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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도로 연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

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고속도로는 비반복적 정

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해 다른 도로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당 사망

자수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 중 측면충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고속도로 분·합류부에서 다른 차량과의 간섭으로 인한

차로 변경이며, 추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분·합류부에서 정체,

사고 등으로 인한 급정거이다. 이러한 정체 정보 안내 중 이용자들이 경

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확도와 신속성으로, 세분화된

정확도 높은 속도 정보의 제공으로 비반복적 정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

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교통정보는 도로의 중심선을 이용한 노드, 링크를 기준으로 제공

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속도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서도 장애물 모니터링, 위치 측정을 위한 차량

용 센서 장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 기반의 대용량 위치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처리속도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도로의 노드, 링크의 생성 지점과 관계없이, 속도의 동적 동

질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의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GNSS 위치

정보 기반의 방위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선별 상·하행 데이터를 분리하

고,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를 이용한 공간의 점진적 분리를 통한

속도 동질공간을 결정하였다. 경위도 각각 2개로 분할하는 4진법 기준의

분할 방법을 적용한 지오해시를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속도를

높였다.

12단계 분할 결과 전체 평균 41개의 속도 동질공간이 결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속도 동질공간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 각각 127개, 170개이

었다. 여기서 속도 동질공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나타났는데,

전체 연장 대비 1.26%이며 경부고속도로는 상·하행 각각 5.19%, 7.51%

이었다. 이러한 비수렴 공간은 고속도로 분기점 및 인터체인지의 분·합

류부에서 서행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량의 영향, 즉 진행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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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 차이가 아니고 차로별 속도 차이로 분석되었다.

결과의 검증은 최종 속도 동질공간별 분산평균비를 이용하고, 평균 절

대 백분율 오차(MAPE), 평균 절대 오차(MAE)를 이용하여 Garber 함수

와 비교하였다. 분산평균비 중 가장 작은 값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11단

계 공간으로 0.0098kph이었으며 가장 큰 값은 평택시흥고속도로 하행의

12단계 공간으로 1.5620kph이었다. 고속도로 상행 전체 분산평균비의 평

균값은 0.7512kph이며, 하행 평균값은 0.7115kph 상행 하행 전체 평균값

은 0.73kph로 속도 동질공간의 동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 공간

의 비교 검증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시간-공간평균속도 관계 함수를 제시

한 Garber의 함수와 Wang 함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과 MAPE와 MAE

를 비교하였다. 12단계 분할 결과 가장 큰 MAPE 값은 평택시흥고속도

로 상행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4038%이었으며, 가장 큰

MAE 값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0.9161kph

이었다. 이상의 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모형 대비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균속도별 속도의 동질성 모형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집계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 구간에서 속

도 동질공간이 일정하게 지속될 경우는 속도가 원활하거나 긴 정체가 이

어지는 경우로서, 시계열 상 속도의 변화가 둔감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10분 이상 집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속도 동질공간이 변할 경우는 정체

가 시작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로서, 시계열 상의 속도가 민감할 경우에는

5분 이하로 집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차량의 위치기반 속도정보를 실시

간 수집할 경우 실시간 속도정보의 제공, 기존 방식 대비 정밀도 높은

위치기반 교통정보의 제공, 분·합류부의 진·출입 차량의 영향 및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동일 링크에서 세분화된 공간 속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도로 자동화, 기상·환경정보의 제공, 미

시적 도로기상 정보의 제공, 자율주행차의 수동전환 정보, 전방 서행, 차

선변경 정보, 급정지, 추돌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와 공유차 등의 속도 정보를 수집하여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에 적용한다면 주행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간의 분할을 노선의 종류에 따라 경위도 방향의 길이를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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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 공간의 순차적 병합 연구를 통해 도로의 선형과 유사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최적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의 종단 경사, 회전반

경, 운전자 성향, 차량의 성능 등의 특성을 적용한 도로별 속도 동질공간

모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속도 동질공간, 동적 공간 분할, 시간-공간평균속도, 상하행

분리, 분-합류부-사고 영향권

학 번 : 2009-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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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2020년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4,250만 대이며, 그 중

승용차는 1,920만대, 화물차는 360만대, 연간 주행거리 3,290억km로 자동

차 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비해 도로 연장은 전체

111,314km로 자동차 천 대당 4.7km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도로의 서비스 수준 저하로 직결되

며 교통사고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연간 교통사고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그 중 차 대 차 사고는 정면충

돌, 측면충돌, 추돌 등으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그림 1-1>과 같이, 2019년 기준 차 대 차 사고 전

체 173,328건 중 정면충돌은 7,331건 (4.2%), 측면충돌은 83,508건,

(48.2%), 추돌은 34,981건 (20.2%)로, 2015년 전체 169,471건, 정면충돌

14,488건, 측면충돌 65,498건, 추돌 47,157건 대비 측면충돌 사고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특히,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 대비 교통사고 발

생 건수 당 사망자수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반복적 정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한 것이다.

측면충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고속도로 분·합류부에서 다른

차량과의 간섭으로 인한 차로 변경이며, 추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

는 분·합류부에서 정체, 사고 등으로 인한 급정거가 있다. 고속도로 분·

합류부에서 비혼잡 상태일 때 교통류에서의 일시적 변동이 사고위험도를

높이며, 혼잡 상태일 때 혼잡도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높

아진다(곽호찬, 2013). 즉 분·합류부에서 비혼잡 상태일 때 나타나는 사

고 형태는 측면충돌이며, 혼잡 상태일 때 나타나는 사고 형태는 후방 추

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짧은 구간 내 세분화된 교통정보의 중요성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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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다. 또한, 교통정보 안내 중 이용자들의 경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확도와 신속성이다(김장욱 2008). 여기에서, 정확

도는 정보 자체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공간적 해상도의 정확도도 포함되

고, 현 시간을 반영한 실시간 정보가 교통정보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이며 도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의 한 구간 내에서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확도 높은 속도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비반복적 정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1> 연도별 차 대 차 교통사고 유형별 건수

도로의 교통상황을 기준으로 한 최적경로나 교통정보의 제공은 기존

자동차에 장착되어 나오는 장비에서부터 애프터마켓용 장비, 최근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공

공 및 민간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량에는 이러한 교통정보를 기본으로 활용하면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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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Radar(Radio Detection and

Ranging),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카메라 등의 센

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상황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

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의 미세기상 분석, 교통밀도의 분석,

GNSS 신호를 이용한 구간속도의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는 도로 위의 형상이나 현상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써, 교통정보의 분석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MaaS2)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등 이동체와 통신 및 서

비스가 융합되어 도로의 모든 이동체는 센서, 검지기의 역할을 하고 빅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현재 ITS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센서들은 설

치 및 유지보수가 어렵고 비용이 높아, 모빌리티 개념의 움직이는 센서

를 이용한다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하며 부가 생산 데이터의 활용에 따

른 비용이 낮거나 없는 교통정보의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서도 장애물 모니터링, 위치의 측

정을 위한 차량용 Radar, GNSS, 카메라 등의 센서 장착이 일반화되고

있어, 여기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도 앞서 언급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 차량의 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는 있으나,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주행 데이터는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개별 차량의 정보 수집은 강력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자율주행차

량, 공유차 등 미래 교통수단 및 체계에서 개별 차량의 정보 수집이 충

분히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교통정보는 노변기지국(RSE ; Roadside Equipment), 루프검지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프로브카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있으

며, 도로의 중심선을 이용한 노드, 링크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드,

링크는 도로 교차점, 시·종점, 교통 통제점, 구조 변화점, 행정구역 변환

2) 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즉 스마트폰 하나로 카셰어
링뿐만 아니라 철도, 택시, 자전거, 전동스쿠터, 주차장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
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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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도로운영 변화점, 교통 진출입점 등에 생성된다. 이러한 정적 링크로

인해 <그림 1-2>와 같이 실제 속도 변화 구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그

림 1-3>과 같이 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속도 동질구간으로 표현되지 않

는다. 즉 동일 링크 내에서도 속도 차이가 세분화되나 하나의 정보로 서

비스되고 있다. 고속도로 하나의 링크 내에서는 우회, 유턴, 회전 등 운

전행동이 가능하지 않으나 정체의 예측, 우회경로의 선택 시 링크 내 세

분화된 교통정보의 제공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림 1-2> 지점 통행속도 서비스 오류 사례

<그림 1-3> 속도 변화구간 통행속도 일괄 서비스 사례

교통정보 생성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자율차 등 센서의 차량 탑재가 일반화되고 각 센서에서 생성

되는 빅데이터는 자동차 운행뿐만 아니라 교통정보의 생성 등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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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하다.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이 가능한 차량에서 교

통정보 취득, 이를 이용한 교통정보의 생성은 현재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자율주행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량의 위치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처리속도에 따라 실

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며, 교통정보 제공 시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에는

공간분석의 처리속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위치 데이터와 링크 데

이터의 공간분석은 지도와의 맵 매칭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포인

트 데이터를 링크 데이터로 연결하는 공간 분석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

좌표를 가지는 값의 링크 매칭을 위해서는 지도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

고 주변 링크에서 적정한 버퍼를 주어 다시 매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로의 노드, 링크의 생성지점과 관계없이, 속도의 동적 동

질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의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시간

발생하는 GNSS 위치정보 기반의 방위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간 내의

노선별 상·하행 데이터를 분리하고,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

계를 이용한 공간의 점진적 분리를 통한 속도 동질공간3)을 최적화하고

자 한다.

3) 일정 도로 구간과 영역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공간 내에 시간평균속도와 공
간평균속도의 차이가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하나의 공간 내
에서 모든 차량의 속도가 유사한 것을 본 논문에서는 ‘속도 동질공간’ 이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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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시간 및 구간의 교통 흐름에 따라 변하는 평균속도 등 속도

정보의 분석 및 제공 공간을 공간의 점진적 분할을 통해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통정보의 제공 단위인 링크의 길이가 비교적 긴 경우

에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GNS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속도 정보를 포함하며, 고속도로 구간

에 상시 분포하고 승객, 차로 등의 영향에 의한 속도 변화가 없는 데이

터인 화물차 DTG(Digital Tacho Graph)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화물차 DTG 데이터의 경우, 도로 구간 내의 휴게소, 졸음쉼터 또는

임의의 지점에서 주정차하는 경우, 즉 속도가 0kph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속도 값도 포함하지

않아 공간 내의 교통흐름의 동질성 분석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치정보의 색인 및 공간의 분할은 우리나라 전

체를 기준으로 격자 형태로 점차적으로 나누어 가는 것으로써, 본 연구

의 결과는 도로에 정확히 매칭되지 않고 하나의 도로 구간(segment)의

한 지점이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질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 경계를 이용한 도로 링크의 중첩 표현으로 서비스를 위한 시각화

를 하였다.

또한, 최적화를 위한 공간은 항상 경계선을 가지며, 인접한 2개의 데이

터가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져 분류될 수 있으며, 경계선에 포함되는 데

이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는 어느 공간에도 포함하지 않고 제거하였다.

