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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교통정보예측 플랫폼은 실시간 교통정보 또는 과거 교통정보이력을 분석하여 미래의 교통량이나 도착시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나 날씨, 사고 등과 같은 미래 교통정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정보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기상, 사고, 교통정보와 같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처리할 수 

있는 저장방식 및 신뢰도 높은 교통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기술이 포함된 b-Traffic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한다. 

키워드: 공공데이터(open data),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big data service platform)

I. 서 론

정부 3.0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민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적

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서

비스사례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K-Weather, 
특허청 데이터기반의 WIPS 등이 있다.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은 주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앱) 또는 웹

으로 구분되어지며, 사용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도착시간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통정보서비스는 

실시간 또는 과거 교통정보 이력을 분석하는 교통정보에 국한된 

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통정보예측에 즉각적인 영향

을 끼치는 기상정보(온도, 습도, 강우량 등)와 사고정보(보행자, 차
간추돌 등) 등은 배제하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예측정보를 제공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저장시 행(Row)기반으

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용성 높은 실시간 데이터저장방식과 공공데이

터 기반의 교통정보예측기술이 포함된 b-Traffic(빅데이터기반 교

통정보처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한다.   

  

II. 관련 연구

국내에 경우 취득된 구간통행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있

으나, 아직 상용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OADIDEA는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

간통행정보를 이용한 ITS 비즈니스 모델로 1) 교통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이용한 여행 시간 예측시스템, 2) 노면상태 인식 센서를 

이용한 위험도로 예측시스템, 3) 강수 예측 시스템, 4) 안개 예측

시스템을 제시하였다.[1]

III. b-Traffic 서비스 플랫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b-Traffic 서비스 플랫폼은 그림 1과 같

으며, 크게 두 가지 모듈로 구분되어지는데,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처리하는 b-Traffic 인프라 모듈과 수집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정보예측을 처리하는 b-Traffic 서비스모듈로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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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Traffic 플랫폼 구조

Fig. 1. b-Traffic Platform Architecture

b-Traffic 인프라 모듈에 경우 Open API를 통해 수집되는 데

이터를 가용성 높게 저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데이터베이스는 

TSDB(Time Series Database)를 사용한다.[2]  TSDB는 시계열

데이터저장에 특화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로 

기존 행기반 저장방식이 아닌 열(Column)기반 저장방식을 차용

함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2는 

b-Traffic 서비스 플랫폼의 저장방식이다.

그림 2. b-Traffic 인프라 모듈 구조

Fig. 2. b-Traffic Infra Module Architecture

b-Traffic 서비스모듈은 수집된 공공데이터를 시계열분석 방식

중 하나인 ARIMA(Auto Regression Moving Average)를 사용

하여 교통정보를 예측하게 되는데, ARIMA모형은 그림 3과 같이 

식별, 추정, 진단, 예측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타 시계열 분석법 보

다 정확한 예측 값을 얻을 수 있다.[3] 

그림 3. ARIMA 프로세스

Fig. 3. ARIMA Process

예측을 위해 사용된 교통, 기상, 사고정보는 표 1의 기관에서 제

공하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이용하였다.[4]

기관 데이터

기상청 온도, 습도, 강우량

한국도로공사 교통량, 속도, 점유율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 교통사고

표 1.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Table 1. Open Data Provider

IV. 결 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예측시스템을 제공하는 b-Traffic 서비스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또한 b-Traffic 플랫폼 내 인프라 모듈에서는 가용성 

높은 데이터 저장방식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예측방식과 

본 연구의 예측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고도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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