우

부적합부적합

지하보도

출입구
휠체어 리프트

유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 유무

육교 휠체어 리프트

유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 유무

표 1-2. 보행 지원시설 및 장애 구간 속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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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뉴얼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 보

행 장애요인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장애 속성이

있다(‘유’)고 판단한다. 또한 휠체어 이동 가능 정보 뿐 아니라 포장 상태나,

급경사 등의 보행환경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와 함께 제공하여 휠체어 이

용자 외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도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하정보 갱신과 속

성정보 갱신을 통해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이동 경로에 따른 GPS 궤적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동 경로에 존재하는 보행 장애 구간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결합한다.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GPS 데이터와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 간의 차이지수(Difference Index, DI) 산출을 통해 이종의

데이터 셋 사이의 유사도를 평가하고, 다량의 GPS 포인트 중에서 의미있는

점(유효점)을 추출하여 처리한다. 이후 추출한 유효점을 기존 보행자 네트워

크와 결합하여 장애 구간 노드와 링크를 생성하고,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속성 테이블을 설계하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GPS 신호

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의 테스트 블록(동국대 캠퍼스 내 일부

지역, 북촌한옥마을의 일부 지역,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주변)을 설정하여 본

계단 휠체어 리프트

유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 유무

지하철역

출입구
휠체어 리프트

유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 유
무

건물

주 출입구
휠체어 리프트

유
휠체어 및 교통약자가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존재할 경우

휠체어 리프트 유
무

엘리베이터
연결 시설물

유형

지하철역

육교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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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한 구축 기법을 적용하며, 시범 지역으로 마천동에 대해 교통

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생성된 장애 구간의 개수와 테스트 지

역을 이동하면서 수집한 장애 구간의 개수를 비교한 후 장애 구간 생성률을

산출하여 제안한 기법의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 흐름도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 흐름도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하였으며,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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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용어(terminology)에 대해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 크라우드 소싱 기법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생성하고 수집하여 전파시키

는 지리정보를 의미함.

Ÿ 장애 구간

: 네트워크상에서 하나의 장애요인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세그먼트 혹은 링크로 구성될 수 있음.

Ÿ 세그먼트

: 링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울기를 가지는 선분을 의미하며, 장애 구간 세

그먼트는 장애 속성 정보가 Null이 아닌 세그먼트임.

Ÿ 차이지수(Difference Index)

: 포인트와 라인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수치이며, 각

포인트는 가장 작은 차이지수 값을 가지는 라인 위에 존재함을 의미함.

Ÿ 유효점

: 보행 장애구간의 위치정보(좌표)와 속성정보(시설종류, 장애요인, 통행가능

여부)를 포함하는 GPS 데이터 중 거리와 방향, 속성, 차이지수에 의해 유

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추출된 일부 포인트

Ÿ 듀얼라인

: 도로의 중심선을 추출하여 링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양측으로 보

행이 가능하여 하나의 도로 폴리곤에 대해 폴리곤의 좌측과 우측으로 추출

된 2개 링크의 집합을 의미함.

Ÿ 장애시설

: 광의적 개념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지원시설을 나타내며, 특히 보

행 장애구간을 포함하는 보행 지원시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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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2.1. 기초 연구

그림 2-1. 교통약자의 정의(신연식, 2002)

교통약자는 특정 원인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신해, 2009).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2-1]과 같이 교통약자는 크

게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연식, 2002). 광의적 개

념의 교통약자는 신체적 제약을 가진 자와 경제적 약자, 사회 제도적 약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약자로는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와 유아가 포

함되고, 경제적 약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 파산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는 협의적 개념의 교통약자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와 유아, 일시적 신체장애자,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는 2011년 12,418천명(24.5%)에서 2016년 약 13,120천명(25.7%)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장정아, 2014).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장민

경(2009)은 인사동 거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교통약자의 보행환경과 관련된 이론들과 법령,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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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였고 국가적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하

였다. 이호숭(2012)은 교통약자의 행동 특성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

행하였고, 인간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및 이동보조기기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교통약자를 본 연구와 동일하게 휠체어 사용자, 목발과

지팡이 사용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로 한정하였으며, 제약 없이 이

동이 가능한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안내도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

태호 등(2012)은 국외의 교통약자 관련 법과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사례와 비교하여 무장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보행환경 보다는 이동 수단을 통한 교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

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세한 사례 분석은 수행하였으나 실

질적인 해결책이나 시스템 구축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졌다. 장정아 등

(2013)은 ICT 기술과 접목 가능한 교통약자 보행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는

데, 교통약자의 보행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약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지체장애

인의 63%가 현재 보행환경의 편리성에 대해 편리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84%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갈 때 어렵고 위험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

한 결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정보의 구축이 시급하고, 또한 구체적인

보행 장애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경로 안내 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기초 연구들은 대체로 새롭게 등장한 ‘교통약자’라는 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정의하였으며, 각 유형별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 접근과 이론적인 서비스 제안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정보의 구축과 이들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설계는 미비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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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연구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은 크게 노드와 링크 생성 등의 기하정보 구축과, 데이터 모델 작성과 DB

구축 등의 속성정보 구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하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Karimi et al.(2013)은 보행자용 네트워크 지도를 생성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네트워크 버퍼링 기법, GPS 궤적 데이터를 활용한

Collaborative mapping 기법, Image processing 기법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

하여 보행자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는데,

김지영 등(2009; 2014)은 수치지도 등과 같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를 활용하여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보행자 도로망도를 생성하였

다. 도로중심선을 기반으로 링크를 생성하였고, 링크들의 교차점 및 보행 지

원시설과 도로중심선의 교차점을 노드로 생성하였다. 가칠오 등(2011)은 차량

용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특히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보행 영역과

비보행 영역을 분류한 후 비보행 도로로 폐합된 블록 내부의 폴리곤을 병합

하고, 경계선을 이중선 형태로 구축하여 보행 링크를 생성하였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 역시 보행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기하적인 형상을 반영한 중심선을

기반으로 링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속성정보 구축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신 등(2008)이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

스를 위한 노드와 링크의 구성을 정의하였는데, 노드 유형으로 교차점, 건물

시설물, 끝점, 속성 변화점을 정의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또한 Liu et

al.(2009) 은 보행 공간을 점, 선, 면의 특성으로 정의한 후 보행자 네트워크

생성 모델을 제안하고, 나아가 기존 차량용 네트워크와의 연계 모델을 제안

하였다. 정원일 등(2011)은 관심지점(POI)을 보행자 네트워크 모델링에 삽입

하거나 삭제하는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GPS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풍부함 때문에 네트

워크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Worrall et

al.(2007)은 방대한 양의 GPS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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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하였으며, GPS 궤적 데이터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회귀분석과 비

선형 최소 제곱법을 통해 클러스터에 최적인 라인과 circular arcs를 찾는 기

법을 제안하였다. 높은 정확도의 도로중심선을 추출하기 위해 skeleton을 활

용하기도 하였는데, Shi et al.(2009)은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로 네트워

크의 Bitmap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선이 될 skeleton을 산출하여 도로

네트워크 그래프 기반의 노드와 링크를 생성하여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

다. GPS 데이터를 통해 도로 네트워크의 기하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속성정

보를 추출하기도 하였는데, Ekpenyong et al.(2009)은 Snap-drift neural

network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GPS 궤적의 패턴을 분석하고 다섯 가지로 분

류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로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다섯 가지 대표적인 패턴

으로는 Dome-like, Sinusoidal, Dip, Stable, Decline, Incline으로 정의하였으

며, 이에 따라 도로를 Private road, Roundabout, Traffic light, A road,

Local street, Minor road로 분류하였다.

한편 도로 네트워크에서 나아가,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PS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 Kasemsuppakorn et al.(2013)은

보행자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multiple GPS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360

도를 12개로 분할하여 점의 방향성을 정량화하는 12-direction chain code 알

고리듬을 적용하여 Significant point를 추출하고, 영상을 통해 추출한 도로

중심점 간의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점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다. 보행자의 회전이 필요한 교차로나 인터체인지, 유턴(U-turn)

구간에서 GPS 궤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였

는데(Wang et al., 2014), circular boundaries와 단순화된 도로 네트워크 그

래프 모델을 적용하여 GPS 궤적을 도로 세그먼트와 intersection으로 구분한

후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수행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교통

약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용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

비스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Kasemsuppakorn et al.(2008)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DB

구축을 위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작성하고, 보도와 건물, 랜드마크, 접근성

정보를 정의하였고, 보도 폭, 경사도, 재질, 상태, 신호, 길이에 관한 파라미터



- 14 -

를 정의하였다. 또한 Ding et al.(2007)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GPS 신호 기

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DB 요소를 정의하고 시스템

아키텍쳐를 설계하였다. 또한 Ren et al.(2009; 2009; 2012)는 휠체어 내비게

이션 서비스를 위한 맵매칭 알고리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A

Chain code based 알고리듬, A hidden markov model-based 알고리듬, A

fuzzy logic 알고리듬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 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비장애

인이지만 이동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행자는 차량에 비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간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

잡한 도로에서의 길 찾기를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대체하고 있다(김지

영, 2014). 보행자 중에서도 특히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보행환경 및 경로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 중 교통약자용 내비게이션 연구는 필요한 정보나 데이

터에 관해 정의할 뿐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구축을 위한 기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GPS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약자용 내비게이션

연구는 정확한 경로안내를 위한 실시간 맵매칭 알고리듬을 제안하는 쪽으로

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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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련 법, 제도

관련 연구뿐 아니라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본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법과 제

도는 [표 2-1]과 같다.

