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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 하는 교통 리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목 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교통자료를 모아서 얻은 교통 이력자료를 가지고 분석  연

구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 연구자에게 교통 이력자료를 가지고 분석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 하는 교통 리 시스

템은 일반 사용자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목 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시간 교통정보를 

장하여 얻은 교통 이력자료의 활용방안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의 교통 리 시스템을 가

지고 연구자가 교통자료에 한 분석  연구를 수

행하는데 제약이 많다. 그러므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체계 으로 장하여 얻은 교통 이력자료를 가지고 

연구자가 교통운 , 교통계획, 교통안 , 도로계획과 

같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논문

에서는 교통 이력자료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PeMS(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1]는 

캘리포니아의 교통부에서 운 하는 교통 리 시스

템으로 캘리포니아 역에서 수집된 루  검지기의 

자료를 수집, 가공, 장하여 리하는 시스템이다. 

웹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검지기의 상태 

 자료의 질에 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가 원

하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한 

구간과 시간을 설정하면 그 결과를 텍스트 일이나 

엑셀 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특히 다양한 형

태로 시각화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 을 뿐만 아

니라 자료 해석 수 을 향상시켜 이력자료 리 시

스템의 좋은 라 할 수 있다.

(그림 1) PEMS 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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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이력자료를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자료 에서 본 논문의 

상이 되는 교통자료는 주로 차량검지기  AVI 

련 데이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 데이터, 

하이패스 련 교통데이터이다. 이러한 교통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장하는 기능, 자료를 분석하는 기

능, 자료를 추출하거나 표출하는 기능, GIS를 기반

으로 하는 시공간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원할 수 있

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

다.

   (그림 2)는 고속도로(FTMS), 우회도로(ARTIS),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TCS)의 데이터베이스

로부터 각각의 정보를 가져와 교통 이력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 다. 각각의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얻은 교통자료를 원시 기본테이블에 

장하고, 다시 원시 기본 테이블의 자료를 가지고 가

공 로세스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가공 기본테이

블에 장한다. 여기서 가공 로세스는 원시 기본 

테이블의 자료에 한 오류 단, 결측보정, 평활화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장하기 해서는 

통합 테이블 스키마가 필요하다. 한 이력자료는 

자료의 양이 아주 많으므로 질의 수행 능력을 높이

기 하여 요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림 2) 교통 이력자료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3)은 고속도로 련 교통정보를 장할 테

이블을 보여 다. 고속도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

지기 련 데이터(LDS30SECDATA)를 가져와서 통

합 테이블 스키마에 알맞게 가공하여 그 결과를 고

속도로 검지기 련 데이터 테이블(IDB_MV_ FW_ 

30SEC_DATA)에 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자

료는 공간과 시간에 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교통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공간과 

시간을 요한 척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통합 테

이블 스키마에는 시간을 장하는 테이블(IDB_ 

TIME)과 공간을 장하는 테이블(고속도로의 공간 

련 테이블로는 IDB_FW_LOCATION)이 필요하

다.

(그림 3) 고속도로 련 테이블 설계

   (그림 4)는 연구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

의 집계 단 를 미리 조사하여 생성한 실체화 뷰를 

보여 다. 7개의 시간 집계 단 와 4개의 공간 집계 

단 를 사용하여 총 28개의 실체화 뷰를 생성하 으

며, 이러한 실체화 뷰를 통해 연구자가 교통 이력자

료를 분석할 때 질의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실

체화 뷰 한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장 공간을 가

지기 때문에 실체화 뷰를 사용하는 것으로 얻는 질

의 수행 능력의 상승과 그에 필요한 장 공간 모두

를 고려하여 실체화 뷰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4) 시간, 공간 집계에 따른 실체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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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 까지 교통 이력자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하여 살펴보았다. 교통 이력자료의 상이 되는 교

통자료들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통합 테이블 스키마로 교통 

이력자료를 장함으로써 교통 이력자료 데이터베이

스 하나만 있으면 연구자가 모든 교통자료에 한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교통 이력자료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에 한 

집계 단 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실체화 뷰를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향후 연구로는 교통 이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쉽

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한 직 인 인터페이스 설계와 연구자가 질의 결과

에 해 다차원 인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질의

결과의 시각화 방법이 있다.

 * 이 연구는 BK 21 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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