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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Traffic Flow and Fine Dus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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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확하고 시기 한 측은 스마트시티의 성공 인 추진을 한 요한 단계이다. 매일 수집

되는 교통 데이터의 격한 성장으로, 도심지에서 단기 교통 측을 한 최근 연구는 장단기메모리 

LSTM(Long-Short Term Memory) 기반의 딥러닝으로 집 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 (5분) LSTM 모델

은 실시간 비선형 교통흐름 측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교통 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은 한 

매우 시 한 연구 분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장기 측을 지원하기 한 멀티 층 LSTM 

임워크를 설계하 다. 한 교통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흐름을 측하기 한 컨볼루션 ConvLSTM 

(Convolutional LSTM) 모델을 개발하 다. 교통흐름 측을 하여 시 심도로의 차량검지기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데이터를 활용하 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우수한 측 성

능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딥러닝, 장단기 메모리, 교통흐름 측, 도심지 미세먼지 측

Abstract Accurate and timely forecasting is an essential step for the successful deployment of 

smart cities. With the rapid growth of traffic data collected daily,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deep 

learning based on long-term short term memory (LSTM) for short-term traffic prediction, especially 

in urban areas. However, the short-term (five minutes) LSTM model is limited in the real-time 

nonlinear traffic flow prediction. Moreover, the fine dust prediction based on traffic data is also an 

emerging issue in this research area. Thus, this paper designs the multiple traffic data-based 

multi-input/output LSTM framework for supporting medium and long-term prediction. Additionally, a 

convolutional LSTM (ConvLSTM) model is developed for predicting fine dust flow based on traffic 

data. Regarding the experiment, we analyzed data from the Vehicle Detection System (VDS) located 

on major roads in Daejeon City for the evaluation. The experiment indicates promising results for the 

proposed approach.

Keywords: deep learning, long short term memory, traffic flow prediction, fine dus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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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딥러닝 기반 교통흐름 측  통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Fig. 1 Structure of deep learning based traffic congestion prediction and signal control system

1. 서 론

최근 딥러닝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술의 향상으로 격한 발 을 이루

었다[1]. 특히, CNN 분야에서는, 기존 문가들이 해왔

던 100개가 넘는 깊은(Deep) 신경망 구조를 자동으로 

탐색(Search)하는 자동화기계학습(AutoML) 분야로 발

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기술 에서도 시계열 데

이터 기반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분야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RNN의 한 알고리즘인 장

단기메모리(Long-Short Term Memory, LSTM)의 성

공은 날씨, 주식, 그리고 교통 흐름 측 등 수 많은 사

회 안을 해결하는데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2]. 딥

러닝을 이용하면 기존기술로는 악하기 어려운 데이터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딥러닝 기술 

용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심지에서 교통흐름은 시간별, 요일별 등에 따

른 비선형 인 특성이 있어서[3] 기존의 방법으로는 설

명하기가 어려웠다[4]. 지 까지 LSTM을 이용하여 도

심지에서 교통흐름 측은 주로 단  단기 측이고[5-7],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서 교통흐름을 선제 으로 응하기 해서는 장기

측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주요 혼잡도로를 상으로 교

통혼잡을 측하기 해, 시 차량검지기 VDS(Vehicle 

Detection System) 데이터를 분석하 다. 도로의 여건

을 고려한 혼잡도로에서 VDS의 데이터(교통량, 평균속

도, 유율)을 기 측  장기 측이 가능하도록 멀티

-클래스 입출력 구조를 만들어 지도학습 기반의 LSTM 

모형을 설계하 다. 한 요일별  통행 차량의 크기에 

따른 1시간 기 측과 24시간 장기 측의 정확도를 비

교하여, 혼잡도로의 장단기기억에 내포되어 있었던, 교

통흐름의 비선형 인 패턴을 매우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 한 날씨와 같은 환경 요소는 교통 흐름에 향

을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개선하기 해 미세먼지를 상

으로 한 치기반 시계열 처리의 선행연구 결과를 소개

한다. 실제 도심지 미세먼지 데이터에 해 ConvLSTM

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효과 으로 학습

됨을 보인다.

