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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도로표지의 자동갱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수동으로 갱신되고 그에 따른 인력
과 예산문제, 수동조사에 따른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갱신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갱신에는 각 6개의 표지별로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단계와 적합성 단계, 연계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동갱신의 처음단계인 일치성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일치성이란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자동갱신을 위해 MMS(Mobile Mapping System)에서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일치성 분석 단계는 기존 데이터와의 도로표지 ID 매칭단계와 미인식된 도로표
지 ID 식별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알고리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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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로표지는 차량운전자에게 목적지까지의 방향이나 거리,
현재 위치나 경로 등을 제공하는 도로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구 국토해
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도로표지 안내 및 관리시스템1)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약 16만개의 도로표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이를 갱신하는데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
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표지 자동분석 차량플랫폼(Road sign
Recognition and Analysis vehicle Platform)이 개발 중이
다. RRAP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갱신의
어려움과 인력에 의한 조사로 이루어지는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
고 신뢰성 향상뿐만 아니라 조사비용의 절감을 위한 조사차량 플
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로관리청의 업무 자동화를 통하
여 도로표지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 서비스의 현시성
확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도로표지 자동분석
차량플랫폼에서 수행되는 분석은 3가지로 볼 수 있다. 일치성과
적합성, 연계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도로표지의 유형별로 각각의
내용과 기능에 맞게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도로표지 자동분석 방법 중 일치성 자동갱신을 위
한 도로표지 ID 매칭 알고리즘과 미인식 도로표지 식별을 위한
알고리즘을 통한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 방
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판이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규칙(건설교통부령
제
2005-489호」제 2조에 근거하여 도로표지를 6개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표지는 <표 1>과 같이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분기점표지, 기타표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 기타
표지 및 보조표지는 조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도로표지 유형
경계
표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표지

이정
표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
는 표지

방향
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노선
표지

진행방향의 도로등급 및 노선
번호를 확인시켜주는 표지

1. 도로표지의 유형

분기점
표지

교차로 전방에서 분기되는
도로의 노선번호의 안내하여
주는 표지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에게 목적지 안내 및 진행방향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로의 노측 및 차도 위쪽에 설치한 표지

주: 기타표지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 등임

Ⅱ.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도로표지 안내시스템, www.korearoadsig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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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표지 설치현황
RRAP

국내 도로표지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및 자자체 등
전국 300개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며 도로표지관리시스템상에 등
록된 표지는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163.952이며 도로 위계와
표지 유형에 따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도로표지 현황
구분
방향
이정
고속국도 6,312
937
일반국도 39,113 6,705
지방도 20,610 3,118
기타
46,691
759
계
112,726 11,519

노선
324
3,536
2,968
984
7,812

경계
기타
1,676
4,910
12,161 5,126
3,452
1,818
438
2,314
17,727 14,168

합계
14,159
66,641
31,966
51,186
163,952

3. 선행연구고찰
도로표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내지명 선정과 관련
된 내용과 도로표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
기주, 홍원표의 논문(2003)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시도의 각기
다른 위계간에 연계성 및 조화성이 없음으로 발생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준거 원칙 및 틀을 제시하였다. 노관섭, 이종학,
김종민의 논문(2007)에서는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 안
내지명 개수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안내지명과
연계성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도로표지 자동갱신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하다.

Ⅲ. 도로표지관리시스템 자동갱신 방법론 구축
1.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 개요
일치성분석단계란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상의 데이터베이스
와 MMS가 부착된 RRAP2)차량의 패턴인식을 통해 추출된 데
이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림1>은 분석모듈의
기본 개념이다.

<그림 1> 분석모듈 기본개념
기존 도로표지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표지 공통
으로 가지는 13개의 기본정보와 각 표지별 속성정보로 나뉘는데
기본정보에는 표지판 ID와 표지판 x, y 좌표, 도로종별, 지역구
분, 노선번호 등이 포함되며 ID 매칭을 통해 기존데이터와 신규
생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판단한다.
MMS(Mobile Mapping System)가 부착된 RRAP차량에서
는 도로표지 ID와 표지코드, 양면표지여부, 반대면 ID 데이터의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패턴인식을 통하여 표지코드가 추가되
고 추가된 데이터가 ID매칭 알고리즘 단계로 전송된다,
ID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2가지의 경우가 발생가능하다. 현
도로관리시스템의 ID와 RRAP의 ID가 매칭되는 경우와 매칭되
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D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세
부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도로관리 시스템의 DB
에는 없으나 RRAP데이터에는 존재하는 경우로 이는 표지가 새
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 도로관리 시
스템의 DB에는 존재하지만 RRAP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표지가 누락되거나 철거, 훼손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AP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 일치성분석을 통해 자동갱신이 이루어진다. 자동
갱신이 이루어 진 뒤 자동갱신 목록이 출력되며 이는 기관별 관
리자에게 보고된다.