대상 공간인 고속도로 분·합류부의 진·출입로가 포함되는 경우 고속도

로 본선의 주행방향과 같이 인식하면 비정상적 교통 흐름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진·출입로의 링크 및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다만, 진·출입로의

가·감속차로는 본선 교통 흐름에 실제 영향을 주므로 분석 데이터에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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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위치기반의

속도정보를 이용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방법론,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분석, 결론 및 향후 연구로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속도분포와 대푯값, 도로 교통량 조사 및 서비스, 개별 차량

의 통행이력 데이터, 맵 매칭의 기법, GNSS 기반의 교통정보 분석, 이동

객체의 색인 기법 등 본 연구와 관련한 이론 및 선행연구 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시사점 및 연구의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3장은 방법론 정립으로,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

제약함수 등을 제시하고 공간의 분할과 관련한 방법론의 설명, 하나의

공간 내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방위각을 이용한 상·하행선의 분리 방법

론,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에서 공간의 분할 결정을 위한

경계함수의 선정, 결과 공간의 이상치 제거, 대푯값 계산방법을 제시하였

다.

4장에서는 모형의 적용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준비, 분석 툴의 개

발, GIS 분석 툴의 제시, 경기지역 고속도로 전체의 데이터 분석, 노선별,

상·하행선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검증을 하

였다. 속도 동질공간을 선형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도 제시하였

다. 또한, 연구 결과의 활용방법, 사례 검증을 통한 영향권 분석, 데이터

의 집계 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과 적용방법, 공간 분할함수의 범위 변

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고도화를 위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체계를 연

구 항목과 항목별 연구 내용으로 정리하면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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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의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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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선행연구의 분석

1. 속도분포와 대푯값

교통류 내의 각 차량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므로 교통류의 속도를

하나의 대푯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속도의 분포를 알아야 하며, 일반

적으로 정규분포로 나타난다.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는 측정된 속도의 약

68%가 포함되며 표준편차의 2배 범위 내에는 모든 속도 분포의 약

95%, 3배 범위 내에서는 99%의 속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속도 분포로부

터 일정 구간 내의 속도 대푯값은 평균값, 최빈값, 중위값 등이 있으며

이중 평균값은 시간평균속도(time mean speed ; TMS)와 공간평균속도

(space mean speed ; SMS)로 구분된다.

평균통행속도(average travel speed)와 평균주행속도(average running

speed)는 교통공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도로서 공간평균속도로 나

타내는 값이다. 두 속도 모두 어떤 도로구간의 길이를 차량이 소모한 평

균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통행시간이란 어떤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며, 주행시간은 어떤 도로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총

움직인 시간이다. 따라서 이 두 값의 차이는 정지시간이다. 즉 주행시간

에는 통행시간과는 달리 정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통행속도는

평균통행시간에 의해 계산되며, 평균주행속도는 평균주행시간에 의해 계

산된다.

시간평균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 도로상의 어느 점 또는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의 속도를 산술평균한 속도이며, 공간평균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 도로 구간을 통과한 모든 차량들이 주행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속도이다. 즉 시간평균속도는 각 차량속도의 산술평균이

고, 공간평균속도는 조화평균이라 할 수 있으며, 공간평균속도는 시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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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속도보다 항상 작다(도철웅 2009).

<그림 2-1>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개념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는 식(2-1)과 같다. <표 2-1>과

같이, Garber and Sankar(2002)는 고속도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두 속도의 관계를 상수 3.666, 기울기를 1.035로 제시4)하였으며,

Drake(1967)도 유사한 연구를 통해 두 속도의 관계를 상수 3.042, 기울기

를 1.026으로 제시5)하였다. Wang(2000)은 미국의 I-880 고속도로를 대

상으로 하여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상수로 2.389, 기울기로 1.014

를 제시하였다. 또한, Leong(2011)은 국도를 대상으로 2차로의 경우와

다차로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상수를 1.704, 2.528, 기울기를 1.016, 1.021

4) Traffic & Highway Engineering third edition, 2002
5) U.S. HC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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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다. 즉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는 속도가 낮을

수록 커지며, 차로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그림 2-2>에서는 각 시간평

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 모형을 전체 속도 구간과 상대적 차이가 큰

10kph 이내의 함수를 표현하였다.

   식(2-1)

여기서  = 공간평균속도

 = 시간평균속도

 ,  = 상관계수 및 상수

계수

참조

  
비고

 

Drake(1967) 1.026 3.042 Highway

Garber(2002) 1.035 3.666 Freeway

Wang(2000) 1.014 2.389 Freeway

Leong(2011)
1.016 1.704 2-lane highway

1.021 2.528 Multi-lane

<표 2-1> 시간-공간평균속도 상관계수 및 상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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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간-공간평균속도 관계 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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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교통류 특성에 따른 공간평균속도와 시간평균속도의 비교 연구

(박용진 1997)에서는 연속류의 불안정류와 단속류의 3차로 이하의 경우

두 평균속도의 관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도시고속도로

의 연결로 접속부의 교통 특성 분석을 위해 속도 정보로 공간평균속도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평균속도는 일정 구간 내 교통특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량 조사 및 서비스

루프검지기는 차량 진입 시 차량 도체에 의한 유도자장과 루프자장의

상호작용으로 자속의 변화와 인덕턴스의 변화가 나타나며, 인덕턴스의

변화를 주파수 함수로 변환하여 차량의 존재 여부 및 속도 등을 검지하

는 장치이다. 영상검지기는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검지기로 차량 검지

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교통변수 계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루프검지기와 함께 가장 선호되는 검지시스템이다. 자동차량

인식시스템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교통정보 산출에 필요한 구간통행시

간 및 구간통행속도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기본 조건으로

정확한 데이터인가, 일반화하기 위한 충분한 양인가, 수집이 용이한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며, 현재 및 향후 활용도가 높은가에 따라 데이터의 중

요성이 높아진다. 현재 교통분야 빅데이터는 공공부문 데이터와 차량 개

별 통행이력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교통량, 속도, 돌발

상황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며, 이 데이터는 도로의 계획과 건설, 유지관

리 및 도로행정 등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이다. 개별 통행이력 데이터는

차량별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교통 전 분야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차량 개별 통행이력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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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내용

교통량,

속도

데이터

- 자료의질/양

- 활용도

데이터

개요

- 민간 내비게이션 소통정보 데이터

란 차량 운행 시 활용되는 내비게

이션 단말기, 휴대폰을 통해 수집

되는 데이터이며, 링크 통행속도

와 이동궤적 정보를 수집함

수집기관
- 현대엠엔소프트, 팅크웨어, Tmap,

다음 등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

수집범위 - 전국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데이터

(e-TAS)

- 자료의 양

데이터

개요

-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데이터는 영

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에 장

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하여

속도, RPM, 브레이크, GNSS 등의

운행기록을 수집한 것임

수집기관 -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수집범위 - 전국 약 57만 대(2014년 기준)

자동차

등록관리

시스템

데이터

- 자료의질/양

데이터

개요

- 자동차 등록관리 시스템 데이터란

자동차 등록, 이전, 말소, 저당에

대한 자동차 등록통계에 대한 데

이터이며, 검사이력, 세금, 보험,

사고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DB

와 연계되어 있음

수집기관

-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 행정안전

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건강보험

공단 등

수집범위

- 전국 자동차 등록정보 및 관련

DB

(검사이력, 세금, 보험/사고, 압류 등)

<표 2-2> 차량 개별 통행이력 데이터 종류 (천승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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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활용한 차량 개별 통행 이력 데이터는 개별 GNSS 위치와

속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국 범위에서 상시 수집되어야 하

므로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소 낮은 자

료의 질은 GNSS 신호 오류, 장비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서, 데이터 내

에서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데이터는 제거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교통량 조사와 그에 따른 교통 빅데이터는 가공을 거쳐

서비스된다. 교통정보의 서비스는 도로의 중심선을 이용한 노드링크 도

로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노드의 생성 지점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심

선을 따라 연결한 것이 링크이다. 노드의 생성지점은 <그림 2-3>과 같

이 도로 교차점, 시·종점, 교통 통제점, 구조 변화점, 행정구역 변환점,

도로운영 변화점, 교통 진출입점 등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노드와 링크를 생성하면 각 노드의 회전정보, 링크-노드-링크로 이어지

는 도로 네트워크 정보도 구축하여야 하므로 그 위치 및 길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그림 2-3> 국가표준노드링크 선정 방법 (https://www.its.go.kr/nodelink/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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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맵 매칭(Map Matching) 기법

맵 매칭은 지점과 지점을 매칭하는 Point-to-point 알고리즘, 지점과

선을 연결하는 Point-to-curve 알고리즘, 선과 선을 매칭하는 Curve-to-

curve 방식이 있다. Point-to-point 방식은 쉽고 빠르나 오류에 민감하

고, Point-to-curve 방식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가까운 GNSS 좌표

와 버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Point-to-point 알고리즘(Bernstein 1998)은 위치정보와 가장 근접한

노드를 찾아서 매칭하는 방법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노드를 찾고 그

노드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근접한 노드를 찾는 방법으로, 근접한

링크에 노드가 없고 먼 링크의 노드가 가까울 경우 먼 링크로 매칭되는

오류가 종종 발생 한다.

Point-to-curve 알고리즘(Bernstein 1998, White 2000)은 위치정보와

링크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링크와 매칭하는 방법으로, 링크와

의 최단거리 직선과 교차되는 링크와 매칭하므로, 교차로에서 해당 링크

외에 다른 인접 링크와 매칭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Curve-to-curve 알고리즘(Bernstein 1998, White 2000)은 위치정보를

연결하는 curve에서 가장 근접한 링크에 매칭하는 방법으로, 링크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오차로 인한 잘못된 curve 생성 시

다른 링크에 매칭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4> 맵 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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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토폴로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맵 매칭 알고리즘(Quddus 2007)

은 노드 매칭을 우선으로 하여 위치 수정에 가장 가까운 노드에 연결된

링크 사이에서 올바른 링크를 식별하며, 복잡한 도시 도로 네트워크, 즉

인접한 짧은 링크가 많은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치정보

에 이상 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중될 수 있다.

Probabilistic 알고리즘(Quddus 2007)은 가장 가까운 노드에 연결된 링

크를 사용하는 대신 확률적 맵 일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모든 링크

를 위치 수정 주위의 오류 타원 내에 있는 후보 링크로 사용한다. 오차

타원의 차원은 GNSS와 관련된 오차 분산-공분산 행렬을 기반으로 선택

된다. 오류 타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타원에 실제 링크가 포함될 확률

95% 또는 99%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도로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우수하지만 복잡한 원형 교차

로, 고속도로의 합류 또는 분기 구간, 복잡한 도시 도로 네트워크에는 적

합하지 않다. 도로 간 평균 거리가 100m 미만인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에서 일정 시간의 GNSS에 의한 차량의 궤적과 일치하는 도로패턴이 많

을 경우,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맵 매칭 알고리즘은 도로 상의 위치정보를 모두 링크에 맵핑한

다는 점과 공간검색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맵 매칭

방법인 Point-to-area 알고리즘6)과 큰 차이가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차량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공간내에 매
칭하는 것으로써, 점 정보를 영역에 매칭하는 point-to-area 알고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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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NSS 기반의 교통정보 분석

GNSS 위치정보를 이용한 교통정보 분석을 위해 지리적 적용을 기반

으로 한 GNSS 데이터의 맵 매칭 외에 교통정보의 생성 또는 조사, 분

석 등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다.

