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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노면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유고정보를 센싱 및 처리하기 위한 미들웨어를 제안한다. 유고정보란 도로 및 

노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센싱자료들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유고정보 처리 및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목적지향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유고정보 분석을 위해 인터넷과 센서 수집을 통하여 미들웨어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때 인터넷을 통한 수집을 위해 공개키를 사용하여 인터넷의 공공데이터들을 수집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들을 미들웨어에서 

관리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키워드: 작업부하(workload), 이주(migration), 부하균등화(load balancing)

I. 서론

도로 및 노면에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보들이 발생되

고 있다. 그중에서 교통정보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에 의하여 수집 

또는 집계. 가공. 서비스되는 총체적인 정보로서 크게 정적(Static) 
정보와 동적(Dynamic)인 정보로 구분된다. 정적 상태의 정보는 도로

명, 도로길이, 버스노선번호, 정류장 위치등 시간의 경과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잦은 변화가 없는 정보를 말하며, 동적 상태의 정보는 

통상 매초~매분 단위로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실시간(Real Time)정
보로 차량의 운행속도, 도로구간의 평균통행속도와 통행량, 운행중인 

버스위치 또는 버스도착예정시각, 예약 좌석 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통정보와 기상정보 및 사고정보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친 

정보들을 유고정보라고 한다. 유고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데이

터들을 수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센서 디바이스들을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들을 미들웨어를 관리하여 분석서버 또는 어플리

케이션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지향 미들웨

어를 제안한다[1].

II.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고정보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는 그림1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 및 다른 기기들과의 의사전

달을 위한 앱인터페이스 (App Interface), 인터넷에서 데이터 수집 

및 센서 디바이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콜렉터 (Data 
Collector), 미들웨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스케쥴러 (Job Scheduler), 데이터들이 요구하는 앱에 데이터를 

지원하기위한 자원관리자 (Resource Manager), 미들웨어가 서비스

되고 있는 화면을 표시해주는 서비스 모니터 (Service Monitor)로 

구성되어 있다[2][3][4].

Fig. 1. 목적지향 미들웨어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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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데이터 콜렉터 모듈의 알고리즘 구조에 그림2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Data Collector의 구조도

우선 데이터 콜렉터를 시작하게되면 인터넷 또는 센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게된다 이때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면 데이터를 데이터 

콜렉터에 저장하게되지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또는 

센서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이 상태를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교통정보 수집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교통정보 외의 정보들인 기상정보 및 사고정보, 공사정보등을 

함께 수집하여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미들웨어 모듈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서버를 통해서 더많은 정보들을 

가공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고정보를 사용할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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