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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련연구 

 
• Stored Procedure 사용 

 

• UI상에서 더욱 상세한 시간 선택, 건물 연속 선택 가능 
 

• Top-k threshold를 선택 가능 
 

• Up-to-date한 자료를 사용 
 

• 접속 빈도에 대한 분석 



• An Incentive Mechanism for Decongesting the Roads: A Pilot Program 
in Bangalore(Deepak Merugu, Balaji S. Prabhakar[Stanford University, 
Co-Founders of Urban Engines], NetEcon, ACM Workshop on the 
Economics of Networked Systems, July 2009) 

인도 방갈로에서 출퇴근하는 1만 4천 여명의 행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교통 체증 및 
자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음 
 

• Online Discovery of Gathering Patterns over Trajectories(Kai Zheng, 
Xiaofang Zhou[University of Queensland], Yu Zheng, Nicholas 
Yuan[Microsoft Research, Beijing, China] IEEE Transactions on Data and 
Knowledge Engineering, Sept 2013) 

다양한 움직이는 물체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고(축제, 시위, 교통 
체증 등) 실시간으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게끔 함. 
패턴 발견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장소에는 인구 밀도가 높
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임 



• SEEDB: Automatically Generating Query Visualization(Manasi Vartak, 
Samuel Madden[MIT], Aditya Parameswaran[MIT&U.Illnois], Proceedings 
of the VLDB Endowment, Vol 7. No.13, Aug 2014)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특정 query에 적절한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
요로 할 수 있는데, SEEDB는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흥미롭거나 유의미
할 수 있는’ 시각화 작업을 제공함 



Client 

• 이전에 JavaScript로 처리하던 절
차들의 대다수를 stored 
procedure로 처리 

 Naver Map API를 이용한 시각
화 작업 이외에 최대,최소 접속 수, 
노이즈 제거, 건물별 방문자 수, 건
물별 출입 기록, 연속 선택 모두 
stored precedure로 변경 

 
• 이전의 방법과 새롭게 수정된 방

법의 성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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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JavaScript 
• SP: Stored Procedure 

 
• JS_Time 
→ JS 분석시간 
• Network_Time 
→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시간 
• Query_Time 
→ Query 수행 시간 

(sec) 

※ 자료 개수 증가함에 따라 SP가 JS보다 효율적!  



• Input의 종류와 정확도 향상 
 날짜만 Input으로 받았던 것과 달리 더욱 정확한 시간(15분 단위), 노이즈로 
생각하고 싶은 속도, 그리고 보고 싶은 상위 n개를 볼 수 있게 함 



• 노이즈로 판단하고 싶은 속도 설정 기능 

Speed threshold = 30km/h Speed threshold = 60km/h 



• 연속적인 건물 선택 기능 추가 

Ex)중앙도서관 출발 
학생회관 
행정관 
문화관 
음악대학(54동) 
언어교육원 



• Top-k 선택 출력 기능 추가 

선택 없음 상위 3개 선택 상위 7개 선택 



• 최신 자료까지 모두 분석 가능 
• 학기/방학 학생 분포 비교(top 10 buildings) 

방학중(12월 중순~2월) 학기중(3월~6월 중순) 

• 학기 유무(수업 여부)와 무
관하게 접속 기록 상위 10개 
건물은 항상 일정 
 

• 모두 비교적 학교 중앙에 분
포되어 있고, 공동으로 사용
하는 공간임 



• 학기 중의 접속 기록을 이용(3월 ~ 6월 중순) 
• 접속 기록 중에서 일시적으로 교내에 들어오는 사람을 판별하고자 함 

 

• 1일 접속한 사람 수는 8만 여명으로 압도적임(2일 접속은 1.4만명) 
• 조사 기간이 약 16주이므로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의 접속 빈도는 16~80으로 추정 

• (16 미만은 학교 방문객, 80 초과는 고시생/대학원생으로 추정) 

• 접속 빈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접속 빈도의 사람 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 가능 
• 전체 14만 여명의 기록 중 12만 여명의 접속 빈도가 16 미만임에 따라 유효한 조

사 대상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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