GPS 센서를 이용한 개별 교통조사(Zheng 2008)로 10개월 동안 65명이

수집한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사결정트리 기반 추론 모델을 기반으

로 한 개별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이동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2-5> 그리드 확장을 통한 주행방향 결정(Zhao)

비지체 상황에서의 트럭 속도 예측 연구(Zhao 2019)에서는 GPS 데이

터를 맵핑하기 위해 <그림 2-5>와 같이 도로를 포함한 60m의 일정한

크기 그리드를 미리 생성하여 데이터를 적용하고 주변 그리드로 확대하

면서 차량의 주행방향과 도로의 방향을 일치시켰다.

인터넷 GPS 차량 기록을 사용한 교통흐름 및 속도 지역모델 데이터

생성 연구(Ibarra-Espinosa 2019)에서는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억2,400

만개의 GPS 데이터를 이용, <그림 2-6>과 같이 링크 맵핑하여 도로별

속도 집계, 누락 차선을 생성하고 일정한 그리드에 맵핑하여 교통 관련

대기질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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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GPS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 대기 정보 분석(Ibarra-Espinosa)

그리드 맵핑을 이용한 도시 교통혼잡 공간 패턴 분석(Yang 2017)에서

는 택시 GPS 데이터를 이용, <그림 2-7>과 같이 일정한 그리드로 분할

하여 노드 용량 부족, 링크 구간의 병목 현상, 고속도로 연결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혼잡패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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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그리드 맵핑을 이용한 교통혼잡 패턴 분석(Yang)

위치기반 서비스의 물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여 경로안내 서비스

(Xu 2013), GNSS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교통계획, 도시계획 지원에

활용(Hao 2015)되는 macro level, 도로 네트워크상의 여행 속도 형태 반

영(Tang 2012)을 위한 meso level, 네트워크 구조, 속성의 갱신, 주행경

로의 탐색(Min 2011)을 위한 micro level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 대상 중 하나인 micro 레벨에서의 GNSS 기반 교통정보 분석이 다

수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범위인 대용량 GNSS 기반 데이터를 이용

한 macro-meso-micro 레벨을 모두 포함하는 도로 네트워크 정보의 분

석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리드 기반의 GNSS 데이터 적용한 연구들은

모두 일정 크기의 그리드를 사전 지정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5. 이동 객체 색인 기법

자동차 등 이동 객체의 데이터는 위치의 갱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색인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공간 인덱스 접근 방법은 <그림 2-8>과 같이 크게 균등 분할(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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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position), 비중첩 분할(non-disjoint decomposition), 중첩 분할

(disjoint decomposition)로 분류되며 각각 그리드 기반, R-Tree 기반,

QuadTree 기반 인덱스에 해당된다(Singh 2017). 공간 인덱스는 특정 인

덱스가 타 인덱스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하기보다는 삽입, 삭제, 갱신,

조회 등 어떤 연산이 빈번한지 여부나 데이터의 분포 등 여러 요소에 따

라 우수성이 다르다. 트리 기반 색인 기법(Chen 2008), 그리드 기반 색

인 기법, 2차원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적 색인 기법은

MBR(Minimum Boundary Rectangle)을 사용하는 R-Tree 기반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분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속도를 포

함하는 GNSS 데이터의 색인을 이용한 선형 기반의 분석 사례는 없으

며, 이동 객체의 공간 매칭 시 색인 기법은 기존 맵 매칭 기법 대비 월

등한 속도를 나타내, 본 연구에 적용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림 2-8> 이동 객체의 색인기법 분류

지오해시(geohash)는 공간 빅데이터에서 공간정보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경위도 두 값의 좌표를 한 개의 숫자로 변환하는 기법으

로, 32진법으로 표현되는 지오 코딩방법의 제시(Niemeyer 2000), 64진법,

Hilbert 등 다양한 변형을 사용(Vukovic 2016)하고 있다.

지오해시는 공간을 그리드 형태로 분할하는 계층적 공간 데이터 구조

로서, Z-order curve, space-filling curve 등과 같은 많은 공간 분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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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하나이다. 지오해시는 정밀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코드의 끝

부분 문자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특성이 있

다. 점진적 정밀도 저감 특성의 결과, 인근한 지역은 대부분 접두어가 비

슷하다. 즉 접두어가 비슷한 부분이 많을수록 두 지점은 서로 근접한다.

<그림 2-9>와 같이, 인접한 공간을 병합하고 직사각형 그리드를 인덱싱

하여 И 에서 Z 공간 분할 순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9> 32진법 및 64진법 지오코딩 순서

지오해시 기반의 코딩과 관련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GNSS 시스템

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사용해 왔다. GNSS 기반의 개인 의견조사의 경

우 인앱 또는 프롬프트 리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검증 접근

방식과 함께 시공간 여행 데이터를 수집할 때의 정확성으로 인해 기존

설문 조사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Zhao 2015).

GNSS 기술 및 스마트폰 장치를 통한 이러한 기회, 기능 및 위치 데이

터 수집으로 인해 규칙 기반 알고리즘, 통계 방법 및 기계 학습 방법과

같은 여행 패턴 분석을 통해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Wiehe 2008, Dalumpines 2017).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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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GNSS 데이터에서 이동 활성 및 여행 패턴을 검출하기 위해 다

양한 연구에 사용되었다(Stopher 2009, Wolf 2001). 지리정보시스템의 토

지 이용 데이터, 집 및 직장, 학교 주소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사용하여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활동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GNSS 기반

여행 조사에도 활용되었다(Bohte 2009). 거리, 속도 및 가속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활동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GNSS 기반 연구도 수

행되었다(Wu 2011). 히스토리 데이터 매칭 규칙은 사용자 활동 기간, 관

심의 포인트, 사회 인구 통계 및 근무 시간, 여행 시간 데이터와 함께

GNSS 궤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사용자 활동 및 여행 패턴을 인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Pereira 2013). 또한, 방문 빈도, 가장 자주 방문한 위

치, 방문한 위치 간의 거리, 위치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순차

모델 기반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활동을 인식하기 위해

GNSS 기반 조사가 수행되었다(Zhang 2017). GNSS 궤적 외에도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시간 시공

간 정보를 분석하여 트래픽 흐름과 사용자 활동을 예측하였다(Zhao

2019).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단계를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 즉 우리나라 영역에 맞는 경위도 범위에서 소규모 지역의 대용

량 데이터 맵핑에는 과다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엽적 좌표 적

용 및 공간 세분화를 위한 분할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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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도출

1. 선행연구 시사점 검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영역 기반의 교통정보 분석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정 크기의 그리드 세분할 후 교통정보의 분포와, 교통혼잡의

패턴 분석, 공간의 연결을 통한 주행경로의 탐색 분석 등 패턴 및 성향

의 분석이 대부분 이었다.

평균속도 중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에서 도로 상의 실제

데이터 수집을 통한 경험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Garber 2002, Drake

1967, Wang 2000, Leong 2011), 차로 수가 많을수록, 평균속도가 낮을수

록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도로 교통량 조사는 루프검지기, 영상검지기 등 기존의 조사 방법 외

에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

고, 차량 개별 통행 이력 조사는 민간 내비게이션 데이터, 운행기록 분석

데이터, 자동차 등록관리 데이터를 통해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빅데이터의 제공은 노드링크 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교통 진출입점

등 일정 지점을 지정하여 노드 및 링크를 생성한 도로망도를 교통 정보

제공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 정보와 도로망도의 노드링크 간 상호 관계 결정 및 연결을 위해

맵 매칭(Bernstein 1998, White 2000, Taylor 2001)이 필요한데, 개별 차

량 이력 데이터 등의 지점 교통 정보는 노드와 링크에 맵핑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오차 등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차 보정을

위한 보완적인 알고리즘(Quddus 2003, Ochieng 2004) 등이 제시되고 있

으나 링크 맵핑이라는 공간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도로망도 기준의 개별 차량 데이터 분석은 위치 분석을 위해

GNSS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정보를 맵핑하기 위해 세분된 그

리드를 이용한 차량 이동경로 추적(Zheng 2008), 트럭 속도 예측(Zhao

2009), 속도의 지역 모델 분석, 대기질 분석(Ibarra-Espinosa 2019),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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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패턴 분석(Yang 2017) 등, 정적이며 패턴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

다.

위치기반 데이터의 신속한 지도 맵핑을 위한 색인 기법은 색인의 정밀

도에 따라 데이터의 정밀도가 결정되며, 데이터의 일정 범위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색인 기법 중 그리드 기반의 지오해시도 마찬가지로

위치기반 데이터가 속하는 영역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색인의 신속성이

매우 우수하나, 도로와 같은 선형 데이터의 색인에 사용된 사례는 없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 제시되는 최적화된 공간의 대푯값, 즉 평균값

과 관련하여,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은 같은 공간 내의 속도 동질성을 판단하기보다 시

간평균속도를 이용한 공간평균속도의 추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동질성을 가지는 하나의 공간내에 이상적인 속도 분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평균속도 관계함수로 제시된 Garber의 모형

을 기준으로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가 같을 경우 함수의 공간평균

속도 방향 대칭함수를 산출하여 속도 동질공간을 판단하는 경계함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맵 매칭 알고리즘은 도로 상의 위치정보를 모두 링크에 맵핑한다는 점

과 공간검색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맵 매칭 방법은

Point-to-area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으며, 도로의 교통정보를 분석, 서

비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 대상 중 하나인 micro 레벨에서의 GNSS 기반 교통

정보 분석이 소수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의 범위인 대용량 GNSS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macro-meso-micro 레벨을 모두 포함하는 도로 네트워

크 정보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으며, Zhao, Ibarra-Espinosa 등 그리드 기

반의 GNSS 데이터 적용은 모두 일정 크기의 그리드를 사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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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동적 최적화와 큰 차별성이 있다.

속도를 포함하는 GNSS 데이터의 색인을 이용한 선형 기반의 분석 사

례는 없었으며, 이동 객체의 공간 매칭 시 색인 기법은 기존 맵 매칭 기

법 대비 월등한 속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 적용하여 최적화가 가능하

다.

좌표 기반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아가기 위한 지오해시 알고리즘의 선

형적 표현의 기존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동적 공간의 크기 결정을 위한

분할과 도로망 대비 선형 정보의 영역 분석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큰 차

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 단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영역에 맞는 경위도 범위에서 소규

모 지역의 대용량 데이터 맵핑에는 과다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엽적 좌표 적용 및 공간 세분화를 위한 분할 규모의 축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동 객체의 위치정

보를 이용한 속도 중심의 교통 상황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동질성을 가

지는 구간과 공간의 개념을 합친 공간의 최적화라는 개념에서 볼 때, 기

존 일정하게 정해진 구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교통정보에서 시계열 상에

서 변화하는 세분화된 공간 중심의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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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론 정립

제 1 절 목적함수 및 제약함수

본 연구는 시계열 상에서 개별 차량의 속도 편차가 최소화되는 동질공

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간평균속도와 시간평

균속도의 차이인 분산평균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하며, 공간

의 분할을 결정하는 경계함수와 방위각을 이용한 상·하행선 분리를 제약

함수로 하고, 각 변수의 범위를 제약조건으로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속도 정보를 기본으로 공간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 설명변수, 제약함수

및 제약조건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상세 내용은 제2절부터 설명한다.