구분 법명 내용

법,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 보

장을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

선하고자 제정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를 포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제정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여러 시설 및 건축

물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여러 설치 기준과 관련

기관의 의무 사항을 포함

심신장애복지법(제 13조)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등의 시

설을 설치할 때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 복지법 제 33조)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편의시설(도로 및 교

통시설 포함)에 대해 설치 규정을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와 인증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

로 세부 교통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

준을 마련하고 인증하고자 함

표 2-1. 교통약자 관련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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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가 제정되고 있다. 이들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 데이터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특히 맞춤형 경로 안내 서비스를 위해 보행환경정보와 장애시설

정보를 반영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제도 및

사업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 추진

(국토해양부, 2005∼)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내 일정구역을 보행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해당 연구를 바

탕으로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보행우

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발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특별시, 2002)

관련 법률과 제도, 지침을 반영하여 건물

출입구, 주차구역, 보행안전 구역 설치 규

정 및 보행 장애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을 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 제도(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2007∼)

교통약자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

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

는 보행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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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기법

이동 경로에 대한 GPS 궤적 데이터와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활용하여 자동

으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

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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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

3.1.1. GPS 궤적 데이터 수집

안드로이드 기반 Oruxmap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울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경로에 따른 GPS 궤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m의 정확도

로 0초 0m 단위(실시간)로 포인트를 수집5)하였다.

또한 해당 경로에 대해 보행 장애요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횡단

보도나 지하보도 출입구, 육교, 교량 등 보행 지원시설이나 급경사, 폭 좁은

구간, 포장 불량, 턱 등과 같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구간을 동영상으로 촬

영하였다. 촬영한 동영상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수집된 GPS 포인트에 해

당 정보를 속성값으로 변환하여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GPS 데이

터의 속성정보는 [표 3-1]과 같고, 이 중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나타내는 필드

가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표 3-2]와 같다.

필드 타입 설명

FID 정수 각 GPS 포인트에 대한 고유 식별자

Coordinates 좌표 각 GPS 포인트의 지리적 위치(경도, 위도)

DataTimeS 문자 포인트가 수집된 시간

R_Type 정수 보행 지원시설 유형

Avail 정수 휠체어 통행 가능 여부

Obs 정수 보행 장애 환경 유형

표 3-1. 본 연구에서 정의한 GPS 데이터의 속성정보

5) Oruxmaps 애플리케이션은 위치 확정에 대한 정확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트랙 포인트로서 위치를 저장하는 최소 GPS 정확도를 의미함. 즉, 애플리케이션 내

부 알고리듬에 근거하여 측정값이 설정한 값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경우에 한해

데이터를 저장함. 또한 측정 최소 시간과 최소 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0초 0m로

설정할 경우 이동 경로에 따라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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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명 R_Type 필드 명 Avail 필드 명 Obs

보도 1

통행 가능 0
급경사 1

계단 2
폭 좁은 구간 2횡단보도 3

지하보도

출입구
4

통행 어려움 1

포장불량 3

육교 5 턱

(높이 차이

제거 없음)

4지하철역

출입구
6

건물 주출입구 7

통행 불가능 2

진입 억제봉 5

엘리베이터 8
휠체어 접근로

없음
6

교량 9

표 3-2. 장애시설정보의 속성 변환 값

‘통행 가능’은 보행자 유형에 관계없이 통행에 문제가 없는 구간을 의미하

고, ‘통행 불가능’은 보행자 유형에 관계없이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을 의미한

다. 반면에 ‘통행 어려움’은 휠체어 이용자는 통행이 불가능하나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는 통행이 가능한 구간을 의미한다.

3.1.2. GPS 데이터 전처리

주변 환경에 대한 GPS 신호의 오차로 인해,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 때와

이동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또한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지하나 건물 밑

통로 등에서는 포인트가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 기록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

한다. 이에 따라 전처리 과정을 통해 수집된 GPS 포인트 중에서 이상치로

추정되는 포인트들을 제거하였다. 이때 포인트 사이의 간격이 평균에 비해

훨씬 큰 값을 가지는 점을 이상치로 판단하였으며, 각 포인트마다 이전 3개

의 점과 이후 3개의 점과의 간격을 모두 고려하였다. 2개의 포인트로는 GPS

궤적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없고,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3개의 점을 고려하면 수집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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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들의 경향성을 벗어나는 점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림 3-2. 전처리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GPS 포인트 데이터 변화 예시

3.1.3.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 전처리

본 연구에서 기반 자료로 사용할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는 폴

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3]은 링크를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링크

는 노드 단위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른 여러 개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링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지점에

서 링크를 분할하여 세그먼트(이하 해당 링크 세그먼트를 링크라 칭함)를 생

성함으로써 각각의 세그먼트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그림 3-3. 링크를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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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I 산출

보행 장애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GPS 데이터는 포

인트로 취득되고,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는 라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의 형태가 상이한 두 자료를 결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종의 두

데이터 셋(포인트와 라인)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차이지수, DI)

를 제안하였다. DI 값이 작을수록 포인트와 라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포인트가 해당 라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DI는 각 포

인트와 인접 링크 간의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의 선형결합을 통해 계산하였고,

이때 각 조건의 가중치는 CRITIC 방법에 의해 산출하였다. 또한 GPS 신호

정확도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세 가지 Type(Type1, Type2, Type3)으로 분

류하여,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DI를 계산하였다.

3.2.1. Type 분류 기준에 의한 입력 데이터의 분류

GPS 측량은 위성의 개수와 배치 상태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

에, 위성 신호 수신이 제한되는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내부는 수집된 GPS

데이터의 정확도가 3∼4층의 단층 건물 지역이나 오픈 스페이스에 비해 떨어

진다(김유진, 2009; 이길재, 2009). 또한 도로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도로를 따

라 위치하는 시설물의 배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GPS 신호의 정확도가 떨어

진다. 도로 네트워크의 복잡도는 노드의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통

해 나타낼 수 있는데(Freeman, 1979), 노드의 연결중심성은 각 노드 당 연결

된 링크의 평균 개수를 통해 나타낸다. 즉, 각 노드 당 연결된 링크의 평균

개수가 많을수록 노드의 연결중심성이 크고, 따라서 도로 네트워크가 복잡하

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노드와 같이 연결된 링크가 최소 3개 이상인 경우에

연결중심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입력 데이터인 GPS 데이

터의 Type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주변 건물의 평균 높이를 1차적 기준

으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이후 1차적 기준만으로는 분류가 어려운 블록(예

를 들어 평균 건물 높이 값이 경계에 걸치는 블록)에 대해서는 노드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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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을 2차적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표

3-3]과 같다.

Type

분 류

1차적 분류기준 2차적 분류 기준

평균 건물 높이
연결 링크가 3개 이상인

노드의 비율6)

Type 1 1층 이하 (오픈스페이스) 0.3 이하

Type 2 1층 초과 4층 이하(저층) 0.3 초과 0.5 미만

Type 3 4층 초과(고층) 0.5 이상

표 3-3. GPS 포인트 데이터의 Type 분류 기준

이때, 평균 건물 높이는 입력 GPS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역의 평균 건물

높이를 산정하였고, 연결된 링크가 전체 노드 중 3개 이상인 노드의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노드의 연결중심성을 통한 도로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반영하고

자 하였다.

