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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과 우회도로 교통정보시스템

(ARTIS)은 차량 검지 장치와 CCTV 를 통해 실시간 교통 자료를 수집하고, 도로전광표지(VMS), 방

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매일 도로에서 

수집되는 엄청난 양의 교통 자료를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교통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대용량의 교통 자료를 가져와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얻

은 교통 이력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한다. 

 

1. 서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교통관

리시스템(FTMS)과 우회도로 교통정보시스템(ARTIS)

에서 수집되는 대부분의 교통 자료는 차량 검지 장치

에서 수집되는 속도, 교통량, 점유율이다. 이러한 교

통 자료는 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현재 시스템들

은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

통 자료의 연구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통 자료의 연구는 오랜 시간 교통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들은 실시간 교통 정보만을 저

장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료 징수시스템(TCS), 전자 통행료 징수시

스템(HI-PASS)에서 수집된 영업소간 통행 자료는 전

사데이터웨어하우스(EDW)에 저장되고 있는데, 이처

럼, 여러 곳에 분산된 교통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

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예를 들

면,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과 우회도로 교통정보시

스템의 차량 검지 장치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분석할 

때, 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의 기상 자료를 메타 데이

터로 활용하여 맑은 날의 자료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2. 통합 데이터베이스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에서는 차량 검지기 자료, 

사고 자료, 도로전광표지 자료를, 우회도로 교통정보

시스템에서는 차량 검지기 자료, 차량번호 인식장치 

자료, 사고 자료, 도로전광표지 자료를, 전사데이터웨

어하우스에서는 통행료 징수 자료, 전자 통행료 징수 

자료와 함께 그와 관련된 테이블을 통합 데이터베이

스로 가져온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Oracle 10g 를 사용하였으며,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교통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Oracle Warehouse Builder 를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1)

은 대용량 교통 이력 자료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1) 대용량 교통 이력 자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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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 설계 

교통 자료는 크게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교통 속성값을 가진다. 여기서 시간 정보는 교통 자

료가 수집된 시간을,, 공간 정보는 교통 자료가 수집

된 위치를 의미하며, 교통 속성값은 교통량, 속도, 점

유율과 같은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통 자료의 

특성에 맞게 테이블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공간 정보 테이블은 크게 차로 정보 테이블, 지점

정보 테이블, 구간 정보 테이블, 노선 정보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 정보 테이블에는 상위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차로, 지점, 구간, 노선의 

계층 관계를 구성한다. (그림 2)는 고속도로의 공간 정

보 테이블의 ERD 를 나타낸다. 

 

(그림 2) 고속도로 공간 정보 테이블 ERD 

교통 자료 테이블 중 차량 검지기 자료 테이블은 

시간 정보(날짜와 시간을 모두 포함)와 공간 정보(차

로, 지점, 구간, 노선), 교통량, 점유율, 속도를 가지고 

있다. <표 1>은 고속도로의 차량 검지기 자료 테이블 

의 명세를 보여준다. 

<표 1> 고속도로 차량 검지기 자료 테이블 명세 

컬럼명 컬럼 타입 키 

시간 정보 DATE PK 

공간 정보 CHAR PK 

교통량 NUMBER  

점유율 NUMBER  

속도 NUMBER  

 

여러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교통 자료의 양이 

엄청나므로 교통 자료 테이블에는 파티션을 생성하여 

교통 자료의 검색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 

<표 2>는 우회도로 교통 자료 테이블의 파티션 정책

을 보여준다. 

<표 2> 우회도로 교통 자료 테이블 파티션 정책 

교통 자료 파티션 단위

차로별 차량 검지기 자료 년, 월, 일 

지점별 차량 검지기 자료 년, 월, 일 

차량번호 인식장치 자료 년, 월 

사고 자료 안 함 

도로전광표지 자료 년, 월 

 

4.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우회도로 교통정보시스

템, 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로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

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그림 3)에 보이는 Oracle 

Warehouse Builder 디자인 센터를 이용하였다. 

 

(그림 3) Oracle Warehouse Builder –  디자인 센터 

디자인 센터를 이용하여 원시 자료 시스템의 테이

블로부터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교통 자료를 

매핑하는 방법의 예시는 (그림 4)로, 고속도로 차로 

정보 테이블의 매핑을 보여준다. 

 

(그림 4) 고속도로 차로 정보 테이블 매핑 

 

5. 결론 

지금까지 교통 이력 자료를 위한 대용량 데이터베

이스의 설계 및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

에서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교통 이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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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장하여 여러 시스템에서 가져온 교통 자료를 가

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교통 자

료의 검색 속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교통 자료 테이

블에 파티션을 설정하였다. Oracle Warehouse Builder 를 

이용하여 쉽게 원시 자료를 가져와 통합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교통 자료의 공간 정보를 

차선, 지점, 구간, 노선의 4 가지로 계층 관계를 형성

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에 자료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면 오랜 시간의 교통 자

료에 대해 다양한 가공을 하여 연구자의 연구 목표에 

좀더 부합하는 교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

구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자가 자주 사용하

는 질의가 어떠한 것인지 분석하고, 그러한 질의에 

대한 수행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 이 연구는 BK21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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