ㅇ 목적함수

       

 



  






 









식(3-1) 
  

                     

여기서  = 개별 차량 속도 (kph)

 = 속도 데이터 수

ㅇ 제약함수

- 평균속도 관련






식(3-2)   

  



  



 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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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4) 


 


  




식(3-5) 

  

         

여기서 SMS = 공간평균속도

TMS = 시간평균속도

 = 번째 차량의 주행거리

 = 번째 차량의 통행시간

 = 구간 길이

- 공간 분할 결정




 








≧








  



 





 





′ 



 식(3-6)
  

일 경우, 분할 종료




 

















  



 





  





′ 



 식(3-7)
  

일 경우,         식(3-8)  

여기서  = 번 분할한 코드

′ = 평균속도별 속도가 동질할 때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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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분할 코드 부여 조건




 


→  식(3-9)         




 


→  식(3-10)         




 


→  식(3-11)         




 


→  식(3-12)         

여기서     = 각각 공간의 좌측상단, 우측상단, 좌측하단, 우측하

단 모서리의 좌표

Y, X = 위도좌표, 경도좌표

- 상·하행선 분리

maxmax min  maxmin 식(3-13)   

       max = max min 일 때,         

 cos  
maxmin



 
 식(3-14)  

에서,     이면, 상행

   or    이면, 하행

max = maxmin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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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max min



 
 식(3-15) 

에서,      이면, 상행

   or     이면, 하행

여기서 max , min = 경도의 최대값/최소값

 ,  = 정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각

 ,  = 경도 최대값/최소값일 때 위도 값

max , min = 위도의 최대값/최소값

 ,  = 위도 최대값/최소값일 때 경도 값

 = 차량의 방위각

ㅇ 제약조건

-  ≧ (if, ≦),  ≧ (if  ≧ )

- ≦, 모든 데이터 동시 적용

-  ≧ , 노선 및 상·하행 분리

-  

- ≦≦

- 공간 경계와 일치하는 좌표를 가지는 데이터는 제외

목적함수 식(3-1)은 공간의 분할을 최적화하기 위한 함수로서, 시간평

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즉 공간 내에 다양한 속도

가 분포될 경우 분산평균비(
 ) 값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할한다.

해당 공간 기준으로 식(3-2)는 시간평균속도이며, 식(3-3)은 공간평균속

도, 식(3-4)는 시간평균속도의 분산평균비, 속도()는 n개의 데이터를 가

진다. 공간 분할의 결정은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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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계함수를 기준으로 한다.

동서 또는 남북 노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X축과 Y축 중 주 분포

방향을 판단하고, X축이 길다면 X축 기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점의 각도( )를 식(3-14)와 같이 계산하고, 를 기준으로 좌우 90도

내에 있는 방위각은 상행, 초과하는 방위각은 하행으로 결정한다. Y축이

길다면 Y축 기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점의 각도( )를 식(3-15)

과 같이 계산하고, 를 기준으로 좌우 90도 내에 있는 방위각은 상행,

초과하는 방위각은 하행으로 결정한다.

시간의 범위는 화물자동차의 첨두시간인 오전 09시에서 오전 10시(국

토교통부 2019)의 데이터를 적용하며, 속도 데이터 개수 n은 공간 내의

최소 데이터 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에

서 최대 9개로 정해(이영인 2002), 그 이하일 경우는 공간을 분할하지 않

도록 한다. 분할된 공간의 경우 최소 개수 미만일 경우 그 값을 버린다.

분할 횟수는 4회 (공간 크기 27.5×22.19km)까지는 최적화 과정 없이

공간을 분리하고, 평균적 고속도로 IC간 거리와 유사한 5회(공간 크기

13.75×11.09km)부터 노선별 상·하행선을 분리하여 최적화하며, 최대 공

간 분할은 3대 이상의 차량이 분포할 수 있는 차두거리를 고려하여 12회

(공간 크기 107×87m)로 한다.

화물자동차가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정차한 경우, 즉 속도가 0kph

인 경우는 제외하며, 제한속도를 20% 초과한 경우도 제외한다. 고속도로

의 진행 방향 대비 90도 이상으로 꺾이는 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방위각은 0～360도 내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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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방법

본 연구의 핵심인 동적 속도 동질공간은 하나의 공간에 포함되는 차량

각각의 위치정보를 동일 영역 내에서는 동일 코드를 가지는, 즉 모두 같

은 지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영역 내에 속하는 차량 각각의 속도가

일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간을

분할함으로써 속도의 동질성을 확보해 가는 것으로, 작은 영역과 큰 영

역 또는 점과 큰 영역의 집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3-1>과 같이 첫

번째 분할 공간(CH1)에 다른 특성을 가지는 속도정보가 있다면 다시 분

할된 공간(CH12)에서 속도의 동질성을 분석하고, 속도의 동질성이 확보

된 최종 공간(CH123)은 좌표 기반의 영역으로 표현되면서 하나의 점

(point A)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1> 동적 속도 동질공간 기본 개념

위에서 언급한 속도의 동질성 판단을 위해 한 영역 내에 다양한 속도

를 가지는 차량들이 있는지 또는 유사한 속도를 가지는 차량들만 속해

있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림 3-2>에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차량

의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두 평균속도의 관계는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개별 차량의 속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의 두 평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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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두 함수의

차이인 공간은 시간평균속도의 속도 표준편차의 제곱과 시간평균속도의

비율로 표현되며, 1번, 2번 공간이 있을 때 두 공간 각각의 시간-공간평

균속도 차이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같은 공간 내에서 속도가 동질하게 분포할 때의 차량 간 속도 편차는 평

균속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속도가 동질하게 분포할 때의 편

차를 ′로 한다. 이때, 공간 분할 결정을 위한 범위는  와 속

도 동질 함수인 ′의 사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1번,

2번 공간의 두 평균속도 차이가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속도 동질공간이

결정된다.

<그림 3-2> TMS-SMS의 차이와 동질공간 범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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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간 분할을 결정하기 위한 TMS-SMS의 값은 공간 내의 평

균속도 및 표준편차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개별 차

량들의 속도, 개별 운전 습관, 차량의 성능 등의 영향이 있는데, 이 관계

를 고려한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 모형을 Garber 등이 제

시하고 있고 이 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평균속도 값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 분포에 따른

공간 분할 결정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림 3-3>에서 점으로 표현된

것은 현장조사를 통한 여러 구간에서 TMS, SMS 관계이며 회귀분석을

통해 TMS-SMS관계 모형이 도출되었다.     모형으로부터

공간 내 모든 차량의 속도가 같은 45도 가상 직선인 SMS=TMS까지

수직 상향 거리는 분산평균비(
 )이며, 수직 하향을 동일한 분

산평균비(
 )로 하여 공간 분할함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3-3> 공간 분할함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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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시간-공간평균속도를 나타내는 Garber의 상관

관계 모형(식(3-16))을 적용하여 중심선으로 하고 시간평균속도와 공간

평균속도가 같은 함수와 Garber의 함수 거리만큼 대칭 함수를 계산하여

공간의 분할을 결정하는 함수(식(3-17))로 사용하였으며, <그림 3-4>와

같다.

     식(3-16) 

     식(3-17) 

<그림 3-4> 공간 분할함수

여기서, Garber 함수는 미국의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국내 적용 적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 3-5>와 같이,

고속도로의 평균속도별 속도 동질구간을 찾기 위해, 평균속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kph 별로 표준편차 10kph인 정규분포의 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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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여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 함수를 만들고 2배의

범위를 지정하여 공간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검색 범위를 이용해 경기지역 고속도로 전체의 속도 동질 구간을 추출

하여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를 계산하고 회귀분석한 결과 <그림

3-6>과 같이 SMS=1.032TMS-3.498의 관계함수가 도출 되어, Garber 함

수를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 분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함

을 검증하였다.

<그림 3-5> 속도 동질 구간 검색을 위한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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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우리나라 고속도로 TMS와 SMS 관계함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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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간 분할 방법

공간 분할은 기본적으로 지오해시 알고리즘을 따르며, 단계 간 기본

개수는 4진법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본토는 경도 126°와 130° 사이, 위도

34°와 38° 사이에 걸쳐 있다. 분할 단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진

법 사용하여 우리나라 형태에 맞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 분할을 적용

하고, 경·위도를 동일하게 분할한다. 공간 분할 개수는 분할 범위의 세분

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표 3-1>과 같이 1회 분할의 공간 개수를 적게

적용하며, 최대 분할 횟수는 12회로 한다.

분할

횟수

공간당 길이 (km)

16base 4base

위도 경도
면적

(km2)
위도 경도

면적

(km2)
1 110.00 88.74 9761.40 220.00 177.48 39045.60

2 27.5000 22.1850 610.0875 110.0000 88.7400 9761.40

3 6.8750 5.5463 38.1305 55.0000 44.3700 2440.35

4 1.7188 1.3866 2.3832 27.5000 22.1850 610.0875

5 0.4297 0.3466 0.1489 13.7500 11.0925 152.5219

6 0.1074 0.0867 0.0093 6.8750 5.5463 38.1305

7 0.0269 0.0217 0.0006 3.4375 2.7731 9.5326

8 1.7188 1.3866 2.3832

9 0.8594 0.6933 0.5958

10 0.4297 0.3466 0.1489

11 0.2148 0.1733 0.0372

12 0.1074 0.0867 0.0093

13 0.0537 0.0433 0.0023

14 0.0269 0.0217 0.0006

15 0.0134 0.0108 0.0001

<표 3-1> 공간 분할당 위도, 경도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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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공간을 1회에 4개로 분할한다고 할 때, <그림 3-7>에서 2번

공간의 경우 위도는 아래쪽인 ‘1’, 경도는 왼쪽인 ‘0’이며, 이진수 ‘10’은 4

진수 ‘2’가 된다.

<그림 3-7> 4진법 기반의 지오코딩 방법

[2단계] 주어진 GNSS 좌표를 12회차까지 분할하여 코드를 생성한 후

자릿수당 코드를 비교하여 사용한다.

[3단계] 좌표의 코드가 123123123123 일 경우 초기 공간은 1이며, 5회

분할 공간의 코드는 12312로, 동일 코드를 가진 좌표는 동일 공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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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2 3 …… 12

0

1

2

3

00

01

02

03

000000000000

000000000001

000000000002

000000000003

000

001

002

003

……

CH

<그림 3-8> 공간의 분할 횟수(k)에 따른 공간코드(CH) 예

이상의 분할 단계에 따라 공간 분할을 하면 분할 횟수와 동일한 자리

수의 공간코드가 생성되는데, 1회 분할할 경우 CH0, CH1, CH2, CH3의

4개 공간이 생성되고 2회 분할하면 CH00, CH01, CH02, CH03 등 16개

의 공간이 생성된다. 최종 12회 분할하면 CH000000000000, CH000000000

001, CH000000000002, CH000000000003 등 16,777,216개의 공간이 생성된

다. 분할 단계별 코드 생성의 예는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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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상·하행선의 분리 방법

위치기반의 차량별 진행 방향, 즉 방위각이 <그림 3-9>와 같은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즉 한 구간 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할 경우 상·하

행선7) 분리가 용이하나, <그림 3-10>의 왼쪽 그림과 같이 곡선부가 포

함된 도로의 경우는 일정 방위각 범위를 정해 상·하행선을 구분할 수 없

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 내에서 도로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 좌표를 찾아내고, 그 두 지점 간의 방향에 따라 남북 또는 동서 방향

의 도로 형태를 찾아낸 후, 도로의 진행 방향을 기준 방위각으로 한 상·

하행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9> 직선 도로일 경우 방위각 분포 예

7) 남북 방향 노선의 경우 북쪽 방향을 상행, 동서 방향 노선의 경우 동쪽 방향
을 상행으로 하며 그 반대방향을 하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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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상·하행선 분리 기본 개념