3.2.2. 거리조건과 방향조건 설정

다중 기하 기준을 설정하여 이들을 선형조합 함으로써 자동으로 면 객체

간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다중 기하 기준으로는 두 면 객체의 중심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하는 위치 기준과, 둘레와 면적 비로 산출되는 형

상 기준, 중첩되는 면적을 이용한 면적 기준을 설정한다(김지영, 2014). 본 연

구에서는 면 객체가 아닌 이종의 점과 선 객체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때문

에, 다중 기하 기준으로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두 이종

의 데이터 셋 간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먼저 거리조건은 각 포인트와 인접 링크들까지의 최단 거리(유클리드 거

리)를 표준화한 값을 의미한다. GPS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이상치를

6) 수치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0개 지역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각 노드의 연결링크 개수 값들의 1분위수와 3분위수를 분류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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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으므로,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방향조건은 각 포인트의 이전 포인트와 이후 포인트를 이용하여 방

향 벡터를 구한 후, 인접 링크의 방향 벡터와의 차이를 표준화한 값을 의미

한다. 방향 벡터의 차이는 [식 3-2]와 같이 포인트들이 이루는 직선의 방향각

과 인접 링크의 방향각의 차이를 탄젠트 값으로 표현한 수치를 통해 산출하

였다.

  


 (3-1)

 ××

××  (3-2)

여기서,    링크의 좌측 끝 점의 좌표값
  링크의 우측 끝 점의 좌표값
   이전 포인트의 좌표값
   이후 포인트의 좌표값

[표 3-4]는 임의의 포인트와 그 인접 링크 간의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을 산

출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향 차이가 작을수록 포

인트와 링크는 유사함을 나타낸다.

거리조건 방향조건

* angle_point : 각 포인트의 이전과 이

후 점이 이루는 방향 벡터 각

* angle_segment : 기존 보행자 링크의

방향 벡터 각

표 3-4.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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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CRITIC 방법에 의한 가중치 산출

같은 방향의 포인트와 링크일지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거리가 가까워도 링크의 방향과 포인트의 방향이 다르면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그림 3-4).

그림 3-4. 유사하지 않은 포인트와 링크의 예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의 선형결합을 통해 두 조건을

함께 고려하며, 이때 두 조건의 영향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CRITIC 방법

을 통해 각 조건별 가중치를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산출하였다.

Diakoulaki et al.(1995)이 제안한 CRITIC 방법은 각 조건의 표준편차와 조

건들 간의 상관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크게 4단

계를 포함한다(김지영 등, 2011).

- 1단계 : 각 조건별 표준화

- 2단계 : 다조건에서 강도 차의 평가를 위한 조건들 사이의 상관관계 산출

- 3단계 : 상관계수와 각 조건별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각 조건 내 정보량 산출

- 4단계 : 가중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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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 방법에 따라, 가중치 는 [식 3-3]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

  



  (3-3)

여기서, 
  



  전체 조건의 정보량의 합
  각 조건의 정보량
  각 조건의 표준편차
  조건 간의 상관관계

이때 정보량은 포인트와 라인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 조건이

나타내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입력 데이터의 Type별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는 [표 3-5]와 같다.

구 분  

Type 1 0.716 0.284

Type 2 0.807 0.192

Type 3 0.736 0.264

표 3-5. CRITIC 방법에 의한 가중치 산출 결과

일반적으로 포인트와 라인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방향보다는 거리조건이다. 방향이 아무리 일치해도 일정 거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유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가중치 산출 결과가

Type별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ype 1의 경우

에는 GPS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포인트와 기존 네트워크와의

평균 거리가 Type 2와 Type 3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전체 포인트가 모두

링크와 가까운 거리 값을 가지기 때문에 3개의 Type 중 방향조건의 영향력

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Type 2의 경우는 Type 1에 비해 GPS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링크와 먼 지점에 포인트가 찍힐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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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 기존 링크와 가까운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하므로,

방향조건의 영향력은 Type 1보다 더 적게 작용한다. 그러나 Type 3의 경우

GPS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두 Type의 데이터보다 거리와

방향의 경향성을 벗어나는 데이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거리조건과 방향조건 모두 Type 1과 Type 2의 중간 정도의 영향력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4. DI 산출

[식 3-4]는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의 선형결합을 통해 DI를 계산하는 식이다.

이 식에 3.2.3절에서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Type별로 DI

를 계산하는 식을 도출하였다([식 3-5, 3-6, 3-7]).

일반식 :     (3-4)

Type 1 :      (3-5)

Type 2 :      (3-6)

Type 3 :      (3-7)

여기서,   거리조건에 대한 가중치
  방향조건에 대한 가중치
  거리조건
  방향조건

위의 식을 이용하여 각 GPS 포인트에 대해 인접 링크들과의 DI 값을 구한

후, 그 중 최소 DI 값과 그 때의 링크 ID를 산출하였다. 이 값들을 GPS 포

인트의 속성 필드에 추가하였으며, 이때 필드명은 각각 Difference와

Segment_ID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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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차이지수(Difference Index, DI)

Input : preprocessed GPS trajectory(gps), Pedestrian link

1: Point = gps point data

2: Link = pedestrian link segment data

3: // DI 계산

4: For each Point(i) do

5: For each Link(j) do

6: d(i,j) = normalized distance between Point(i) and Link(j)

7: point_angle(i) = normalized Direction vector of Point(i-1) and Point(i+1)

8: edge_angle(j) = normalized Direction vector of Link(j)

9: angle_diff(i) = difference between point_angle(i) and edge_angle(j)

10: I(i,j) = 0.807*d(i,j) + 0.193*angle_diff(i,j)

11: min(i) = minimum of I(i)

12: index(i) = Link ID that has the min I(i)

13: End

14: End

15: For each Point(i) do

16: //field 생성

17: newgps(i).Segment_ID = index(i)

18: newgps(i).Difference = min(i)

19: End

Output : GPS trajectory with Segment_ID and Difference(DI)

표 3-6. DI 산출을 위한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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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효점 추출

수집된 GPS 데이터 중 의미 있는 점(유효점)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네 가지 규준(criterion)에 의해 유효점을 추출하였으며, 각 규준은 [표

3-7]과 같다.

규 준

1 방향의 전환각이 임계 이상인 지점의 포인트

2 이전 포인트와 이후 포인트와의 거리 차이가 임계 이상인 포인트

3 속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의 포인트

4 최소 차이지수 값을 갖는 링크가 달라지는 포인트

표 3-7. 유효점 추출을 위한 네 가지 규준

그림 3-5. 각 규준에 해당하는 유효점 추출 예시

Kasemsuppakorn et al.(2013)에 의하면, ‘유효점(Significant Point)’이란

GPS 포인트들 중에서 보도의 지오메트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점을 의미하며,

포인트 간의 각도 차이를 이용하여 회전이 일어난 구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향의 전환각이 임계 이상인 지점은 교차로나 회전 구간을 나타

내는 특이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효점으로 추출한다(규준 1).

또한 횡단보도 등의 시설에서 이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에는 포인트

간 거리의 경향성을 벗어나는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좌, 우 회전이

일어나는 구간이나 교차로 구간에서 회전이 발생할 경우 포인트 간 거리가

이전 포인트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취득된 GPS 포

인트들 중에서 이전 포인트와의 거리와 이후 포인트와의 거리의 차이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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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유효점으로 추출한다(규준 2). 보행 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의 구축을 위해서는 GPS 포인트가 가지는 보행장애 속성이 중요하다. 따라

서 속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의 GPS 포인트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유

효점으로 추출한다(규준 3). 마지막으로 최소 차이지수 값을 갖는 링크가 달

라지는 포인트의 경우 결합하는 기존 링크가 달라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

의미한 점으로 판단하여 유효점으로 추출한다(규준 4).

Algorithm 2. 유효점 추출

Input : GPS trajectory with segment_ID and differences(DI)

1: Point(i) = GPS point data with segment_ID and difference

2: // 유효점 추출

3: For each Point(i) do

4: d1(i) = distance between Point(i) and Point(i-1)

5: d2(i) = distance between Point(i) and Point(i+1)]

6: diff_dist(i) = abs(d1(i)-d2(i))

7: line(i) = line composed of Point(i) and Point(i-1)

8: diff_angle(i) = angle between line(i) and line(i+1)

9: attr(i) = attribute of Point(i)

10: If diff_dist(i) > 2 || diff_angle(i) > 65 || attr(i) ~= attr(i-1)
11: n_point(t) = Point(i)

12: n_point(t-1) = Point(i-1)

13: t=t+2

14: End

15: End

16: // 유효점 Layer 생성

17: Merge n_point(t)

Output : 유효점 Layer

표 3-8. 유효점 추출을 위한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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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효점과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 결합

3.3절에서 추출한 유효점은 보행 장애시설에 대한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추출한 유효점을 최소 DI 값을 갖는 링크 위로 이동시켰다. 이때

GPS 신호 오차로 인해 DI 값에 의한 이동만으로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듀얼

라인 부분과 교차로 부분의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였

다. 오류가 발생한 유효점만을 처리하기 위해 링크 위로 이동한 유효점들을

연결하여 예비 세그먼트를 생성하였고, 해당 세그먼트들을 기존의 보행자 네

트워크와 중첩시켜 매칭되지 않는 세그먼트를 파악하고 이들 세그먼트를 구

성하는 유효점들을 추출하였다.