<그림 2> DB 자동갱신 전체 프레임 Ⅰ
2) Road sign Recognition and Analysis vehicl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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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B 자동갱신 전체 프레임 Ⅱ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RRAP 데이터만 존재하는 경우, 즉 도로표지가 신규 생성된 경
우에는 신규 ID를 부여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또한 신
규 생성 목록이 출력되며 이는 자동갱신단계와 같이 기관별 관리
자에게 보고된다.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에는 존재하지만 RRAP데이터에 존
재하지 않는 도로표지는 미인식 식별 알고리즘단계를 거쳐 미인
식 목록이 출력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의 일련의 과
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2. ID매칭 알고리즘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AP데이터의 자
동갱신을 위해서 ID매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RRAP데이터
에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ID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여된 ID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이 이루
어진다. ID매칭 알고리즘, 즉 ID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Step1 : ID와 표지코드, 양면표지여부, 반대면 ID가 없는
RRAP데이터에서 ‘도로종별’, ‘노선번호, 상·하행
방향. 표지코드’를 읽어옴
-Step2 : 읽어온 데이터를 통해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를 필터링
-Step3 : 필터링된 데이터의 X좌표와 Y좌표를 읽어 RRAP
데이터의 X좌표와 Y좌표간의 거리를 측정
-Step4 : 측정된 거리가 최소인 데이터를 선택
-Step5 : 선택된 데이터가 유효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Step6 : 오차범위에 들어오면 ID부여
-Step7 : 자동갱신
Step 6의 단계에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AP데이터가 모두 존
재하는 경우로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2가지 첫 번째는 현
도로표지데이터에는 존재하고 RRAP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이는 조사시 표지가 철거되거나 누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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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D매칭 알고리즘
두 번째는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고 RRAP에
는 존재하는 것으로 표지가 신규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지가 신규 생성된 경우 ID를 부여하여 기관별 관리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표지가 누락되거나 철거된 경우 미인식 식
별 단계를 거치게 된다.

3.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자동갱신이란

MMS(Mobile

Mapping

System)에서 추출한 RRAP데이터와 기존 도로표지관리시스템
의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분석하여 RRAP데이터로 갱신하는 과
정이다. 갱신이 이루어진 데이터로 적합성분석과 연계성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또한
자동갱신은 ID매칭이 이루어진 데이터로 수행되는데 ID가
RRAP데이터와 기존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매칭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동갱신은 기본정보와 속성정보의 일치여부를 통해 이루어
지며 표지별 공통 12개의 기본정보와 속성정보는 <표 5>, <표
6>와 같다.
<표 5> 기본정보
표지판ID, 도로종별, 시/군/구도(관리기관 ID), 노선
기본정보

번호, 도로명, 상해행선 방향. 표지코드, 중복노선여부,
지주형식, X좌표, Y좌표, 반대면 표지판 ID

<표 6> 표지별 속성정보

속성정보

경계표지

광역시/도 안내지명. 시/군 안내지명,
읍/면/동 안내지명

이정표지

일련번호, 방향구분, 원근구분, 안내
지명, 안내지명 도달거리

노선표지

일련번호, 도로종별, 노선번호, 노선
이름, 도로방위정보

분기점표지

일련번호, 도로종별, 노선번호, 노선
이름, 분기방향구분, 분기점도달거리

방향표지

순번, 교차점 분기유형. 진행금지여부
등 총 48개 항목

데이터베이스의 자동갱신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Step1 : ID매칭이 이루어진 데이터 읽기
-Step2 : 12개의 기본정보와 표지별 속성정보 입력
-Step3 : 표지별로 DB의 모든 필드의 일치 여부 파악
-Step4 : 갱신
-Step5 : 갱신 List 출력
-Step6 : 관리자보고

4. 미인식 식별 알고리즘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만 새로
조사된 RRAP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단계
이다. 이는 MMS(Mobile Mapping System)가 부착된 차량이
조사시 표지를 누락하여 조사하는 경우와 누락되지 않았지만 표
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철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지만
RRAP에는 존재하는 경우는 신규 생성된 표지이다. 이는 ID를
부여하여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지만 누락되거나 철거된 경우는
다음의 순서를 통하여 미 인식 식별이 이루어진다.
미인식 식별을 다음의 6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Step1 :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조사구간
최초표지 ID 및 노선 읽기
-Step2 :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조사구간
마지막표지 ID 및 노선 읽기
-Step3 : 노선 내 최초표지부터 마지막 표지 추출
-Step4 : 추출된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표지와 RRAP데이터의 표지 1:1 매칭
-Step5: 매칭되지 않는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지 추출
-Step6 : 관리자 보고 및 현장 확인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조사구간의 범위를
설정하는 이유는 1:1매칭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로 범위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1:1매칭을 마치고 난 후 현 시스템의 데이터베
이스의 데이터가 분석구간을 제외한 표지의 데이터도 출력하기
때문에 범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확인은 누락과 철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
현 1:1매칭을 끝난 뒤 미인식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는 누락과 철
거의 여부를 현장 확인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을 위해 일치여부를 파악한 뒤 각 필드
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존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RRAP데이터보다 과거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RRAP데이터를
참값으로 가정한 뒤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를 관리자보고를 위해
갱신 목록을 출력한다.