상·하행 데이터 분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공간 내의 전체 데이터에서 경위도 좌표 중 각각 최대값과 최

소값을 찾는다. <그림 3-11>에서 경위도 좌표(X, Y)를 가지는 데이터

중 가장 큰 X 값(Xmax)과 가장 작은 X 값(Xmin)을 찾고, 가장 큰 Y 값

(Ymax), 가장 작은 Y 값(Ymin)을 찾는다. 가장 큰 X 값일 때의 Y 값

(YXmax)을 매칭하여 그 지점의 좌표를 (Xmax, YXmax)로 하고, 같은 방식

으로 4개의 좌표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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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노선의 진행 방향 결정

[2단계] 4개의 좌표를 기준으로 X 방향의 거리(XDIST), Y 방향의 거리

(YDIST)를 계산하고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노선의 방향을 정한다. <그

림 3-11>에서 YDIST가 크다면 k번째 공간(CHk)은 남북방향 노선이라 할

수 있다.

maxmax min  maxmin

[3단계] 위도방향(Y)의 차이가 큰 경우 <그림 3-12>와 같이 (XYmax,

Ymax), (XYmin, Ymin) 간의 방위각()을 도출한다. 경도방향(X)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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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max min



 
         

<그림 3-12> 노선방향 및 방위각 결정

[4단계] 직선의 방위각에서 ±90도 범위 내에 있으면 상행, 그 외는 하

행으로 판단한다. <그림 3-13>과 같이 곡선 구간 노선일 경우라도 각각

차량의 방위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하행 방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면, 상행       

    or     이면, 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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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방위각 기준의 상·하행 결정

다만, 진행 방향의 법선과 일치하는 방향의 방위각을 가진 경우는 제

외한다. 또한, 고속도로의 진행 방향이 역방향으로 굽은 경우는 본 연구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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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상치 제거 및 공간 대푯값

최종 결정 공간에서의 개별 차량의 속도정보 이상치를 제거한 후 동질

공간의 속도 대푯값을 계산하며,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시간-공간평균

속도의 동일점으로의 수렴으로 볼 때 개별 차량의 속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평균속도로 계산한다. 이상치 제거는 연속 교통류에 적합하

여 현재 고속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절대편차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음

의 식과 같다. 중위절대편차법은 표본의 분포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

며, 비대칭성 분포를 가지는 표본에 대해 중위값을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   식(3-18)


 

   식(3-19) 


 이면 이상치로 판단( )

여기서 MAD : 중위절대편차


 : MAD 에 의한 Z값

 :  번째 속도데이터

 : 속도데이터 계열의 중앙값

 : MAD를 정규분포의 표준편차화 하는 조정계수(1.4826)

                    

본 연구에서 이상치 제거는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이전에 할 경우

각각 공간의 속도 특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 동질공간의 대

푯값 산정 시에 대해 이상치 제거를 수행하였으며, 사례는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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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횟수
공간 코드

데이터

수

중위절

대편차
TMS SMS 동질성

이상치

제거수

5 21222 774 7.4130 82.93 82.11 HOMO 18

… … … … … … … …

7 2120030 1476 7.4130 90.65 90.18 HOMO 13

… … … … … … … …

9 212232210 70 5.9304 93.30 92.68 HOMO 10

… … … … … … … …

11 21200330030 107 7.4130 80.80 79.56 HOMO 4

… … … … … … … …

12 212003300033 30 4.4478 72.13 72.01 HOMO 11

… … … … … … … …

<표 3-2> 이상치 제거 예

최종 분할된 속도 동질공간의 그룹화는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

다. 서비스수준 D 이상인 경우 안정된 흐름이라 할 수 있으며, 서비스수

준 E에서 차량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통행하며, 통행을 방해받는 요

소들이 있을 때 교통류 방해파는 상류로 전파된다. 화물차의 속도인 점

을 고려하여 80kph 이상이 자유 교통류로 가정하고,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인 78kph 이상일 경우, E인 78kph에서 71kph 인 경우, 71kph 미만

인 서비스 수준 F인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지정체 구간 안내 기준인

40kph를 적용하여, 4개의 속도 구간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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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발 모형의 적용 및 분석

제 1 절 데이터 및 분석 툴

1. 데이터 준비

본 연구는 도로의 구간(segment)이 긴 경우 차량의 속도 변화에 따른

분할 및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도시 지역 등 구간의

길이가 짧고 제한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단속류에 따른 교통 흐름의

변화가 있는 지역보다 구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제한속도가 높아

연속류의 분·합류부, 사고, 비반복적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를 대상으

로 한다. 또한, 차량 각각의 위치정보와 속도정보 등 데이터의 수집이 가

능하고 고속도로 상의 데이터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며, 지정차로 등 주

행 차로의 영향이 적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택시 DTG 데이터의 경우 도

시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승객의 탑승, 하차, 대기의 영향에 의해 임의

주정차가 발생할 수 있고, 버스 DTG의 경우도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하

며 도시 간 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등에 따른 주행 차로의 영향에 따

라 주변 교통류와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화물차 DTG 자료를

활용하였다. 화물차의 경우도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행 차로

도 우측인 경우가 많으나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도로에 고르게 분포하

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ㅇ 시간적 범위 : 2018년 4월 1일∼30일(1개월), 데이터 개수(약 223억

5천만 개), 크기(약 3.13TB), 시간간격(1초 간격)

ㅇ 공간적 범위 : 경기지역 고속도로

ㅇ 차량대수 : 277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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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DTG 데이터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속

도 동질공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차 주중 첨

두시간인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화물차

교통량은 요일별 평균 통행시간 중 화요일이 평균통행시간 339.5분, 통행

거리 165.1k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일 평균 통행시간(분) 평균 통행거리(km) 평균 통행수

월 338.0 167.3 3.4

화 339.5 165.1 3.5

수 335.9 161.6 3.4

목 334.5 163.3 3.4

금 325.3 157.5 3.4

토 241.0 114.6 2.7

일 231.4 125.1 2.3

<표 4-1> 영업용 화물차의 요일별 통행특성 비교(국토교통부, 2019)

<그림 4-1> 영업용 화물차의 주중 시간대별 통행 수(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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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DTG의 원시자료 필드 중 암호화되어 제공되는 트립키와 차대

번호는 오류 데이터의 발견 시 일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

며, 차량속도, 차량위치, GIS방위각 필드는 본 연구의 주 적용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적용 시간 필터를 위하여 ‘TIME’ 필드를 사용하였다. 원시

자료 형태 및 적용 자료는 <표 4-2>와 같다.

No 필드명 속성명 적용 비 고

1 T_KEY 트립키 ○ 암호화코드

2 CARNUM 차대번호 ○ 암호화코드

3 CAR_TYPE 자동차유형 -

4 CAR_NO 자동차 등록번호 암호화코드

5 TRANS_REG_NO
운송사업자

등록번호
-

6 DRIVER_CODE 운전자 코드 -

7 SPEED 차량속도 ○ km/h

8 RPM 엔진회전수 회/min

9 BREAK_ON 브레이크 신호 1 or 0

10 WGS84_X 차량위치 X ○
경위도좌표(WGS84)의

위도좌표(X)

11 WGS84_Y 차량위치 Y ○
경위도좌표(WGS84)의

경도좌표(Y)

12 AZIM GIS방위각 ○ 도

13 ACCEL_X 가속도Vx -

14 ACCEL_YY 가속도Vy -

15 REGION_CODE 운행지역코드 41

16 TIME 정보발생일시 ○ 18042809074000

<표 4-2> DTG 원시자료 및 적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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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DTG 데이터에는 주행 노선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

별 데이터의 추출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노드링크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리시스템의 표준노드링크를 사용하였으며, 노드링크 데이터는 <표

4-3>과 같은 필드로 구성된다. 경기도 지역 고속도로의 노드는 951개,

링크는 2,133개로, 전국 대비 노드링크 수는 <표 4-4>와 같다.

No 필드명 속성명 비 고

1 LINK_ID 링크번호 2440063100

4 LANES 차로 수 5

7 ROAD_NO 도로번호 1

8 ROAD_NAME 도로명 경부고속도로

11 CONNECT 연결로 000 / 101

12 MAX_SPD 제한속도 110

13 LENGTH 링크길이 344.77237550

<표 4-3> 경부고속도로(경기지역) 노드링크 데이터

구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노드 링크 노드 링크

전국 4,501 9,835 1,341 2,285

경기도 951 2,133 195 385

<표 4-4>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노드링크 데이터 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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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전처리

화물차 DTG 데이터에서 대상 구간과 시간 범위 내 데이터 추출 방법

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1단계] ITS 표준 노드링크 중 경부, 서해안, 서울양양, 광주원주, 영

동, 중부, 제2중부, 평택시흥, 평택제천 고속도로의 링크(코드 000)를 적

용하고, 진출입 링크(코드 101)는 제외한다.

[2단계] 링크의 차로 수별 버퍼를 주고, DTG 데이터의 좌표로 맵핑하

여 범위 내 데이터를 추출하며, 대상 시간 범위 내 데이터를 추출한다.

[3단계] 추출한 데이터 중 대상 날짜 데이터만 재추출 한다.

<그림 4-2> 링크 및 DTG 데이터 처리과정(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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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DTG 데이터 3단계 처리 예

<그림 4-2>는 링크 데이터의 처리와 DTG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단

계별로 경부고속도로의 예로 보여주며, <그림 4-3>은 1개월 동안의 5분

DTG 데이터에서 1일 5분 데이터만 추출한 사례를 보여준다. 추출한 데

이터는 고속도로 차로 당 3.5m의 버퍼를 두었으며 졸음쉼터, 휴게소 등

주정차를 고려하여 속도 데이터가 0kph인 경우와 제한속도를 20% 초과

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DTG 데이터 중 위치정보는 GPS 경위도 좌표로, 평면 직각 좌표로 변

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경위도 좌표계는 WGS84이며 이를 중부원

점(N38, E127), TM 좌표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좌표변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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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경도  투영원점 위도  투영원점 경도
타원체 장반경  편평률  타원체 단반경 

 원점축척계수
Y Y축East 원점 가산값
X X축North 원점 가산값

DTG 원시데이터는 ASCII8)로 구성되어 있고 트립키부터 정보 발생

일시까지 구분자 ‘|’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림 4-4>는 DTG

원시데이터 예이다. 위의 좌표변환 과정을 통해 기존 위·경도좌표를 평

면직각좌표로 변환한 예를 <그림 4-5>에 보여준다.

<그림 4-4> DTG 원시데이터 예 <그림 4-5> 좌표변환 예

8) 미국정보교환표준부호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
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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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적용 툴 및 환경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C++를 이용한 툴을 <그림 4-6>과

같은 UI(User Interface)로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4-5>와 같다.

<그림 4-6> 공간 최적화 분석 툴

구분
입력 파일

형태
설명 비고

Method 1 ASCII
고속도로 링크를 기준으로 버퍼를

정하여 범위 내의 DTG 데이터 추출

Method 2 CSV
1차 추출한 데이터를 고속도로

노선별로 추출

Method 3 CSV
1차 추출한 데이터를 고속도로

노선별, 차량별로 추출

차량 대수

산출

Method 4 CSV 공간 분할 조건에 따른 최적화 실행

Option
시간범위, 속도범위, 진출입로 제외,

분석 소요시간 등

<표 4-5>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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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IS 분석 툴

분석 결과는 GIS 기반의 공간으로 나타나며 고속도로 링크와 매칭한

결과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해 GIS 분석 툴로 QGIS9)를 사용하였다. 기본

UI 및 분석 화면은 <그림 4-7>과 같다. QGIS는 고속도로의 링크 추출

및 진·출입로 제외, 동질공간의 표현, 대푯값의 표출에 사용하였다.