3.4.1. 듀얼라인에서의 결합

[그림 3-6]과 같이 간격이 좁은 듀얼라인의 경우 GPS 데이터의 위치 오차

로 인해 각 포인트들이 듀얼라인 가운데에 찍히게 되고, 이 경우 유효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로와 달리 일부는 듀얼라인의 왼쪽에, 일부는 오

른쪽 라인에 붙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3-6. 듀얼라인에서 유효점 결합 오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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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잘못된 링크가 장애 구간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듀얼라인에서 유효점을 정확한 위치에 결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해당 프로세스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듀얼라인에서 유효점 결합 프로세스

듀얼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점을 이용하여 생성한 세그먼트

가 기존 보행자 링크와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의 포인트 군을 다른 한쪽

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오류를 수정하였다.

먼저, 예비 세그먼트 중 기존 보행자 링크와의 매칭 여부를 판단하여 매칭

되지 않는 세그먼트를 삭제하였다. 이때, 횡단보도 속성을 가지는 세그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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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삭제함으로써 듀얼라인 중 실제 사용자가 이동한 라인을 판별할 수

있었다.

그림 3-8. 실제 이동 라인을 판별하는 과정

이후 세그먼트의 연결성 여부를 확인하여 연결이 끊긴 세그먼트의 시작 유

효점을 이전 세그먼트의 종료 유효점의 위치로 이동시킨 후 세그먼트를 재연

결하였다. 해당 프로세스는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유효점이 노드와 인접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행하였고, 반복 수행을 통해 모든 세그먼트가 기존 보

행자 링크와 매칭되는 경우 수행을 중지하였다.

프로세스 종료 후 모든 세그먼트가 기존 보행자 링크와 매칭되면, 이동 경

로와 일치하는 예비 세그먼트가 생성된다. 수정이 완료된 예비 세그먼트 위

로 유효점을 재이동시킴으로써 듀얼라인 부근의 오류를 수정하여 유효점과

보행자 네트워크를 결합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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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듀얼라인 오류 처리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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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3. 듀얼라인 해결

Input : Segment composed of 유효점, 유효점 data

1: Point = 유효점 data

2: Segment = Segment composed of 유효점

3: l_edge = left edge point of segment

4: r_edge = right edge point of segment

5: Link = Pedestrian link data

6: Attr = value of ‘R_Type’ field

7: // 매칭 안 되는 세그먼트 삭제

8: For each Point(i)

9: dist_node(i) = distance between the closest pedestrian node and Point(i)

10: If dist_node(i) < 5 and Attr(i) ~= 3
12: Erase non-matched Segment with Link

13: // Segment 재 연결

14: For each Segment(j) do

15: If edge(j) ~= edge(j+1)
16: l_edge(j+1) = edge(j)

17: r_edge(j+1) = edge(j+2)

18: Else

19: l_edge(j+1) = edge(j+1)

20: r_edge(j+1) = edge(j+1)

21: End

22: Generate Segment with l_edge(j) and r_edge(j)

23: End

24: End

25: End

Output : Edited segment

표 3-9. 듀얼라인에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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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교차로에서의 결합

유효점들을 연결해 생성한 세그먼트들은 교차로 부근에서 기존 보행자 네

트워크와 매칭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그림 3-10).

그림 3-10. 교차로에서 GPS 포인트 이동 오류 예시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교차로 노드와 매우 인접한 유효점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점을 인접한 교차로 노드의 위치로 이동시킨 후 이동한

유효점을 새로운 노드로 생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듀얼라인에 존재하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들 간의 거리가 가

까워 적정 거리(교차로 노드와의 거리) 이상의 유효점의 위치까지 보정할 경

우 잘못된 교차로 쪽으로 유효점이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인 2m7)를 고려하고 GPS 신호 오차를 감안하여 위치를 보정할 유효점

과 교차로 노드와의 거리를 3m 이내로 설정하였다. 교차로 노드는 기존 보

행자 네트워크의 노드들 중에서 연결 링크의 수가 3개 이상인 노드만을 추출

하였다. 교차로 노드에 인접한 2개 이상의 유효점들의 보행 장애 정보가 다

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유효점에 대해 위치를 보정하였다. 해당 유효점들

7)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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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존 교차로 노드와 동일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 보행 장애 정

보를 가지는 새로운 교차로 노드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림 3-11. 교차로 오류 처리 결과 예시



- 37 -

3.5.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3.5.1. 교통약자용 보행자 노드 생성 및 노드 속성정보 구축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노드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노드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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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완료된 유효점들을 이용하여 보행 장애시설정보가 일치하는 유효점

들끼리 연결하여 새로운 세그먼트를 생성하였고, 각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유

효점이 가지는 장애시설정보를 입력하였다(R_Type, Avail, Obs 필드의 속성

값). 이때 보행 장애 속성이 없는(R_Type, Avail, Obs 필드의 값이 모두 0인

경우) 세그먼트는 삭제하였고, 보행 장애 속성을 가진 세그먼트들의 양 끝에

위치하는 유효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점들은 제거하였다. 제거 후 남은

유효점들 중 기존 노드와 동일한 위치에 유효점이 존재할 경우, 동일한 위치

의 기존 노드를 제거하였고, 남은 유효점의 경우에는 보행 장애 지점을 나타

내는 새로운 노드로 추가하였다. 새로운 노드들은 제거되지 않고 남은 기존

노드들과 병합하여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새로 생성된 교통약자용 보행자 노드의 속성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기 구축

된 보행자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포함하는 속성정보(국토지리정보원, 2013)를

기반으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가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반영하여 노

드의 속성테이블을 새롭게 설계8)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0]과 같다.

8) 진하게 나타낸 필드와 속성은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의 속성과 비교하여 새

롭게 구축된 교통약자용 보행자 노드의 속성정보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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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타입 자릿수 정의 필수여부 설명

MESH_ID 숫자 10
도곽

고유번호
필수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축

척의 수치지도2.0 도곽ID

N_NODE_ID 숫자 10
갱신 노드

고유번호
필수

보행 장애시설의 위치정보

를 포함하여 갱신된 노드

의 도엽 내 고유번호

NODE_ATTR 숫자 2 노드 속성 필수

1: 보행자길 교차점

2: 속성변화점

3: 보행자길시설물

4: 보행 제한점

5: 행정경계교차점

6: 의사교차점

7: 도곽교차점

8: 보행 장애 발생점

NUM_LINK 숫자 2
연결 링크

개수
선택 노드와 연결된 링크의 개수

ADJ_MAP_ID 숫자 10

인접

노드의

도곽

고유번호

선택
NODA_ATTR = 6 인 경

우 입력

ADJND_ID 숫자 10
인접 노드

고유번호
선택

NODA_ATTR = 6 인 경

우 입력

DATE 문자열 8 구축일자 선택
해당 노드를 생성한 일자

(년월일)

W_TYPE 숫자 1 구축방법 선택
1: 자동생성

2: 수동생성

표 3-10.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노드 속성정보

장애 구간 링크의 시작점과 끝점에 노드를 생성하였고, 보행 장애요인들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링크에만 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보행제한점으로 정의

하였다(NODE_ATTR=4). 또한 기존 노드와는 달리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행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링크와 연결된 점은 보행 장애

발생점으로 정의하였다(NODE_ATTR=8).



- 40 -

3.5.2. 교통약자용 보행자 링크 생성 및 링크 속성정보 구축

보행환경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링크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3.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링크 구축 프로세스

먼저, 3.5.1절에서 새롭게 생성한 교통약자용 보행자 노드를 이용하여 기

구축된 보행자 링크를 분절하였다. 또한 함께 생성된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가지는 세그먼트는 장애 구간 세그먼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구간

세그먼트와 새로운 노드를 기준으로 분절된 링크에 공간결합(spatial join) 연

산을 수행하여 장애 구간 세그먼트와 완전히 중첩되는 링크에 세그먼트가 가

지는 장애시설정보를 입력하여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링크를 구축하였다.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들이 포함하는 속성정보(국토지리정보원,

2013)를 기반으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가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반영

하여 새롭게 설계한 링크의 속성테이블은 [표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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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BSTRUCT 필드의 ‘5: 진입 억제봉’ 속성은 LINK_FACIL=2 인 경우에만 입력

하며, ‘6: 휠체어 접근로 없음’ 속성은 LINK_FACIL=3, 4, 5, 6, 11, 12 인 경우에만

입력함.