2. 연구내용  방법

지 까지 교통혼잡비용 해마다 약 30조원을 이기 

하여 수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연구방법으

로는 교통혼잡비용이 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딥러닝

을 이용한 교통흐름을 측하고, 데이터 패턴을 활용하

여 교차로 신호들의 시를 제어하는 로젝트가 진행

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 속도, 교통량, 유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측한다. 한 교차로의 차량을 

상 기반으로 교통량을 분석하여 강화학습 기반으로 

교통량을 조정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림 1은 

딥트랙(Deep-TraC) 임워크로 도심지 주요 혼잡도

로의 교통데이터를 딥러닝 LSTM으로 측하여, 패턴 

기반으로 신호를 제어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날씨 등 

이미지 기반의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을 측하여 미

세먼지와 교통흐름과의 계를 악할 수 있는 CNN과 

LSTM의 혼합 신경망 임워크이다.

2.1 시 주요도로의 차량검지기 데이터

우선 ITS 분야에서 교통흐름을 측정하기 해서, 도

심지 주요도로에서 차량검지기 VDS를 설치하며, 특히 

교통공학 측면에서 심이 많은 장소에서 주로 설치하

여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시 주요도로 21군

데 설치된 1달 동안의 데이터, 즉, 2017년 4월 1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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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 주요 심도로의 VDS 교통량

Fig. 2 VDS traffic volume data for DaeJeon City

그림 3 VDS35 도로의 교통량, 속도 사이의 상 계분포

Fig. 3 Density distribution of traffic volume and speed 

for VDS35

4월 30일 사이, 데이터를 분석하 다. VDS는 차량별 

교통량, 속도, 유율 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 5분

마다 평균 값들이 기록된 데이터이다.

그림 2에서는 21곳 에서 교통량을 기 으로 심이 

있는 4군데를 분석한 그림이다. 교통량이 매우 큰 지역

(VDS22)은 시 유성구 홈 러스 인근 편도 6차선 

도로이고, 교통량이 가장 은 지역(VDS18)은 서구로 

터 과 강으로 막  있는 도로이며, 가장 혼잡한 도로는 

구 백화 이 있는 도로로 VDS34, VDS35이다. 본 연

구에서는 VDS35를 심으로 딥러닝 LSTM 기, 장기 

측 코드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3은 백화  등 주요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도로

가 포함된 곳으로 VDS35에서 교통량과 평균속도 사이

의 계를 확률 도로 나타낸 것이다. 교통량이 크면 평

균속도는 어들고, 평균 속도가 높다는 것은 교통량이 

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2.2 멀티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LSTM 구조 설계

VDS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LSTM의 핵심은 지도

그림 4 LSTM 입출력 기억을 한 룩백과 룩포워드 구조

Fig. 4 LSTM architecture of look-back and look-forward

학습 기반 입력  출력 이블(Label)의 설계이다. 멀

티-클래스 기반 지도학습을 해, 출력층의 이블을 룩

포워드(LF) 변수로 설정하여, 단기 측은 LF를 1로(5

분)설정하며, 장기 측은 LF를 288(24시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 다. 한 LSTM의 장단기 

기억을 변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룩백(LB)을 추가하

다. 한, VDS의 멀티-출력을 주는 차량별 교통량(4

개), 속도, 유율 등 총 6개의 특성을 가지고 멀티-특

성 구조로 설계하 다.

그림 4는 VDS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LSTM 지도

학습 기반의 입출력을 나타낸 것으로, 멀티-특성, 멀티-

이블링, 장단기기억을 고려하면, 3차원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LSTM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구 한 코드는 

구  텐서 로우 본백을 사용하는 라스 임워크를 

사용하 다. LSTM 구조는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신경

망 2개를 사용하 다. 한 각각의 32개, 128개의 뉴런

을 사용했다. 입력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뉴런의 개수와 

룩포워드, 룩백의 변수에 따라서 오버피 이 발생하는

데, 이때는 드롭아웃 0.5로 조정하 다. 한 배치 사이

즈는 128개이고, 다른 하이퍼 라미터는 디폴트값을 사

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교통 흐름 측 결과

VDS 데이터는 구간별 도로에 통과한 차량별 교통량

을 분석할 수 있다. 차량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차량

(SM), 형차량(MD), 형차량(LG), 그리고 이들의 합

인 총차량(TR)의 교통량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5는 VDS35 상도로에서 2017년 4월 26일(수