<그림 4-7> QGIS 소프트웨어

9) QGIS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GIS 기반데이터의
표현, 관리, 편집, 분석, 시각화 기능을 포함한 무료배포 소프트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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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1. 고속도로 노선별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최적화를 위해 정립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화물

차 DTG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하였으며, 경기지역 고속도로 9개 노선

별 분석은 <그림 4-8>과 같다. 노선별 분석 결과는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의 시각적 결과, 공간의 크기와 관련 있는 분할의 횟수, 적용된 데

이터 수, 동일한 크기 공간의 개수, 대푯값인 공간평균속도를 계산하였

다.

<그림 4-8> 경기지역 고속도로 구간 전체(하행)의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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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9>와 같

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6>과 같다.

<그림 4-9> 경부고속도로 상행(좌), 하행(우) 속도 동질공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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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2 1070.00 86.82 2 1714.50 80.33

6 - - - 1 769.00 85.80

7 5 324.00 88.52 2 1157.50 88.73

8 6 354.83 89.17 6 255.17 78.80

9 5 180.80 86.61 6 260.00 84.30

10 8 91.75 83.75 13 112.77 76.58

11 10 29.44 86.78 33 56.79 82.64

12 91 32.48 56.88 107 34.36 61.69

<표 4-6> 경부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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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경부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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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127개,

170개로 분리되었으며, 38개, 55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

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10> 및 <그림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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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경부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영동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12>와 같

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7>과 같다.



- 62 -

<그림 4-12> 영동고속도로 상행(상), 하행(하)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5 1032.00 82.41 3 136.67 80.34

6 5 808.40 84.44 4 253.25 83.63

7 3 485.67 80.85 3 78.00 3.00

8 9 252.40 69.66 8 80.50 83.91

9 8 65.80 81.38 7 82.86 73.43

10 8 47.20 83.94 9 39.22 76.22

11 10 36.20 67.10 3 22.00 87.76

12 68 19.20 76.15 35 13.06 64.20

<표 4-7> 영동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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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영동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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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영동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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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116개,

72개로 분리되었으며, 32개, 10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

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13> 및 <그림 4-14>와 같다.

평택제천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15>

와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

은 <표 4-8>과 같다.

<그림 4-15>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상), 하행(하)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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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2 301 81.28 3 474.33 83.12

6 2 245 82.08 - - -

7 5 264 76.94 1 16.00 98.30

8 2 123 76.43 1 17.00 81.00

9 2 144 61.95 1 32.00 96.45

10 8 59 58.92 1 33.00 89.10

11 11 32 60.25 1 34.00 80.37

12 28 21 53.98 3 8.00 77.58

<표 4-8> 평택제천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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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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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60개, 13개로 분리되었으며, 10개, 3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16> 및 <그림 4-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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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광주원주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18>

과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

은 <표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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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광주원주고속도로 상행(상), 하행(하)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1 846.00 84.82 1 105.00 91.06

6 1 247.00 93.16 - - -

<표 4-9> 광주원주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광주원주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2

개, 1개로 분리되었으며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모두 포함되

었다.

제2중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19>와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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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좌), 하행(우)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3 368.67 83.92 2 479.00 84.19

8 - - - 2 6.00 63.93

<표 4-10> 제2중부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제2중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3

개, 4개로 분리되었으며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모두 포함되

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는 <그림 4-20>과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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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좌), 하행(우)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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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6 445.00 80.99 5 1161.80 78.39

6 1 86.00 64.16 1 307.00 76.93

7 - - - 5 114.00 70.05

8 2 104.50 83.89 1 234.00 80.76

9 2 49.00 64.49 12 167.50 63.67

10 1 27.00 93.36 4 45.25 63.91

11 2 45.00 56.04 11 38.64 60.77

12 18 24.67 41.06 20 27.45 51.18

<표 4-11> 서해안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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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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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32

개, 55개로 분리되었으며, 양방향 모두 9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

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

도와 공간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21> 및 <그림 4-2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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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을 최적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23>와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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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상), 하행(하)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2 168.50 90.23 1 10.00 65.57

6 2 190.00 91.96 1 167.00 81.20

7 - - - 2 146.00 87.99

8 1 18.00 98.19 - - -

9 - - - 1 59.00 91.90

10 - - - 1 34.50 97.28

11 2 10.00 94.62 3 14.00 92.97

12 1 9.00 91.69 3 16.33 69.61

<표 4-12> 서울양양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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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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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서울양양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 74 -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8

개, 13개로 분리되었으며, 하행 3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

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24> 및 <그림 4-25>와 같다.

평택시흥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을 최적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26>과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13>과 같다.

<그림 4-26>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좌), 하행(우)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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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1 284.00 80.19 1 1329.00 78.28

6 3 123.33 79.23 4 400.25 76.46

7 2 85.00 39.73 1 744.00 69.96

8 1 150.00 85.06 5 165.60 60.10

9 2 101.50 47.64 2 262.50 52.23

10 1 26.00 78.72 4 66.00 75.27

11 1 4.00 84.00 - - -

12 - - - 1 5.00 85.73

<표 4-13> 평택시흥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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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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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각각

10개, 24개로 분리되었으며, 하행 3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

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27> 및 <그림 4-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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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평택시흥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중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을 최적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4-29>과 같다. 공간 분할 단계에 따른 공간의 개수, 평균 데이터 수

및 대푯값은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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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중부고속도로 상행(좌), 하행(우)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중부고속도로의 동적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상행, 하행 모두 17개

로 분리되었으며, 상행 2개 공간은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범위 내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및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

속도에 대한 분포는 <그림 4-30> 및 <그림 4-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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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할

횟수

상행 하행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공간

개수

평균

데이터수

대푯값 평균

(km/h)

5 4 539.00 80.63 4 744.00 79.67

6 - - - 3 565.67 88.73

7 2 509.00 77.16 2 211.00 81.65

8 1 161.00 87.17 1 22.00 98.59

9 4 55.50 48.13 1 32.00 81.21

10 5 64.20 60.25 2 31.50 83.16

11 1 7.00 81.00 2 17.00 82.67

12 2 10.00 74.03 2 8.00 80.41

<표 4-14> 중부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분석 결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p
ac

e 
m

ea
n 

sp
ee

d 
(k

m
/h

)

Space mean speed (km/h)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

<그림 4-30> 중부고속도로 상행 결과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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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중부고속도로 하행 결과 공간 분포

이상은 경기지역 9개 고속도로에 대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

과이다. 12단계 공간 분할까지 최적화한 결과 공간 분포 그래프에서와

같이 속도 동질공간 경계함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남아 있

었다. 이를 ‘비수렴 공간’이라고 정하고 동질공간 대비 공간의 개수와 길

이는 비교하였다.

<표 4-15>와 같이, 전체 동질공간 평균 개수는 41개 이며 비수렴 공

간의 평균 개수는 10개 이었다. 비수렴 공간은 모두 12단계 분할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개수 비율보다 크기를 고려한 링크 길이 비율로 나타내야

한다. 비수렴 공간은 전체 평균 0.84km, 1.26%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

에서 4.77km, 7.51%로 가장 크게 나타나, 노선별 대부분의 공간이 속도

동질공간으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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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동질공간

개수

전체링크길이

(km)

비수렴 공간

개수 길이(km) 비율(%)

상

행

경부 127 63.47 38 3.29 5.19

영동 116 102.13 32 2.77 2.72

평택제천 60 48.81 10 0.87 1.78

광주원주 2 42.25 - - -

제2중부 3 30.48 - - -

서해안 32 63.14 9 0.78 1.24

서울양양 8 42.25 0 0.00 0.00

평택시흥 10 39.24 0 0.00 0.00

중부 17 66.42 2 0.17 0.26

평균 41 55.35 11 0.88 1.24

하

행

경부 170 63.47 55 4.77 7.51

영동 72 102.13 10 0.87 0.85

평택제천 13 48.81 3 0.26 0.53

광주원주 1 42.25 - - -

제2중부 4 30.48 - - -

서해안 55 63.14 9 0.78 1.24

서울양양 13 42.25 3 0.26 0.62

평택시흥 24 39.24 3 0.26 0.66

중부 17 66.42 0 0.00 0.00

평균 41 55.35 9 0.80 1.27

전체평균 41 55.35 10 0.84 1.26

<표 4-15> 속도 동질공간과 비수렴 공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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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의 해석

동적 속도 동질공간은 동일 시계열 상에서 유사한 속도로 분포되는 공

간으로 12단계까지 분리하는 것이나 동질공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

렴 공간이 존재하였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구간에서 주로 발생

하였는데, 경부고속도로 하행의 경우 170개 공간에서 마지막 분할 공간

중 55개, 상행의 경우 127개 공간에서 마지막 분할 공간 38개가 이에 해

당되었다. 전체 도로 구간 대비 비수렴 구간의 길이는 상·하행 각각 약

5.2%, 7.5%에 해당된다. 여기서 비수렴 구간을 추가 분할하면 동질공간

을 만들 수 있으나, 방법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공간의 크기가 과

다하게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비수렴 공간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원인

을 분석하여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4-32> 공간 내 속도분포 분석

<그림 4-32>와 같이 비수렴 공간은 차로별 속도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질공간과 속도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 최소 크기로 분할된

공간이 수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 내에 속도 차이가 크게 발행

하는 불안정 교통류, 즉 어떤 영향에 의해 실제로 차로별 속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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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최적 공간 중 비수렴 공간

인 경우를 보면 고속도로 분기점 및 인터체인지의 분·합류부 차로에서

서행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량의 영향, 즉 진행 방향으로의 속도 차

이가 아니고 차로별 속도 차이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합류부

의 DTG 데이터는 제거하였고, 연결되는 가·감속 차로에서의 감속 운행

에 의한 것으로, 데이터를 제거하기보다 차로별 영향을 받는 정보를 추

가로 줌으로써, 차로 변경 준비, 급정거 대처 등의 안전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4-33>의 공간 코드가 CH212203031111의 경우에 20∼33kph의

정체상황, 55∼69kph의 지체상황, 79kph의 정상상황이 모두 존재하였다.

