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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시간적/물리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는 시설투자만으로
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수년간 보다 정확한 교통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량 예측 
모델들이 개발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모델들은 회기분석을 통해 과거 교통량을 분석하고 과거의 교통패턴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불규칙한 교통 패턴에 대한 예측의 신뢰성
을 떨어트린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큐잉 네트워크 모델 기반의 교통량 예측 모델을 설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키워드: Keyword : 큐잉 모델(queuing model), 교통량 예측(prediction of traffic)

I. 서 론

최근 급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시간적/물리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는 시설투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나나 수년가 보다 정확한 교

통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량 예측 모델들이 개발되어왔

다. 그러나 기존 모델들은 회기분석을 통해 과거 교통량을 분석하

고 과거의 교통패턴에 미래에 지속적으로 연장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불규칙한 교통패턴에 대

한 예측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교통 환경 특성상 교통체증의 발생과 해소는 구간별 연계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를 위해 돌발 상황 또는 교통량 등을 복합 판

단하여 교통량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지능적이고 원활한 운전이 가

능해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큐잉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교통량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도로 환경

을 매쉬업(Mash-Up)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여줄 뿐 아니라 변화 

된 교통상황을 예측 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원

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II. 관련 연구

큐잉 네트워크(queuing network model)는 대기 행렬(queue, 
waiting line)을 수학적으로 다룬다. 이는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대기 행렬에 도착, 대기 및 서비스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수학적, 확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III. 본 론

1. 시스템 구조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병

합 및 필터링을 비롯한 데이터 수집·관리를 위한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회귀분석과 큐잉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한 Data Analysis and prediction, 예측 

데이터를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기 위한 웹서버인 Apache Tomcat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96

그림 3. 교통상황 예측

Fig. 3. prediction of traffic situation 

Web Server, 예측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기 위한 Client 
XML Parser, 예측 정보를 기존 시스템과 매쉬업하며 직관적인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Service로 나누어진다. 

2. 큐잉 네트워크 프로그램

본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큐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통 체

증이 완화될지 혹은 악화될지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통해 원활한 교

통이 가능한 도록환경을 추천해준다. 그림 2와 같이 도로 상황을 

모델링 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림 2.  큐잉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Fig. 2. Queuing network simulation

 
 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Java Modeling Tool(JMT)와 Matlab

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교통량 예측이 가능

하다.

3.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은 경로 추천 및 도로 상

황 예측이다. 경로 추천은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그 결과 어떤 경

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지를 추천해준다. 아래 그림 3과 교통상

황을 고려해서 경로를 추천하며 추천된 경로를 클릭하면 해당 경

로를 이용할 경우의 도록 교통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도로 교통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며, 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시간 별 교통상황을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교통량 예측 모델링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상

황에 대한 부정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큐잉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한 교통량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애

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한 미래 

교통상황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향후 예측 성공률

의 향상을 위해 도로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 분석과 그

에 따른 정량적 평가를 통해 제안한 교통량 예측 모델을 개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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