요일)에 측정한 차량의 교통량, 속도, 유율을 기 측

을 한 것이다. 여기서, 룩백은 3시간(LB=36), 룩포워드

는 1시간(LF=12)로 설정하 다. 실제 데이터와 기

측된 데이터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STM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시공간에서 룩백(LB) 기억만큼 

학습하고, 바로 룩포우드(LF)를 측하는 것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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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DS35 기 측(LB=36, LF=12)

Fig. 5 Mid-term prediction for VDS35

학습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면 성능은 개선될 수는 있

을 것이다.

가운데 그림은 평균속도이고, 세로축의 값(SPD)은 구

간 평균속도로 km/h 단 이고, 가로축은 시간(Hour) 

단 이다. 혼잡도로의 평균속도 패턴은 교통에서 잘 알

려진 오 시간(8시～9시)과 오후시간(6시～8시)에 정체

가 주로 발생하며, 속도는 20～30km/h로 주 에 주기

인 혼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기 측을 통해서 

혼잡시간에도 격한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잘 따라

감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넬은 실제측정한 유율과 

기 측한 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속도 결과와 

비슷하게 혼잡시간에 비선형 인 패턴을 매우 잘 설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 측 결과를 기존 단기

측(5분단 )와 비교해보자. 실제 단기 측은 룩포워드

를 1(LF=1)을 사용하므로, 실제 데이터를 따르는 패턴

을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사회 안 문제에서 실시간을 

처하기에는 5분 단  측은 무 짧아서 교통혼잡을 

선제 으로 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기

측을 통해서 격하게 변화하는 오 /오후 첨두구간에 

기 측은 커 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 측은 교통사고 등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 1시간 정도 측을 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3.2 미세먼지 측 결과

이제 교통흐름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에서 미

세먼지에 해 살펴보자. 2019년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

령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 경보의 향으로 교통혼잡

의 경향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미세먼지가 

교통 흐름 미치는 향에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부분 연구 기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VDS 데이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융합하기 한 기 

연구 단계이다. 미세먼지는 풍향이나 풍속, 그리고 계  

등 다양한 요소에 향을 받고 측소별 치에 따라 

서로 향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 문제는 

이미지 시계열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미세먼지 데

이터는 도심 체에서 측정하는 시공간 이미지 데이터

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기 에, 이  시

간 에 측된 미세먼지와 다양한 기 정보를 활용하

여 시계열 측을 용한다. 

표 1은 사용된 시 미세먼지 데이터의 일부를 보

여주고 있다. 체 딥러닝을 해 확보한 데이터는 2018

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측한 총 

89,6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에는 1시간  

별로 측소 치, NO2, O3, CO, SO2, PM10, PM2.5 

등의 실제로 측한 값을 포함한다.

그림 6은 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 

치를 심으로 이미지화를 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

소  교통 측 치와 연계가 쉬운 상을 선별하여 

3×3 격자로 시계열 미세먼지 이미지를 만들었다. 상

이 되는 시 미세먼지 측소의 치는 교통 측과 

연계될 수 있는 8곳을 선정하 다. 측소 인근에 교통 

측정소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 으며, 노은동, 구성동, 읍

내동, 월평동, 둔산동, 성남동, 상 동, 흥동을 포함하

으며, 상 동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측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 다. 미세먼지 이미지는 체 격자

를 3×3으로 하고, 측소가 배치되는 7셀은 측값을 

할당하고 상 동  측소가 없는 셀은 0으로 설정하

여 이미지로 구성하 다.