이는 좌측 기흥IC에서 진입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진입 차량에 의해

주행 차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이었다. 공간코드 CH212021323203의 경우

에 5∼28kph의 정체상황과 88∼90의 정상상황이 존재하는데, 동일 구간

이 2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우측 CH212021323212 공간은 동질성을 가

지면서 좌측 공간은 비수렴 공간으로 분할된 것이다. 이 공간의 위치는

서울 요금소 인근으로 통과 차량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림 4-33> 경부고속도로 비수렴 공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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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비수렴 공간과 진출입차로 영향권 시점

<그림 4-34>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교차지점인 신갈분기

점 하행방향 구간으로,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의 영향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향의 차량은 정

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영동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으로서, 공간 코드 CH212023301030, CH212023301210은 비

수렴 공간으로 나타나며 그 공간 내에서 속도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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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동질공간과 분·합류부 영향권 종점

<그림 4-35>는 <그림 4-34>에서 연속되는 구간으로, 모두 동질공간

으로 나타나며, 순서대로 CH212023323212, CH212023323230, CH212201

101032, CH212201101210 공간 내의 속도 편차는 작고, 각각 33.77kph,

40.93kph, 67.41kph, 72.72kph의 공간평균속도를 가지며 영동고속도로 진

입차량에 의한 영향이 감소하는 지점은 CH212201101210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의 비수렴 공간은 <그림 4-36>과 같이 평택시흥고속도로

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우측 차로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후 공간에서는

구간 전체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때, 진출로 영향권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그림 4-37>과 같이 CH203332003213(비수렴

공간)에서 진행 방향 우측과 좌측의 속도 차이가 크며 CH203332003230

(동질공간)에서 전체 속도가 저하되는 모습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합류되는 차량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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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영동고속도로 비수렴 공간 예

<그림 4-37> 서해안고속도로 비수렴 공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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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의 경우 <그림 4-38>과 같이 CH212100221030(동질공간)

과 CH212100221031(비수렴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광주IC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림 4-38> 중부고속도로 비수렴 공간 예

속도 편차가 큰 최종 공간은 이러한 고속도로 분‧합류부의 영향 구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공간 내 속도 편차가 큰 구간은 분‧합류부의

영향권이 일부차로에 있고, 정상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

간 내 속도편차가 작은 경우는 분‧합류부의 영향과 교통량 등 다른 교통

요인으로 인해 정상 주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볼 때, 최종 공간 내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가 큰 경우는 비수렴 공간으로 분류하여, 더 이상 공간 분할을 하지

않고 속도의 편차가 큰, 즉 진출입 차로의 영향이나 사고 등 유고상황으

로 일부 차로의 속도 저하와 그로 인한 영향의 확산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질공간으로 분리되는 공간은 그 구간의 공간평균속도로

대푯값을 지정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후의 공간특성에 따른 영

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진·출입 차로나 유고상황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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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높은 영향권 분석을 통해 교통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속도 비수렴 공간은 불안정 교통류로 분리하고,

속도 동질공간의 평균속도별 속도 모형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은 특

정 속도 동질공간의 공간평균속도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

구에 적용한 경기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속도 동질공간 모형은 다음 <그

림 4-39>에서 <그림 4-52>와 같다.

<그림 4-39> 경부고속도로 상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40> 경부고속도로 하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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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영동고속도로 상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42> 영동고속도로 하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43>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그림 4-44>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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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서해안고속도로 상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46>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47>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그림 4-48> 중부고속도로 하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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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서울양양고속도로하행공간분할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그림 4-50>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그림 4-51> 평택시흥고속도로
하행 속도 동질공간 모형

<그림 4-52> 중부고속도로 상행 공간 분할 결과(좌) 속도 동질공간 모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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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경기지역 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모형

<그림 4-53>은 경기지역 고속도로 중 경부, 영동, 평택제천, 서해안,

서울양양, 평택시흥, 중부 7개 노선의 비수렴 공간을 제외한 속도 동질공

간을 모형을 도출한 것이다.

3. 동적 속도 동질공간 모형과 공간 분할함수 비교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결과값을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과 공간 분할함

수, Garber 모형을 비교하여 각 고속도로별 동질공간의 분할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속도로 중 광주원주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는

공간 개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표 4-16> 및 <그림 4-54>에서 <그림

4-57>과 같이 최종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

의 함수는 공간 분할함수와 비교할 때 모두 범위 내에 포함되었으며,

Garber 함수와 비교할 때 유사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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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고속도로

  

 

상행

경부 1.020 2.316

영동 1.031 3.283

평택제천 1.041 3.931

서해안 1.022 2.386

서울양양 1.030 2.980

평택시흥 1.006 0.901

중부 1.012 1.693

하행

경부 1.020 2.360

영동 1.043 4.047

평택제천 1.052 5.241

서해안 1.034 3.377

서울양양 1.016 1.717

평택시흥 1.029 3.433

중부 1.056 5.441

Garber(2002) 1.035 3.666

<표 4-16> 고속도로별 속도 동질공간 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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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중부고속도로 동질공간 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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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질공간의 선형 표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속도 동질공간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표현되지 않

고 사각형 행태로, 시각화 측면에서 선형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다음 단계를 거쳐 최종 속도 동질 구간을 표현할 수 있으며, 경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설명한다.

[1단계] 대상 고속도로 링크와 동질공간 데이터의 동일구간 데이터를

준비한다.

<그림 4-58> 대상구간의 링크데이터(좌)와 동질공간 데이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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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상 고속도로 링크와 동질공간 데이터를 동일 좌표에 맵핑하

고, 동질공간과 링크 벡터의 교차지점 추출하여 동질공간의 영역에 해당

하는 링크를 분할한다.

[3단계] 분할된 링크에 공간평균속도 값을 적용하고 분할 링크의 길이

를 계산한다.

<그림 4-59> 링크와 동질공간 중첩(좌) 및 교차점 추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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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공간 분할 결과의 선형 시각화

<그림 4-60>은 경기지역 9개 고속도로의 하행 구간에 대해 동질공간

을 선형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화 결과를 고려할 때, 기존의 노드링

크 체계는 속도의 변화점을 정확히 나눌 수 없으므로, 주행속도 서비스

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속도 변화점 중심의 새로운 개념인

‘동적 속도 동질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61>은 경부

고속도로의 하행구간에서 속도 동질공간을 링크 중첩으로 표현하였으며,

9시 30분부터 5분간의 데이터 분석값을 10분 간격으로 표현하였다. 각

동질공간의 링크 표현 결과는 선형 기반의 속도 변화 구간과 세분화된

속도 값도 표현이 가능하여 교통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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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속도 동질공간에 따른 구간 분할(9:30부터 10분 간격)



- 99 -

제 3 절 결과 검증

본 연구는 시·공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최

적화로서, 시간별 속도의 분포에 따라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며 최종 공

간은 다수의 DTG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평균속도를 대푯값으로 정한다.

결과의 해석에서 제시하였던 비수렴 공간 중 차로별 속도 차이가 원인인

공간은 제외하였다. 결과의 검증은 최종 속도 동질공간별 분산평균비를

검증하고, Garber 모형과 절대 백분율 오차, 평균 절대 오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1. 속도 동질공간 분산평균비

본 연구의 목적함수인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는 분산과

평균의 비로 산출되며 ‘0’에 가까울수록 동질공간이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7>, <표 4-18>은 분산평균비를 고속도로 방향별, 공간

분할 횟수별 평균한 것이다.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값은 서울양양고속도

로의 11단계 공간으로 0.0098kph이었으며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표준편차가 0.99kph인 것으로, 공간 내 차량 간 속도 편차가 극히 작은

것이다. 가장 큰 값은 평택시흥고속도로 하행의 12단계 공간으로

1.5620kph 이었으며,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표준편차가 12.50kph인 것

임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상행 전체 분산평균비의 평균값은 0.7512kph

이며, 하행 평균값은 0.7115kph, 상·하행 전체 평균값은 0.73kph로 1보다

작아 동질공간의 속도 동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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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할

횟수

경부 영동
평택

제천
서해안

서울

양양

평택

시흥
중부

5 0.8464 1.2413 0.1973 0.7002 0.3404 1.1022 0.9758

6 - 0.7894 0.6543 0.1079 0.1206 0.2211 -

7 0.5239 0.8887 0.8119 - - 0.8520 0.9230

8 0.3594 1.1079 1.0206 1.1656 0.0293 0.2019 0.7439

9 0.6151 0.4334 0.8196 0.0547 - 0.4885 0.3490

10 0.6378 0.6380 1.3409 0.2294 - 1.1253 1.2044

11 0.8085 1.3672 1.2325 1.4900 0.1313 0.0000 0.0000

12 1.0633 1.3146 1.5530 1.5391 0.1977 - -

<표 4-17> 고속도로별 상행 속도 동질공간 분산평균비 (km/h)

공간

분할

횟수

경부 영동
평택

제천
서해안

서울

양양

평택

시흥
중부

5 0.9072 0.4275 0.3814 1.0714 0.1297 0.8887 1.0325

6 0.7526 0.6366 0.1163 0.1200 0.9736 0.8774 0.3770

7 0.7182 0.5937 0.0124 1.0597 0.3220 1.4894 1.3646

8 1.3138 0.4717 0.0000 0.3373 - 1.0883 0.0052

9 0.9060 1.3230 0.0418 1.3851 0.2743 0.8987 0.0113

10 0.6570 0.9880 0.8744 0.5215 0.4668 0.7666 1.0855

11 0.7376 0.2566 1.2493 1.3253 0.0098 - 0.7441

12 0.9132 0.5420 1.2131 1.0976 - 1.5620 0.3905

<표 4-18> 고속도로별 하행 속도 동질공간 분산평균비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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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비교

결과 공간의 비교 검증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시간-공간평균속도 관계

함수를 제시한 Garber 모형(, 2002)과 Wang 모형

(, 2000)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과 평균 절대 백분

율 오차(MAPE ;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평균 절대 오차

(MAE ; Mean Absolute Error)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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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4-4) 

N : 최종 공간 개수

Model(n) : 공간의 최종 공간평균값

Real(n) : 함수(Garber, Wang)에 의한 공간평균값

이 값의 의미는 Garber 모형에서 제시하는 시간평균속도를 이용한 공

간평균속도의 추정값과 본 연구에서 속도 동질공간의 공간평균속도 계산

값의 차이이며, MAPE는 공간평균속도 대비 오차의 확률, MAE는 공간

평균속도 대비 오차의 값이다.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의 검증 결과, 모든 속도 동

질공간의 평균에 대한 MAPE, MAE 값은 <표 4-19>와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4038%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1.40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0.9161kph이었다.

이상의 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모형 대비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속도편차, 즉 평균속도별 속도의 동질성 모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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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별 비교 검증은 전체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다음 단계로 고속도로 노선별로 MAPE, MAE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0>에서 <표 4-26>과 같다.