<그림 6> 미인식 식별 순서도

Ⅳ. 사례분석
1. 사례 대상구간 선정
<그림 5>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 순서도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자동갱신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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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창원시를 사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창원시의 대상구
간은 공단로의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남지사거리의 1Km의 구간
으로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12개의 표지를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치하여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표지로 대상구간의 12개의 표지
중 5개가 여기에 자동갱신이 필요한 표지의 예는 <표 8>과 같다.
<표 8> 분석구간 자동갱신이 필요한 표지
구분

도로표지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

RRAP

위의 표지는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과 RRAP 모두 존재하므
로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에서 해
당 표지의 ID검색이 가능하며 ID매칭을 끝낸 RRAP데이터로
표지 간 일치성 분석 및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며 그 형태는 <표
9>의 결과와 같은 형태로 갱신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그림 7> 분석구간의 표지

<표 9> 데이터형태
시나리오1

2. 시나리오 설정

현 도로표지

분석은 자동갱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시나리오1은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AP 데이터베이스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며 기존의 표지가 그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정보갱신을 필요로 한다.
시나리오2는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존
재하지 않고 RRAP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표지가
신규생성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ID부여가 필요하다.
시나리오3은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존
재하고 RRAP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표지가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와 조사 시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
다.
<표 7> 분석시나리오
구분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

RRAP

ID매칭
여부

비고

시나리오1

○

○

○

정보갱신

시나리오2

시나리오3

×

○

○

×

×

신규생성

×

미인식
(누락/철거
/훼손)

본 연구에서는 RRAP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이를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3)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분석 결과
1)시나리오1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RRAP데이터가 일
3)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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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형태

관리시스템

RRAP

결과

2)시나리오2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DB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RRAP
데이터에는 존재하여 신규 생성된 표지이며 분석 구간 12의 표
지 중 1개가 이에 해당한다.
신규 생성된 표지는 기존에 없었던 ID가 새로 부여되며 기본
정보 및 속성정보가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또한 자동갱신 목록
이 출력되어 관리자에게 보고된다.
<표 10> 데이터형태
시나리오2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

데이터형태

-

RRAP
결과
3)시나리오3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만 RRAP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표지가 누락되거나 철거된 경
우이다. 표지수집의 한계로 포털사이트의 정보를 RRAP데이터로
가정하는데 이는 철거된 표지임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3에 해
당되는 표지는 분석구간 12개의 표지 중 6개가 해당한다.

<표 11> 데이터형태
시나리오3

감사의 글
데이터형태
본 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체계효율화사업으로 진행되
고 있는 「도로표지 영상정보 자동감지 및 분석 장비개발(2차년
도)」과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현 도로표지
관리시스템

-

RRAP

결과

<표 11>와 같이 RRAP에 존재하지 않는 미인식 목록이 출력
되어 관리자에게 보고된다. 미인식 표지는 자동갱신의 어려움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누락이나 철거, 훼손의 여부가 현장 확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현장 확인을 마친 뒤 갱신 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을
위한 연구로 ID매칭 순서도와 미인식 식별 순서도, 데이터베이
스 자동갱신 순서도의 3가지의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동갱신은 적합성과 연계성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한
단계로 현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MMS(Mobile
Mapping System)가 부착된 차량을 통해 얻은 RRAP데이터
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RRAP데이터에는 ID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도로표지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ID매칭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자
동갱신이 시행되므로 ID매칭단계가 존재한다. 또한 ID매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인식 식별을 통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ID매칭과 미인식 식별 단계를 마친 데이터를 통해 자동갱신
이 이루어지게 된며, 위의 3단계를 마친 데이터는 과거데이터로
부터 갱신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로표지관련지침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
는 단계와 연계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이 데이터베이스 자동갱신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도로표지의 적합성 및 연계성의
분석을 통하여 도로표지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인 자
동갱신이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현
시성을 확보하고 이용률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동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상황을 최소화 하는 방법론의 개발
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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