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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의 주요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사용자인 일반 국민, TSP, 공공

기 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한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의 데이터 연계/통합 모델을 제

안하 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를 연계/통합하기 하여 향상된 EAI 기술

과 교통정보 교환기술 표 을 용하여 서버간의 효율 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 다. 

1. 서론

   국민경제  사회생활 범 의 확 로 교통 리가 역

화되고, 휴 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CNS(Car Navigation System)와 같은 개인 휴  단말기의 

보  확 로 수요자 심의 실시간 교통정보에 한 수요

가 증 되고 있으며, 교통정보는 치정보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텔 매틱스(Telematics) 산업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교통정보 서비스는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기존시설의 효

율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수요 리의 주요 분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 공사, 

사고  통제 등의 교통상황에 따라 우회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운 자에게 최 경로를 선택하게 하여 여

행시간 감소 등으로 직/간 인 교통손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1][2][3]. 

  본 연구의 목 은 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국의 교통

정보센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도로의 일정 구간에 교

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텔

매틱스, 웹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LBS 기반의 교통정

보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을 설계  구 하는 것이다.

2. 련 연구

  2003년 김만배 등[4]은 경찰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교통정보 서비스 사

업의 효율  추진을 한 방향을 제시하 다. 김재 [5]은 

기존의 교통상황 감시 시스템들의 호환성  확장성 문제

를 해결하기 해 효율 인 미들웨어 인터페이스를 제안

하 다. 

  2006년 김동효 등[6]은 무선 교통정보 수집 달장인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의 기술특성분석

과 교통정보시스템의 구성  련 응용 로그램의 개발

과 련된 연구를 하 다.

  본 연구는 국에 산재되어 있는 교통정보를 효율 으

로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한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시스템 구성

  제안된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는 건설교통부, 경찰청의 2

개 부처이며, <표 1>과 같이 경찰청은 시가지부 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

도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체 교통정보를 통합하여 각

각 제공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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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 구성도

<표 1>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 사용자

유형 사용자 역할

교통

정보 

구축

경찰청

▪시가지부 교통정보 제공

 - 교통소통정보

 - 유고/통제정보

건교부

▪고속도로, 국도(일부)의 교통정보 제공

 - 교통소통정보

 - 유고/통제정보

▪ 국 ITS 표  노드/링크 정보 제공

 - 노드/링크정보

 - 링크부가정보, 회 정보

교통

정보

제공

경찰청,

건교부

▪건교부 경찰청에서 수집한 정보를 교통정  

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에게 제공

 - 교통소통정보

 - 유고/통제정보

▪교통정보를 TSP에게 제공한 결과를 건교  

부, 경찰청으로 Feedback

 - 교통소통정보 서비스결과

 - 유고/통제정보 서비스결과

  체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며, 경찰청 

 건교부는 국의 도로에서 수집된 교통정보를 가공하

여 국민, 공공기   민간 사업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4. 주요 데이터 흐름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경찰청 시스템의 경우 교통정보 통합/분석서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정보 데이터가 수집되어 가공되고, 

가공된 데이터는 건교부의 연계/통합 시스템으로 송된

다.

  건교부 시스템의 경우 DB서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교

통정보 데이터가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경찰청의 연

계/통합 시스템으로 송된다.

[그림 2]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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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서버  로세스

5.1 주요 서버의 역할

1) 수집 서버

   교통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각 기 의 Sub시스템(교통  

   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DB에 재한다.

2) 통합DB 서버

ㅇ 수집DB에 재된 교통소통 정보를 통합DB와 연계한   

   다.

ㅇ 통합DB 리 로세스는 운 설정 정보(주별, 월별, 년  

   별, 특정일 등) 내용 로 테이블을 백업  삭제 한다.

ㅇ 통계정보 생성 로세스는 교통정보 통신 소요시간   

   락구간 비율의 시간 별, 일별 통계를 설정된 운 설  

   정정보(통계정보 생성 설정 시각) 로 수행한다.

3) 연계 서버

ㅇ [그림 3]과 같이 연계 로세스는 통합DB에 재된 교  

   통소통정보를 상  기 에 EAI를 통해 송한다.

ㅇ 이벤트 리 로세스는 실시간 는 주기 으로 통합  

   DB를 모니터링하며, 운 설정정보(일반정보, 장애정보,  

   교통정보, 돌발정보, 통제정보 등)에 포함된 정보를 검  

   지 시 설정된 운 설정정보(알람, 단문메시지 발송, 장  

   애등록 등)로 해당 정보를 처리한다.

4) 노드-링크 서버

ㅇ 제공이벤트 연계 로세스가 탑재되며, 제공 서비스 시  

   스템에 연계할 정보(연계/통합 시스템 상태  장애정  

   보)를 주기 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검지시 제공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그림 3] 서버별 로세스 구성도

5.2 주요 로세스

ㅇ 응용App 로그 처리

   응용Application에서 발생하는 로그 정보를 임시 로그  

   DB와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Queue  

   에 장한다. 

ㅇ 이벤트 리 로세스

   EAI, SMS( 리서버), 응용Application에서 수집된 로그  

   를 이벤트별로 분류하여 통합로그/장애 리/단문메시  

   지/상태정보DB에 장하고 운 단말과의 이벤트정보  

   를 통신(TCP-IP)으로 달한다.

ㅇ 교통정보송수신 로세스

   [그림 4]와 같이 기존의 교통정보를 건교부와 경찰청에  

   연동하는 로세스로, 내부 SQL튜닝과 데이터의 집합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

 

구간교통정보송수신

(경찰청)

연계통합경찰청
교통정보

매칭정보

연계통합건교부
교통정보

구간교통정보송수신
(건교부)

*서비스적용된
링크정보만
제공한다.

경찰청
교통정보

표준노드링크
매칭작업

5분주기

교통정보읽기

경찰청교통정보송신

건교부교통정보송신

5분주기

교통정보저장

경찰청교통정보저장
(표준링크적용)

5분주기
교통정보읽기

5분주기
교통정보저장

경찰청통합DB서버

구간별 통신소요시간/
응용상태정보

EAI
(Queue)

임시로그

이벤트관리

프로스세

통합로그

장애관리

단문메시지

운영단말

상태정보

알람정보

이벤트
정보

건교부통합DB서버

EAI

(Queue)

이벤트관리
프로스세

통합로그

장애관리

단문메시지

운영단말

상태정보
임시로그

이벤트

정보

알람정보

구간별통신소요시간/

응용상태정보

응용APP

로그처리
응용APP
로그처리

구간별
통신소요시간

구간별
통신소요시간

서비스
적용링크

서비스적용
링크정보

[그림 4] 주요 로세스 흐름도

6. 시스템 구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정보를 연계/통합하기 한 

시스템을 [그림 5], [그림 6]과 같이 구 하 다. 구 된 

시스템은 건교부, 경찰청간의 공공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

/통합하기 하여, 교통정보 연계 리시스템(소통정보, 유

고정보, 통제정보)  도로의 노드/링크정보 연계 리시스

템(노드정보, 링크정보, 노드링크 맵 정보, 매칭테이블 송

수신),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5] 통계 그래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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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로그상태 모니터링 화면

7. 결론 

  본 연구에서 국의 주요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사용자인 일반 국민, 

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 공공기 들에게 양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한 교통정보 연계/통합 모델을 제

안하 다. 

  제안된 모델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통정보센터(Sub 

시스템)를 연계/통합하기 하여 향상된 EAI 기술과 교통

정보 교환기술 표 을 용하여 서버간의 효율 인 통신

이 가능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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