필드명 타입 자릿수 정의 필수여부 설명

MESH_ID 숫자 10
도곽

고유번호
필수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축

척의 수치지도2.0 도곽ID

N_LINK_ID 숫자 10
갱신 링크

고유번호
필수

보행 장애시설의 속성정

보를 포함하여 갱신된 링

크의 도엽 내 고유번호

S_NODE_ID 숫자 10
시작 노드

고유번호
필수

해당 링크를 구성하는 시

작 노드의 도엽 내 고유

번호

E_NODE_ID 숫자 10
끝 노드

고유번호
필수

해당 링크를 구성하는 끝

노드의 도엽 내 고유번호

WROAD_CATE 숫자 2
보행자길

유형
필수

1: 보도

2: 보차혼용 보행자길

3: 도로횡단시설 보행자길

4: 출입구연결 보행자길

5: 보행전용 보행자길

6: 지하공공보도시설 보행

자길

LINK_CATE 숫자 2 링크종별 필수

1: 보도 링크

2: 부지내보행자길 링크

3: 출입구 연결로 링크

4: 보행자전용도로 링크

5: 보행자우선도로 링크

6: 보행자전용길 링크

7: 보차혼용 보행자길 링크

8: 지하층연결로 링크

9: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링크

10: 승강기가 있는 링크

표 3-11.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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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되거나 새로 생성된 링크 정보를 반영하는 새로운 링크 ID를 부여하였

고(N_LINK_ID), 추가되는 노드 정보를 반영하여 시작노드와 종료노드의 ID

LINK_FACIL 숫자 2

링크

시설물

정보

필수

1: 보행로

2: 횡단보도

3: 육교

4: 지하철역사 출입구 지하

층연결로

5: 지하도출입구 지하층연

결로

6: 교량(육교 및 철도교 제

외)

7: 고가도로

8: 지하도로

9: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

로 포함)

10: 터널

11: 지하보행로

12: 계단

13: 버스중앙차선정류장

14: 공원

15: 광장

16: 공개공지

LIMIT 숫자 1
보행

제한유무
필수

1: 보행 가능

2: 보행 어려움

3: 보행 금지

OBSTRUCT9) 숫자 2
보행

장애 정보
필수

1: 급경사

2: 폭 좁은 구간

3: 포장 불량

4: 턱

5: 진입 억제봉

6: 휠체어 접근로 없음

DATE 문자열 8 구축일자 선택
해당 링크를 생성한 일자

(년월일)

W_TYPE 숫자 1 구축방법 선택
1: 자동생성

2: 수동생성



- 43 -

를 갱신하였다. 또한 보행 가능 여부(LIMIT)에 대해 기존 보행자 네트워크는

보행 가능과 보행 금지의 두 가지 속성을 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 가능과 보행 어려움, 보행 금지의 세 가지 속성으

로 재분류하였다.

교통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보행 장애요인에 대한 정보이며, 경사도

와 보도의 폭, 포장 상태, 턱의 유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OBSTRUCT). 특

히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높이 차 제거와 진입 억제봉의 유무 정보를, 지하철

역 출입구,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등의 보행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휠체어 접

근로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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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적용 및 결과

4.1. 실험 대상 지역

4.1.1. 대상지역 선정

3.2.1절에서 설명한 GPS 신호의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즉 주변 건물

높이와 노드의 연결중심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블록을 설정하였다. 각 테스트

블록의 평균 건물 층수와 연결 링크 수가 3개 이상인 노드의 비율은 [표

4-1]과 같다. 또한 [표 4-2]는 각 테스트 블록의 면적 및 GPS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동한 경로의 총 연장 정보를 포함한다.

구 분
테스트 블록 당

평균 건물 층수

연결 링크 수가

3개 이상인 노드 비율

동국대 1.00층 0.37

북촌한옥마을
2.10층

(최소 1층∼최대 6층)
0.52

국회의사당
10.57층

(최소 1층∼최대 16층)
0.62

마천동
평균 2.68층

(최소 1층∼최대 19층)
0.64

표 4-1. 테스트 블록의 평균 건물 층수와 연결 링크 수가 3개 이상인 노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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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테스트 지역 면적(
)

이동경로의

총 연장()

동국대 0.07 1.90

북촌한옥마을 0.03 0.95

국회의사당 0.19 2.43

마천동 0.73 16.25

표 4-2. 테스트 블록의 면적 및 이동 경로의 총 연장

동국대의 경우 넓은 부지에 낮은 건물들이 분포하는 일반적인 대학 캠퍼스

의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평균 건물 층수가 1층(동국대 일부 지역)으로 오픈

스페이스로 판단하여 테스트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평

균 건물 층수가 2.10층으로 다소 낮은 편이나, 연결 링크 수가 3개 이상인 노

드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테스트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

회의사당의 경우 높은 건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정방형 네트워크로 구성되

어 교차로가 많이 분포하므로 테스트 블록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천

동의 경우는 최소 1층부터 19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건물들이 분포하며 동 경

계 내에 오픈 스페이스와 고층 건물 밀집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정방형 네트워크와 불규칙적 네트워크가 혼재하였기 때문에 시범 구축 지역

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4.1.2.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해당 테스트 블록을 대상으로 Oruxmap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GPS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는 [그림 4-1,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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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이동 경로에 따라 수집한 마천동의 GPS 데이터

그림 4-1. 각 테스트 블록 단위로 수집한 GP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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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및 장애 구간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하여 GPS 데이터에 속성

필드를 추가하고, 각각 해당하는 속성값을 부여하였다(표 4-3, 4-4).

보행 지원
시설 및
장애 속성

구간 시작
시간

구간 이동
시간

구간 종료
시간

R_Type
(시설
유형)

Avail
(통행
가능/
불가능)

Obs
(장애
속성)

보도
(포장불량) 13:34:37 0:00:21 13:34:58 1 2 3

보도(턱) 13:35:24 0:00:04 13:35:28 1 2 4

보도
(급경사) 13:35:29 0:00:11 13:35:40 1 2 1

계단 13:37:01 0:00:27 13:37:28 2 3 6

보도
(급경사) 13:43:06 0:00:27 13:43:33 1 2 1

계단 13:43:51 0:01:03 13:44:54 2 3 6

횡단보도 13:46:07 0:00:11 13:46:18 3 2 5

보도
(급경사)

13:45:32 0:01:05 13:46:37 1 3 1

횡단보도 13:47:41 0:00:07 13:47:48 3 2 4

표 4-3. Block 1의 장애시설 및 장애 구간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의 일부 예시

FID Shape* Time R_Type Avail Obs

56 Point 2014-07-30T 13:34:37 1 2 3

57 Point 2014-07-30T 13:34:38 1 2 3

58 Point 2014-07-30T 13:34:39 1 2 3

59 Point 2014-07-30T 13:34:40 1 2 3

60 Point 2014-07-30T 13:34:41 1 2 3

61 Point 2014-07-30T 13:34:42 1 2 3

62 Point 2014-07-30T 13:34:43 1 2 3

63 Point 2014-07-30T 13:34:44 1 2 3

표 4-4. Block 1의 보행 장애 정보의 변환값이 부여된

GPS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또한, 전처리를 통해 이상치로 판단되는 GPS 포인트를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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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전 후
제거된

포인트(outlier)

동국대 1754 1730 24

북촌한옥마을 712 647 65

국회의사당 2256 2238 18

마천동 15635 14481 1154

표 4-5. GPS 데이터의 전처리 수행 결과

4.1.3. 기 구축된 보행자용 네트워크 전처리

상용 소프트웨어인 Arcgis 10.1의 Split 툴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보행자용

네트워크의 링크들을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였다. [표 4-6]은 기존 보행자

네트워크가 포함하는 링크의 개수와 전처리 결과 생성된 세그먼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Block 분할 전 링크의 개수 분할 후 세그먼트의 개수

동국대 221 400

북촌한옥마을 102 206

국회의사당 447 796

마천동 914 1486

표 4-6.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의 전처리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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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이지수(DI) 산출

4.2.1. 수집된 GPS 포인트 데이터의 Type 분류

4.1.1절에서 설명한 각 테스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Type 분류 기준에

의해 입력 데이터인 GPS 데이터의 Type을 분류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Type 테스트 블록

Type 1 동국대

마천동(각 유형이 혼재)Type 2 북촌한옥마을

Type 3 국회의사당

표 4-7. Type 분류 기준에 의한 테스트 블록의 Type 분류 결과

실험 지역의 범위가 커질수록 입력 데이터의 Type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마천동의 경우 세부 5개의 Block으로 나누어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역시 각 Block의 GPS 데이터는 Type 1, 2, 3 유형

이 혼재되어 있었다.

