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5세대 이동통신(5G)의 등장으로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

하게 만들었다. 특히 차량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차

량 내부에서 게임이나 음악 감상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위치한 지역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1]. 차량 간 통신, 차량과 기반 시설 간 통신, 그리

고 위치 기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차

량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 특히

실시간 기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차량 위치 예측 환경은 크게 고속도로 환경과 도

시 환경으로 나뉜다. [2]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과거 패턴을 인코더 기반의 LSTM[3]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주행 경로는 디코더 기반의 LSTM

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4]는 시공간을

고려하는 어텐션 메커니즘 (Attention Mechanism)

을 LSTM과 함께 사용해 여러 고속도로 시나리오에

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미세한 차선 변경을 예측하

였다. 도시에서 이동하는 실제 차량 데이터를 사용

한 [5]은 현재와 이전 시점의 위치 정보를 LSTM

Recurrent Neural Network(RNN)에 사용해 미래 이

동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6]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을 통해 도

시에서 움직이는 차량 경로를 매우 정밀하게 예측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시 환경에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에 비해 차량의

평균 이동 속도는 느리고, 통행량의 변화폭은 보다

동적인 특징을 갖는다. 차량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격자 지도(Grid Map)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칸의 크기가 작을수록 차량의 미세한 이동을 나

타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격자 지도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차량의

실제 이동 데이터를 사용해 속도와 위치 표현 방법

이 LSTM을 통한 차량 위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차량 속도와 위치 표현법에 따른 경로 예측 분

석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샌프란시스코 택시 이동

경로 추적 데이터[7]로 차량별 위치는 위도, 경도로

표시되었고 표시된 타임스탬프가 함께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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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차량의
위치를 예측해 미리 알 수 있다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된다. 차량은 도시 환
경에서 비교적 느린 속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고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본
논문은 Long Short-Term Memory(LSTM)을 사용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동
속도와 위치 표현 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차량의
이동 표현 방법이 세밀할수록 차량 이동 경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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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가 기록된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시간 간격을 60초로 동일하게 처리하였

고, 총 이동 시간은 9분으로 하였다. 차량들의 평균

이동 속도은 약 16km/h이다. 이동 범위는 가로, 세

로 모두 2.5km 반경 이내로 제한였다. 해당 공간 내

공간 구분을 위한 격자 지도는 작게는 50m, 크게는

250m의 간격을 가지도록 설계하였고 차량의 위도,

경도로 표시된 위치 데이터는 2차원의 정수 좌표로

처리하였다.

차량 경로 예측 모델로는 LSTM을 사용하였다.

LSTM은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사용하

는 딥러닝기반 알고리즘으로 RNN과 비슷하지만 셀

내부에 게이트를 추가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 게이

트들을 통해 현재 셀 정보를 다음 셀로 전달하는 과

정을 제어하며 장단기 메모리를 학습하기 때문에 단

기 메모리만 기억하는 RNN보다 과거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기억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현재와

과거 이동 경로를 통해 미래 경로를 예측하는 과정

이 필요하여 LSTM을 예측 모델로 선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택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이동

속도가 평균적으로 [12, 16, 20]km/h인 차량 데이터

를 사용하여 각각 실험하였다. 차량의 위치 표현 방

법인 격자 간격은 [50, 100, 150, 200, 250]m로 다르

게 적용하였다.

( 그림 1 ) 평균 속력 12km/h인 환경에서 차량 경로 예측

오차

( 그림 2 ) 평균 속력 16km/h인 환경에서 차량 경로 예측

오차

( 그림 3 ) 평균 속력 20km/h인 환경에서 차량 경로 예측

오차

그림 1, 그림2, 그림 3은 각각 평균 속력이

12km/h, 16km/h, 20km/h인 상황에서 실제 차량의

경로와 예측 경로 간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를 계산한 그래프이다. 모든

실험 시나리오에서 격자 간격이 증가하면 오차가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격자 간격이 커지면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같은 위치라고 계산하여 실제값

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에 속력이 감소하면 경로 예측 MAE가 줄어드는 모

습을 보인다. 속력이 줄어들면 차량 위치의 변화량

이 작아져 비교적 높은 성능의 결과를 보였다.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157 -



( 그림 4 ) 평균 속력 12km/h, 격자 간격 50m 환경에서

차량 경로예측 결과

( 그림 5 ) 평균 속력 20km/h, 격자 간격 250m 환경에서

차량 경로예측 결과

그림 4는 격자 간격 크기가 50m인 환경에서 평균

속력 12km/h 차량 중 하나의 이동 경로를, 그림 5

는 격자 간격 크기가 250m인 환경에서 평균 속력

20km/h 차량 중 하나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 결과이

다. 모두 실제 차량의 이동 경로와 예측한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이동 속도와 차량의 위치

표현 방법이 LSTM 기반 차량 경로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차량이 평균 12km/h 속력일 때

차량 위치를 표현한 격자 간격이 커지면 예측 경로

의 MAE가 커졌고 최대 약 4.2배 차이를 보였다. 차

량 평균 속력이 16km/h일 때 격자 간격 크기에 따

라 최대 4.8배, 평균 속력이 20km/h일 때는 최대 4.9

배 차이가 발생했다. 속력이 작을수록 예측 오차가

감소했는데 격자 간격 50m를 기준으로 각 속력 사

이에서 평균 1.4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를 바

탕으로 사용자의 특성과 지역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

다 정확한 차량 경로 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로 확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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