미세먼지 측은 한 장소에서도 용할 수도 있지만 

주변 측결과에 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계열을 사용하는 LSTM보다는

표 1 시 미세먼지 데이터

Table 1 Daejeon City fine dust data

date location NO2 O3 CO SO2 PM10 PM25

2018123124 읍내동 0.045 0.001 1.5 0.006 53 35

2018123124 문평동 0.036 0.005 0.9 0.004 58 38

2018123124 문창동 0.041 0.001 1.1 0.005 53 44

2018123124 구성동 0.029 0.005 0.8 0.004 56 38

2018123124 노은동 0.052 0.001 0.7 0.005 88 45

2018123124 상 동 0.043 0.002 1 0.004 72 65

2018123124 흥동 1 0.032 0.002 1.1 0.01 7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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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세먼지 측을 한 ConvLSTM 그리드

Fig. 6 The grid of ConvLSTM for fine dust prediction

그림 7 3×3 격자 기반 ConvLSTM 모델

Fig. 7 3×3 grid based ConvLSTM model

이미지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다. 

치 정보를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추출하고 다시 LSTM

으로 시계열을 용하는 LRCN방법보다 입력과 은닉

(hidden), 게이트(gate) 등을 직  컨볼루션로 구성하는 

ConvLSTM이 이런 문제에 더 합하다. 따라서, 공간

에 한 시계열 측에서 많이 활용된 ConvLSTM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측하는 모델을 설계하 다[9]. 딥

러닝 Keras 임워크에는 ConvLSTM 함수가 있어

서, 미세먼지처럼 시계열 이미지 데이터를 측할 수 있

다. 그림 7은 ConvLSTM을 3계층으로 쌓아서 모델을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는 딥러닝 신경망 아키첵처 구성

을 3개의 2차원 ConvLSTM2D 루틴을 사용하 고, 필

터 크기는 3×3이다. 실제로 입력은 3×3로 구성되며, 채

을 통해 6가지 종류의 입력을 배치하 다. 컨볼루셜을 

한 필터의 크기는 3×3을 사용하 다. 미세먼지 이미

지 입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들지 않도록 패딩

(padding)을 통해 크기가 유지되도록 설정하 다. 3계층

마다 필터의 개수를 64,32,16개를 배치하여 상 의 

ConvLSTM으로 올라갈수록 추상화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계산량을 고려하여 최종 인 모델을 출력하기 

해 완 연결된(full-connected)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

고 컨볼루션 층으로 처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PM10 미세먼지를 우선 고려하여 학습

을 하 고, 사용된 데이터의 70%는 훈련(training)에 사

용하 으며, 이 에 10%는 검증(validation) 데이터로

그림 8 ConvLSTM 신경망을 시 미세먼지 측

Fig. 8 The convergence of loss for fine-dust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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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평가하 다.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30%

는 테스트(test) 데이터 셋을 구성하 다. 그림 8은 200

번 반복된 미세먼지 PM10의 실제 측치와 측치 사

이의 차이를 MSE(Mean Squared Error)로 계산하여 

오차(Loss)를 표시한 것이다. 학습 결과는 매우 잘 수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 교통혼잡 주요도로의 교통흐름 

측을 하여 딥러닝 LSTM의 입출력 구조를 3차원으

로 설계하 다. 3차원 LSTM 지도학습 설계는, VDS 

특성에 맞추어 6개의 특성 차원과, 도로의 장단기 기억

을 처리하는 룩백, 출력층에 해당하는 장단기 측을 처

리하는 룩포워드를 이블링으로 처리하 다. 한 교통

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처리하여 소형, 형, 형, 그

리고 총합 교통량을 멀티-특성로 출력이 가능하 다. 멀

티- 이블링 방법으로 LB를 이용한 1시간 기 측이 

속도  유율에서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심지 혼잡지역에서 발생하는 교

통흐름 측은 1시간 정도 기 측을 통해서 측정확

도를 높이고, 한 단기 측보다 충분히 교통신호 제어 

등 선제  응을 할 수 있는 랫폼 개발이 추가로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구간에 갑자기 발

생하는 유율은 돌발 상황으로, LSTM으로 학습한 데

이터만 충분하다면 기 측으로 돌발상황도 측이 가

능할 것이다. 한 도심지에서 미세먼지 측을 3×3 격

자 크기의 이미지를 시계열로 만들어서, 장단기메모리로 

측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실제로 미세먼지와 교통흐름 

사이의 상 계는 멀티-채  혹은 3차원 ConvLSTM을 

용할 수 있다. 향후 Deep-TraC 임워크에서 이러

한 미세먼지, 날씨가 교통에 끼치는 향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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