4.2.2. DI 계산

각 블록의 Type을 기준으로 3.2.4절의 식([3-5, 3-6, 3-7])을 적용하여 각

포인트별로 인접 링크들에 대한 DI 값을 계산하여, 그 중 최솟값과 그때의

링크 ID를 산출하여 GPS 데이터의 속성 필드에 추가하였다. 이때, 최소 DI

값은 0에 수렴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케일을 증

가시킨 후(1,000배) 속성 필드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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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Shape* Time R_Type Avail Obs
Differences

(DI)

Segment_

ID

395 Point 2014-10-15T 11:34:52 1 2 1 0.0053 325

396 Point 2014-10-15T 11:34:53 1 2 1 0.0069 325

397 Point 2014-10-15T 11:34:54 1 2 1 0.0063 325

398 Point 2014-10-15T 11:34:55 0 0 0 0.0051 325

399 Point 2014-10-15T 11:34:56 0 0 0 0.0040 325

400 Point 2014-10-15T 11:34:57 0 0 0 0.0031 325

401 Point 2014-10-15T 11:34:58 1 2 3 0.0022 325

402 Point 2014-10-15T 11:34:59 1 2 3 0.0023 325

표 4-8. DI와 링크 ID가 부여된 Block 1의 GPS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FID Shape* Time R_Type Avail Obs
Differences

(DI)

Segment_

ID

102 Point 2014-07-29T 10:51:06 1 2 3 0.0039 193

103 Point 2014-07-29T 10:51:07 1 2 3 0.0030 193

104 Point 2014-07-29T 10:51:08 1 2 3 0.0228 164

105 Point 2014-07-29T 10:51:09 1 2 3 0.0382 164

106 Point 2014-07-29T 10:51:10 1 2 3 0.0501 164

107 Point 2014-07-29T 10:51:11 1 2 3 0.0622 164

108 Point 2014-07-29T 10:51:12 0 0 0 0.0639 164

109 Point 2014-07-29T 10:51:13 0 0 0 0.0707 164

표 4-9. DI와 링크 ID가 부여된 Block 2의 GPS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 51 -

FID Shape* Time R_Type Avail Obs
Differences

(DI)

Segment_

ID

635 Point 2014-10-15T 14:07:23 1 2 4 0.1597 218

636 Point 2014-10-15T 14:07:23 1 2 4 0.1596 218

637 Point 2014-10-15T 14:07:23 1 2 4 0.1532 223

638 Point 2014-10-15T 14:07:23 1 2 4 0.1056 223

639 Point 2014-10-15T 14:07:23 1 2 4 0.0674 223

640 Point 2014-10-15T 14:07:23 0 0 0 0.0436 223

641 Point 2014-10-15T 14:07:23 0 0 0 0.0201 223

642 Point 2014-10-15T 14:07:23 0 0 0 0.0077 223

표 4-10. DI와 링크 ID가 부여된 Block 3의 GPS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Block 1의 DI 값의 범위는 최소 0.000055에서 최대 1.396099로 나타났고,

Segment_ID 필드 값을 통해 395번부터 402번까지의 포인트는 모두 325번

세그먼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lock 2의 경우는 최소

0.000083부터 최대 1.241371까지의 값의 범위를, Block 3은 최소 0.000020부터

최대 0.538843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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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효점 추출

3.3절에서 수립한 네 가지 규준을 적용하여 각 테스트 블록의 유효점을 추

출하였으며, [표 4-11]은 각 블록 당 추출된 유효점의 개수와, 전체 GPS 포

인트 중 추출된 유효점의 비율을 나타낸다.

Block 1 Block 2 Block 3

유효점의 개수(개) 418 140 415

유효점 추출 비율(%) 24.2 21.6 18.5

표 4-11. 유효점 추출 결과

테스트 블록의 특성상, Block 1과 Block 2는 길이가 짧은 보도가 많고, 골

목이나 회전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많아 유효점이 Block 3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되었다(20% 이상). 반면에 Block 3의 경우에는 정방

형의 폭이 넓은 보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블록에 비해 유효점

이 적게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20% 이하). [그림 4-3, 4-4, 4-5]는 Block 1,

2, 3의 유효점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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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lock 1의 유효점 추출 결과

그림 4-4. Block 2의 유효점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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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lock 3의 유효점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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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효점과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 결합

4.4.1. 유효점의 이동

4.2절에서 산출한 최소 DI 값과 이때의 링크 ID를 이용하여 추출한 유효점

을 해당 링크 위로 이동시킨 결과는 [그림 4-6, 4-7, 4-8]과 같다.

그림 4-6. Block 1의 기존 보행자 링크 위로 유효점 이동 결과

Block 1은 듀얼라인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큰 오류 없이 유효점이 이동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링크와의 최단 거리를 가지는 지점으로 유효점

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에는 유효점이 이동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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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lock 2의 기존 보행자 링크 위로 유효점 이동 결과

Block 2의 유효점 이동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이동 경로를 벗어나는 곳으

로 유효점이 이동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이동 경

로를 벗어나는 곳으로 이동한 유효점은 제거 후 세그먼트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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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lock 3의 기존 보행자 링크 위로 유효점 이동 결과

Block 3의 경우는 이동 경로를 따라 듀얼라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한 유효점을 연결하여 예비 세그먼트를 생성하여 듀얼라인 오류가 발생하

였는지 판단 후 유효점의 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2. 듀얼라인에서의 결합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듀얼라인에서 잘못 이동한 점의 위치

를 보정하기 위해 추출한 유효점을 연결하여 예비 세그먼트를 생성한 결과는

[그림 4-9]와 같다. 이때, Block 1과 Block 2에서는 듀얼라인 오류가 발생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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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예비 세그먼트 생성 결과

각 블록의 듀얼라인에서 기존 보행자 링크와 매칭되지 않는 세그먼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동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유

효점의 속성 중 횡단보도 속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유효점들을 연결한 예비

세그먼트에 횡단보도 속성을 부여하였다. 이후 횡단보도 속성을 가지는 예비

세그먼트를 제외한 비매칭 예비 세그먼트들을 삭제한 후, 세그먼트의 연결성

여부를 확인하여 세그먼트의 끝점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였고, 종

료되어 수정이 완료된 결과는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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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Block 3의 듀얼라인 오류 처리 프로세스의 반복 수행 결과

듀얼라인 오류 처리 후 모든 예비 세그먼트들은 기존 보행자 링크의 한쪽

라인을 따라 매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3. 교차로에서의 결합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교차로 노드와 인접한 유효점에 대해 위

치 보정을 통해 기존 링크와 매칭되지 않는 세그먼트를 수정하였고, 보행 장

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교차로 노드를 새롭게 생성하였다. 이때, Block 3에서

는 새롭게 생성된 교차로 노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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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Block 1의 교차로에서의 결합 오류 처리 결과

그림 4-12. Block 2의 교차로에서의 결합 오류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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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드와 인접한 유효점에 대해 위치를 보정한 후에도 회전 구간에서

비매칭 예비 세그먼트가 남아있었으며, 이는 기존 노드와의 거리가 3m를 벗

어나는 유효점으로 구성된 예비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닌 것으로 확

인하였다.



- 62 -

4.5.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듀얼라인과 교차로 오류를 해결한 후 위치가 보정된 유효점들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보행자 링크를 분절하고, 링크 속성을 생성하여 보행 장애시설정

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링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유효점들과 제거되지 않은 기존 노드를 병합하여 교통약자용 보행

자 노드를 구축하였다.

Block 생성 노드 개수 장애 링크 개수 장애 구간 개수

Block 1 86 52 31

Block 2 25 15 9

Block 3 52 28 25

표 4-12.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결과

[표 4-12]는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포함하는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생성된 노드와 장애 링크 개수를 나타낸다. 생성된

노드 중에는 기존 노드와 동일한 위치의 노드이나 장애시설의 속성정보가 생

성된 노드를 포함하고, 하나의 장애 구간은 노드에 의해 분절된 여러 개의

링크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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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Block 1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노드 구축 결과

Block 1은 86개의 노드가 새롭게 생성되었고, 이는 장애 링크의 시작 노드

와 종료 노드에 해당한다. 또한 52개의 장애 링크가 생성되었으며, 이들은 각

각 포장불량, 급경사와 같이 교통약자가 보행 시 주의해야 하는 보행 장애시

설정보를 포함한다. Block 1은 경사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해당 블록의 면적

에 비해 많은 장애 구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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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Block 2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노드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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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lock 3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노드 구축 결과

Block 2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라 곳곳에 계단과 급경사로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보행 장애시설정보가 반영되어 총 9개의 장애 구간이 생성되었다.

Block 3의 경우는 보도 폭이 넓고 경사가 없는 지역이었으나, 가로수나 보

행 장애물(환풍구, 고정형 간판 등)로 인해 폭이 좁은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

구간이 다수 생성되었다. 또한 곳곳에 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장애 구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스트 블록에 대해 구축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는 보행 장애시설

및 장애요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링크와 노드의 속성정보는 [표 4-13,

4-14]와 같다.



- 66 -

FID MESH_ID N_NODE_ID NODE_ATTR NUM_LINK ADJMAP_ID ADJND_ID DATE W_TYPE

400 3582 401 8 2 0 0 20141108 1

401 3582 402 8 2 0 0 20141108 1

402 3582 403 4 2 0 0 20141108 1

403 3582 404 4 2 0 0 20141108 1

404 3582 405 8 2 0 0 20141108 1

405 3582 406 8 2 0 0 20141108 1

406 3582 407 4 2 0 0 20141108 1

407 3582 408 4 2 0 0 20141108 1

408 3582 409 8 2 0 0 20141108 1

409 3582 410 8 2 0 0 20141108 1

표 4-13. Block 3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노드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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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MESH_

ID

N_LINK_

ID

S_NODE_

ID

E_NODE_

ID

WROAD_

CATE

LINK

_CATE

LINK

_FACIL
LIMIT OBSTRUCT DATE W_TYPE

126 3582 127 395 396 1 1 1 2 2 20141108 1

127 3582 128 397 398 1 1 1 2 3 20141108 1

128 3582 129 396 397 1 1 1 1 0 20131210 1

129 3582 130 233 221 1 1 1 1 0 20131210 1

130 3582 131 235 206 1 1 1 1 0 20131210 1

131 3582 132 231 399 1 1 1 2 3 20141108 1

132 3582 133 400 235 1 1 1 1 0 20131210 1

133 3582 134 399 400 1 1 1 2 3 20141108 1

134 3582 135 225 236 1 1 1 1 0 20131210 1

135 3582 136 235 276 3 1 2 1 0 20131210 1

표 4-14. Block 3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속성 테이블의 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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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대한 교통

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6]과 같다.

그림 4-16. 마천동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 결과

구축 결과 155개의 노드와 136개의 장애 링크가 생성되었고, 이들이 나타

내는 장애 구간은 80개가 생성되었다. 데이터 수집 당시, 마천동은 공사 중인

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장불량 구간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으

며, 골목이 많은 지역에는 폭 좁은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 구간이 다수 생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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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마천동의 엘리베이터 링크 생성

마천동 내에는 지하철역이 있으며 역 출입구 중 한 곳에는 교통약자가 편

리하게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생

성된 엘리베이터 속성 노드와 기 구축되어 있던 지하철 링크를 연결하여 해

당 링크를 지하철 역 출입구 링크로 생성한 후, 이동 가능 속성을 부여하였

다.

본 연구의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마천동의 링크와 노드의 속성 정보는

[표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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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MESH_ID N_NODE_ID NODE_ATTR NUM_LINK ADJMAP_ID ADJND_ID DATE W_TYPE

725 3809 726 8 2 0 0 20141110 1

726 3809 727 8 2 0 0 20141110 1

727 3809 728 4 2 0 0 20141110 1

728 3809 729 4 2 0 0 20141110 1

729 3809 730 4 2 0 0 20141110 1

730 3809 731 4 2 0 0 20141110 1

731 3809 732 8 2 0 0 20141110 1

732 3809 733 8 2 0 0 20141110 1

733 3809 734 4 2 0 0 20141110 1

734 3809 735 8 2 0 0 20141110 1

표 4-15. 마천동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노드 속성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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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MESH

_ID

N_LINK

_ID

S_NODE

_ID

E_NODE

_ID

WROAD

_CATE

LINK

_CATE

LINK

_FACIL
LIMIT OBSTRUCT DATE W_TYPE

1113 3809 1114 723 739 1 1 1 3 3 20141110 1

1114 3809 1115 740 723 1 1 1 1 0 20131210 1

1115 3809 1116 734 741 1 1 1 3 2 20141110 1

1116 3809 1117 738 742 1 1 1 2 2 20141110 1

1117 3809 1118 744 743 1 1 1 2 1 20141110 1

1118 3809 1119 709 744 1 1 1 3 2 20141110 1

1119 3809 1120 715 745 1 1 1 2 1 20141110 1

1120 3809 1121 746 736 1 1 1 1 0 20131210 2

1121 3809 1122 745 746 1 1 1 1 0 20131210 2

1122 3809 1123 747 731 1 1 1 2 3 20141110 1

표 4-16. 마천동의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링크 속성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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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기법의 적합성을 정

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된 참조자료를 사용하여

생성된 장애 구간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

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사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하므로 입력한

정보가 네트워크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기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수집한 각 테스트 블록에 대

한 장애 구간 개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구축된 장애 구간 개

수를 비교하여 장애 구간 생성률()을 산출하였다([식 4-1]).

 전체 장애 구간의 개수
자동으로 생성된 장애 구간의 개수

(4-1)

장애 구간 생성률을 통해 장애 구간 링크와 해당 링크의 시작 및 종료 노

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장애 구간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각 테스트 블록 및 시범 지역인 마천동에 대한 장애 구간 생성률을

구한 결과는 [표 4-17]와 같다.

이때,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된 장애 구간 개수는 이웃하는 장애 링크가 같

은 속성을 지닐 경우에는 하나의 구간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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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여러 개의 장애 링크로 구성된 하나의 장애 구간 예시

구 분
동영상으로 촬영한

장애 구간 개수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된 장애 구간의 개수

장애 구간

생성률( , %)

Block 1 33 31 93.9

Block 2 11 9 81.8

Block 3 28 25 89.3

마천동 101 80 79.2

표 4-17.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네트워크의 장애 구간 생성률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

워크 데이터에서 누락된 장애 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첫째, GPS 신호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장애 구간을 지나는

시간대에 GPS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수집된 GPS

데이터에 동영상으로 기록한 보행 장애시설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에도 포인트가 취득되지 않은 시간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있는 좁은 길을 지나거나 건물 밑 통로

등을 지날 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유효점을 기존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블록의 바깥쪽

네트워크에 결합하여 장애 구간 링크 생성 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4-19]과 같이 테스트 블록의 경계에 교차 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자동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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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내부의 유효점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테스트 블록 외부의 유효점이 장애

구간을 나타낼 경우 해당 구간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lock 2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GPS 신호 상태가 열악한 Block 3에 비해

서도 장애 구간 생성률이 작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경계 설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9. 유효점이 테스트 블록 외부의

네트워크에 결합된 경우 예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축한 교통약자용 보행

자 네트워크의 장애 구간 생성률은 평균 83.8%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GPS

데이터 수집 기기의 성능 향상을 통해 더 높은 정확도의 GPS 데이터를 획득

할 경우 장애 구간 생성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보행자 네트워크를 테스트 블록보다 더 큰 범위로 설정하여 교통약자용 보행

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경계 설정에 의한 한계를 해결하여 장애 구간 생

성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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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보행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웹과 모

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휠

체어와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감에 따라 교통

약자 맞춤형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보

행 가능 공간 및 보행 지원시설, 보차혼용 여부 등 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

는 보행자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보행 장애요인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교통약자용 네트워

크 구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행 장애 구간의 위치

정보와 속성정보가 융합된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교

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지역에 따른 GPS 데이터의 정확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주변 건물

의 평균 높이와 노드의 연결중심성을 바탕으로 입력 GPS 데이터의 Type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포인트 데이터인 GPS 데이터와 라인 데이터인 기 구

축된 보행자 링크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차이지수(DI)를 정의하였다.

거리조건과 방향조건에 의한 차이지수를 산출함으로써 포인트와 라인의 이종

데이터셋 간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취득한 GPS 포인트

중에서 거리와 방향, 속성 특이점을 유효점이라 정의하고 추출하여 기 구축

된 보행자 네트워크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효점들을 연결하여 세그먼

트를 생성하여 기 구축된 보행자 네트워크와 결합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행

자 네트워크의 듀얼라인과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장애 구간 속성을 가지는 유효점들을 추출하여 장애 구간 노드와 링크

를 생성하였고, 이들이 가지는 장애 구간의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생

성된 노드와 링크의 장애시설에 대한 속성정보를 생성하여 교통약자용 보행

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세 가지 Type의 테스트 블록과 시범 지역인 마천동에 적용

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장애 구간의 개수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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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각 테스트 블록에 대한 장애 구간의 개수를 비교하여, 장애 구간 생성

률()을 산출하였다. GPS 신호 수신이 가장 양호한 Block 1에 대해 93.9%

의 생성률을 나타내었고, GPS 신호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Block 3은

89.3%을, 중간 단계인 Block 2는 경계 설정의 한계로 인해 Block 3보다 낮은

81.8%의 생성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범 지역인 마천동은 79.2%의 장애 구

간 생성률을 나타내었는데, 마천동 내의 일부 지역에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GPS 신호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개의 테스트 블록에 비해 낮은

장애 구간 생성률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 구간의 누락이 발생한 원

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 구간을 이동하는 시간대에 GPS 신호 수신 원활하지

않아 데이터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동으로 유효점을 기존

네트워크와 결합할 때 테스트 블록을 벗어나는 곳에 결합되어 링크 생성 시

제외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통하여 이종의 데이터 셋이 가지

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시설정보와 같은 맞춤형 정보를 포함하는 교

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기법은 GPS 데이

터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속성 DB까지 생성

가능하며,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교통약자용 보행자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한 기법은 실시간성을 가지

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초기 구축 뿐 아니라 실시간 갱신도 가능하다.

생성된 장애 구간 정보를 활용하면 교통약자가 기피하는 경로, 구체적으로

급경사나 포장 불량 구간,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폭이 좁은 구간과 같은

곳을 우회하는 경로안내가 가능하므로 향후 교통약자 맞춤형 내비게이션 서

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보행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

축하기 때문에 실세계에서 새로 생성된 도로를 새로운 네트워크로 생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 구간 정보

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직관적으로 표현된 장애시설과 장애 속

성에 대한 선택만으로 편리하게 보행환경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 VGI

플랫폼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득된 GPS 데이터의 오차가 클

경우 잘못된 위치에 장애 구간 링크가 생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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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장애 구간 동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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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장애 구간 동영상 분석 결과

장애시설 시작시간 구간시간 종료시간 종류 가/불 장애

턱 13:28:30 0:00:04 13:28:34 1 1 4

턱 13:29:22 0:00:03 13:29:25 1 1 4

급경사 13:28:53 0:00:46 13:29:39 1 1 1

급경사 13:29:45 0:00:25 13:30:10 1 2 1

급경사 13:30:16 0:00:20 13:30:36 1 1 1

진입 억제봉 13:32:00 0:00:04 13:32:04 1 1 5

포장불량 13:33:26 0:00:11 13:33:37 1 1 3

턱 13:34:27 0:00:03 13:34:30 1 1 4

급경사 13:34:20 0:00:17 13:34:37 1 1 1

포장불량 13:34:37 0:00:21 13:34:58 1 1 3

턱 13:35:24 0:00:04 13:35:28 1 1 4

급경사 13:34:27 0:01:11 13:35:38 1 1 1

계단 13:37:01 0:00:27 13:37:28 2 2 6

급경사 13:43:06 0:00:27 13:43:33 1 1 1

계단 13:43:51 0:01:03 13:44:54 2 2 6

급경사 13:45:32 0:01:05 13:46:37 1 2 1

급경사 13:47:56 0:00:12 13:48:08 1 2 1

급경사 13:49:09 0:00:10 13:49:19 1 2 1

턱 14:05:57 0:00:04 14:06:01 1 1 4

포장불량 14:06:02 0:00:07 14:06:09 1 1 3

급경사 14:07:49 0:00:19 14:08:08 1 2 1

포장불량 14:08:31 0:00:06 14:08:37 1 1 3

포장불량 14:09:15 0:00:06 14:09:21 1 1 3

급경사 14:09:26 0:00:06 14:09:32 1 1 1

포장불량 14:09:24 0:00:17 14:09:41 1 1 3

급경사 14:10:16 0:00:09 14:10:25 1 1 1

폭 좁은 길 14:10:15 0:00:23 14:10:38 1 1 2

폭 좁은 길 14:11:04 0:00:05 14:11:09 1 2 2

급경사 14:13:35 0:00:24 14:13:59 1 1 1

급경사 14:15:35 0:00:24 14:15:59 1 1 1

계단 14:16:49 0:00:17 14:17:06 2 2 6

급경사 14:18:37 0:00:28 14:19:05 1 2 1

계단 14:19:08 0:00:36 14:19:44 2 2 6

[표 부록 A-1] Block 1의 장애 구간 동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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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시작시간 구간시간 종료시간 종류 가/불 장애

급경사 12:45:06 0:00:22 12:45:28 1 1 1

급경사 12:48:59 0:00:47 12:49:46 1 2 1

포장불량 12:50:19 0:00:08 12:50:27 1 1 3

포장불량 12:50:39 0:00:29 12:51:08 1 1 3

포장불량 12:53:58 0:00:05 12:54:03 1 2 3

급경사 12:54:10 0:00:22 12:54:32 1 2 1

급경사 12:55:19 0:00:21 12:55:40 1 2 1

급경사 12:58:54 0:00:05 12:58:59 1 2 1

폭좁은구간 12:59:09 0:00:18 12:59:27 1 1 2

계단 13:00:27 0:00:04 13:00:31 2 2 6

턱 13:01:18 0:00:02 13:01:20 1 2 4

[표 부록 A-2] Block 2의 장애 구간 동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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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시작시간 구간시간 종료시간 종류 가/불 장애

턱 15:32:18 0:00:03 15:32:21 1 1 4

턱 15:33:35 0:00:02 15:33:37 1 1 4

폭 좁은 구간 15:33:40 0:00:16 15:33:56 1 1 2

포장불량 15:34:45 0:00:11 15:34:56 1 1 3

폭 좁은 구간 15:34:45 0:00:43 15:35:28 1 1 2

포장불량 15:36:14 0:00:05 15:36:19 1 1 3

횡단보도 15:36:17 0:00:10 15:36:27 3 1 5

포장불량 15:38:05 0:00:06 15:38:11 1 1 3

포장불량 15:41:04 0:00:16 15:41:20 1 1 3

턱 15:43:14 0:00:04 15:43:18 1 2 4

포장불량 15:43:57 0:00:08 15:44:05 1 1 3

급경사 15:44:23 0:00:09 15:44:32 1 1 1

턱 15:47:30 0:00:04 15:47:34 1 1 4

폭 좁은 구간 15:47:16 0:00:25 15:47:41 1 2 2

횡단보도 15:48:05 0:00:11 15:48:16 3 1 4

포장불량 15:56:34 0:00:22 15:56:56 1 1 3

턱 16:01:01 0:00:04 16:01:05 1 1 4

턱 16:01:39 0:00:04 16:01:43 1 2 4

포장불량 16:01:56 0:00:09 16:02:05 1 2 3

포장불량 16:04:55 0:00:07 16:05:02 1 2 3

포장불량 16:04:39 0:00:52 16:05:31 1 2 3

턱 16:07:19 0:00:04 16:07:23 1 1 4

횡단보도 16:08:44 0:00:12 16:08:56 3 1 0

횡단보도 16:09:48 0:00:08 16:09:56 3 1 4

포장불량 16:10:48 0:00:04 16:10:52 1 1 3

폭 좁은 구간 16:10:59 0:00:04 16:11:03 1 1 2

횡단보도 16:15:53 0:00:13 16:16:06 3 1 0

교량 진입로 16:18:37 0:00:09 16:18:46 9 0 0

[표 부록 A-3] Block 3의 장애 구간 동영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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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eneration Methodology of

Pedestrian Network with Obstacle Information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ark Seula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most people now use their smartphones dai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

pedestrian navigation service. In particula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require more detailed information, because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their movement. Although many studies of navigation services for those

with transportation vulnerab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most are related

to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required information and data. As a

result, there is lack of studies of database generation for those servic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generation methodology for pedestrian

networks for those with transportation vulnerabilities, using GPS data

combined with information about walking obstacles. In the study, in order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imilarity of the heterogeneous data set of

points and lines, a Difference Index (DI) was derived in consi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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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ance and direction conditions. The significant points that came off

the trend were extracted based on the four criteria of distance, direction,

properties, and the DI. After creating segments using those extracted

significant points, the errors in the intersection and dual line were handled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existing pedestrian network. Nodes and

links of the network for the transportationally vulnerable were constructed

using a spatial join process between the created segments and existing

links. The pedestrian network for the transportationally vulnerable,

reflecting the attribute of information about walking obstacles, was also

generated.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applied to blocks in a few

parts of Seoul as well as Machun-dong,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to a

wide range of areas. The generation rate which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generated restricted-sections(group of restricted links),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restricted-sections, was calculated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ology, and the result was that 83.8% of

restricted sections were generated, on average. The proposed methodology

in this study would be used to construct an efficient pedestrian network

for those with transportation vulnerabilities and also so that similar

networks can be utilized for pedestrian navigation service for the

transportationally vulnerable in the future.

Keywords : transportation vulnerable, GPS data, difference index,

significant point, walking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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