구분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경부 0.2474 0.1785 0.6472 0.5255 0.3040 0.2307 0.5172 0.4028

영동 0.2654 0.1998 0.4574 0.3501 0.3060 0.2447 0.7370 0.5978

평택제천 0.3896 0.2640 0.6257 0.4494 0.5285 0.4392 0.8516 0.7183

서해안 1.1262 0.6312 1.0362 0.6675 0.5647 0.3899 0.7723 0.5411

서울양양 0.2470 0.2296 0.9905 0.9161 0.5522 0.4158 1.0838 0.8927

평택시흥 1.4038 0.7560 1.3588 0.8217 0.5319 0.3155 0.6152 0.3957

중부 0.7547 0.4470 0.9079 0.5993 0.3722 0.3103 0.6403 0.5491

<표 4-19> 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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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0>과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상행 12단계 분할

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0.8921%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0.89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상행

8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이며 0.7762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2858 0.2489 0.3644 0.3152 0.1051 0.0845 0.4307 0.3445

6 - - - - 0.1349 0.1159 0.4975 0.4247

7 0.0289 0.0256 0.7036 0.6185 0.2056 0.1828 0.4740 0.4186

8 0.1945 0.1731 0.8781 0.7762 0.5702 0.4519 0.0589 0.0464

9 0.0024 0.0021 0.6422 0.5527 0.2630 0.2223 0.3453 0.2901

10 0.0890 0.0745 0.6849 0.5697 0.4010 0.3058 0.8571 0.6508

11 0.2391 0.2080 0.4100 0.3543 0.0122 0.0101 0.5892 0.4841

12 0.8921 0.5174 0.8472 0.4916 0.7398 0.4719 0.8846 0.5634

<표 4-20> 경부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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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1>과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하행 5단계 분할

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0448%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1.04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하행

11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0.9001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5102 0.4088 0.0179 0.0143 0.5150 0.4116 1.0448 0.8307

6 0.1260 0.1065 0.4836 0.4064 0.0957 0.0799 0.6894 0.5726

7 0.1031 0.0835 0.4423 0.3560 0.2082 0.1710 0.7773 0.6348

8 0.1209 0.0902 0.2983 0.2218 0.2880 0.2409 0.8848 0.7359

9 0.3773 0.3120 0.9576 0.7874 0.3707 0.2732 0.0266 0.0195

10 0.4520 0.3424 0.8973 0.6767 0.0317 0.0242 0.4218 0.3202

11 0.0168 0.0108 0.1668 0.1066 0.3758 0.3286 1.0362 0.9001

12 0.4170 0.2445 0.3950 0.2317 0.5630 0.4282 1.0153 0.7687

<표 4-21> 영동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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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2>와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하행 8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5738%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1.57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하행

8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255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7651 0.6171 1.3102 1.0511 0.3673 0.3096 0.9757 0.8176

6 0.1487 0.1216 0.7114 0.5787 0.9229 0.7345 1.4483 1.1466

7 0.1730 0.1329 0.6391 0.4886 0.2168 0.2127 1.0280 1.0003

8 0.0856 0.0655 0.3730 0.2841 1.0366 0.8310 1.5738 1.2550

9 1.0597 0.6496 1.1275 0.6907 0.6100 0.5349 1.2759 1.1115

10 0.3681 0.2161 0.3483 0.2045 0.3995 0.3574 0.2870 0.2550

11 0.4695 0.2816 0.4933 0.2957 0.5444 0.4399 0.0037 0.0030

12 0.0471 0.0273 0.0029 0.0017 0.1304 0.0934 0.2205 0.1574

<표 4-22> 평택제천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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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

균 절대 오차는 <표 4-23>과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상행 12단계

분할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2.5001%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2.5001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상

행 9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4306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1317 0.1065 0.6776 0.5451 0.2373 0.1865 0.2624 0.2051

6 2.0823 1.3088 2.2004 1.3814 1.1163 0.8493 1.5716 1.1903

7 - - - - 0.1677 0.1173 0.4786 0.3337

8 0.5649 0.4766 0.0389 0.0326 0.6109 0.4904 1.1477 0.9163

9 2.1415 1.3521 2.2686 1.4306 0.0061 0.0039 0.1465 0.0931

10 0.1726 0.1609 0.9180 0.8493 1.4114 0.8895 1.5339 0.9655

11 0.2906 0.1624 0.1672 0.0936 0.2761 0.1673 0.3208 0.1944

12 2.5001 0.8514 0.9827 0.3397 0.6916 0.4150 0.7168 0.4301

<표 4-23> 서해안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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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4>와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하행 5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2.0854%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2.09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하행

5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3395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1727 0.1556 0.8726 0.7806 1.9225 1.2368 2.0854 1.3395

6 0.3522 0.3227 1.0765 0.9793 0.2257 0.1837 0.3273 0.2649

8 0.2030 0.1989 1.0129 0.9846 0.2884 0.2530 0.9530 0.8306

9 - - - - 0.1807 0.1657 0.9051 0.8243

10 - - - - 0.2613 0.2535 1.0592 1.0196

11 0.2315 0.2185 0.9940 0.9312 0.4343 0.4020 1.1727 1.0775

12 0.2758 0.2522 0.9967 0.9049 - - - -

<표 4-24> 서울양양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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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5>와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상행 7단계

분할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3.6352%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3.64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상행

9단계 분할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4931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3496 0.2813 0.1858 0.1487 0.0083 0.0065 0.5033 0.3920

6 0.8452 0.6641 1.3503 1.0556 0.1070 0.0817 0.5641 0.4289

7 3.6352 1.3936 2.4995 0.9689 0.4612 0.3242 0.1437 0.1007

8 0.5672 0.4798 1.1816 0.9934 0.7309 0.4361 0.7443 0.4441

9 3.2359 1.4931 2.6434 1.2268 1.7685 0.9077 1.4498 0.7464

10 0.3215 0.2539 0.1856 0.1458 0.3176 0.2383 0.7468 0.5579

11 0.8718 0.7260 1.4652 1.2130 - - - -

12 - - - - 0.3296 0.2138 0.1547 0.1002

<표 4-25> 평택시흥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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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에 대한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와 평균

절대 오차는 <표 4-26>과 같다. 가장 큰 MAPE 값은 상행 9단계 분할

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2.5772%이었다. 이는 평균속도가

100kph일 때 2.58kph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MAE 값은 상행

11단계 분할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255kph이었다.

공간

분할

횟수

상행 하행

Garber Wang Garber Wang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MAPE

(%)

MAE

(km/h)

5 0.2054 0.1660 0.3369 0.2707 0.2393 0.1911 0.2853 0.2267

6 - - - - 0.1923 0.1703 0.8691 0.7645

7 0.0132 0.0102 0.4856 0.3729 0.7346 0.6042 0.1686 0.1379

8 0.1773 0.1548 0.4776 0.4144 0.2136 0.2101 1.0284 1.0035

9 2.5772 1.2093 2.0324 0.9587 1.0101 0.8121 1.5515 1.2407

10 0.5185 0.3108 0.5412 0.3243 0.4407 0.3681 0.1494 0.1240

11 1.0366 0.8310 1.5738 1.2550 0.0031 0.0026 0.5806 0.4772

12 - - - - 0.1439 0.1237 0.4892 0.4179

<표 4-26> 중부고속도로 속도 동질공간 대푯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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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의 활용 및 민감도 분석

1. 결과 활용 방법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도로의 속도 동질공간을 최적화하고 비수렴 공

간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차로별 속도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DTG 데이터를 적용해 보았으나, 실시간 수집되는

개별 차량의 속도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정보의 실시간성, 데이터의 수

집·처리비용의 저감, 분·합류부 및 사고 영향권 분석 등 <표 4-27>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노드링크 동질공간

정보제공

시점
- 링크 통과 후 최소 5분

- 현 시점

(C-ITS/V2X 등 실시간 반영 가능)

속도정보

수집/가공

- 특정지점의 검지기에서

수집된 속도의 평균

- 교통정보 수집 장치 (검지

기 등) 운영비용 과다

- 개별차량의 대용량 속도정보

집계

- Non budget (기존 생성 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간 - 노드, 링크 기준 - 교통상황 반영, 위치(공간)기반

유고 영향권
- 구분 안 됨

- 이전 노드에서 우회 정보
- 교통상황에 따른 부분 서행 정보

분·합류부

영향권

- 구분 안 됨

- 정체 시점 추정

- 교통상황에 따른 부분 서행/차

로변경 정보

<표 4-27>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장점

특히, 분·합류부 및 사고 등 유고 영향권의 분석은 본 연구 결과를 이

용한 직접적 교통 분석 방법으로서, 사고와 분·합류부에 의한 지·정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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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지점이 <그림 4-62>와 같을 경우, 기존 노드링크 기준의 정보 제공

시에 Link A1, A2, A3로 구성된 구간에서 Link A2 범위의 속도 정보를

평균하여 제공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 방법을 적용할 경우 <그림

4-62>의 동질공간 기준인 CH1, CH2, …, CH6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CH5가 비수렴 공간일 경우, 속도 변화지점, 즉 사고 지점의 영향권의 분

석과 분·합류부의 차로별 속도 차이에 따른 영향권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62> 교통정보 제공 측면에서 동질공간 장점 및 활용

사고 및 분·합류부의 영향권과 차로별 속도 차이가 큰 정보는 자율주

행차의 주변 상황 감지 기능을 보조할 수 있고, 기상이나 기타 영향에

의한 센서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전방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제공

될 수 있으며, 반자율주행차나 비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전방 상황 발생

에 따른 실시간 속도변화 정보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류의 세분된 속도 정보는 교통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교통분석 및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효율

적 교통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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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합류부 영향권

본 연구에서 최적화하고자 한 속도 동질공간은 분·합류부의 교통량이

증가할 때 비수렴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제시한 차로별 속도 차이

에 의한 것이다. <그림 4-63>과 같이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속도 동질공

간과 동질성 판단에 따른 비수렴 공간을 비교해 보면, 서안산IC 분류부

에서 진출 차량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차로별 속도 차에 따른 비수렴 공

간과 그 영향으로 인한 상류부 정체로 나타나는 동질공간으로 볼 수 있

다.

공간

속도

영향권

해석

<그림 4-63> 분류부 영향권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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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간의 속도와 별개로 차로별 속도 차이가 큰 구간을 알 수 있으

며 운전자에게 안전 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합류부의

영향으로 실제 평균속도가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불안정

교통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사고 영향권

사고영향권 분석에 대해 실제 사고발생 사례를 검색하여 적용해 보았

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고정보를 검색하여 <그림

4-64>과 같은, 영동고속도로의 용인IC와 마성터널 사이에서 발생한 차

대 차 추돌사고의 위치와 발생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는 사고 시간대만 제공하기 때문에 10시부터 10

시55분까지의 DTG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4-64> 영동고속도로 사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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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0:25

10:35

10:45

<그림 4-65> 사고 영향권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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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림 4-65>와 같이 10시 15분에는 용인IC 분류부에서 발생

하는 지체상황이 나타났으며, 10시 35분에 사고지점 인근에 정체가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한 사고 영향권은 10시 45분에 상류부로 이

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

었는데, 10시 25분에 마성터널 인근에서의 지체 상황으로 후방 차량의

급정거에 의한 추돌사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분된 교통류의 속도 정보는 사고의 영향권뿐만 아니라

사고 시간도 추정할 수 있으며 시간별 영향권의 확장 및 교통류의 특성

의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4. 데이터 집계 시간의 민감도

이상의 분석은 5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며, 데이터 집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 약 2.4km

하행 구간의 09시 30분부터 데이터를 15분, 10분, 5분, 3분 간격으로 집

계하였다.

<표 4-28>은 15분과 5분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9시 30분부터 45분

까지 15분간 데이터를 동시 집계한 것과 35분, 40분, 45분의 5분 간격으

로 집계한 것이다. 초기 5분에는 상류부 속도 저하가 나타났으며 점차

하류부로 속도 감소가 전파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때 15분 데이터는

상류부 속도 저하와 동탄분기점에서 합류되는 지점의 속도 저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5분 데이터는 속도의 변화 구간을 설명할 수 있으며 15분

데이터는 9시 30분부터 15분간의 전반적 속도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표 4-29>는 15분과 3분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9시 30분부터 45분

까지 15분간 데이터를 동시 집계한 것과 33분, 36분, 39분, 42분, 45분의

3분 간격으로 집계한 것이다. 33분까지의 3분 데이터 집계는 상류부 속

도 감소가 나타났으며 36분까지는 하류부까지 속도 감소가 전파되며, 39

분까지는 상류부의 속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42분, 45분까지는 상



- 116 -

류부 속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상류부의 분류부 영

향에 의한 속도 저하가 교통량 감소로 회복되며, 하류부의 합류부 영향

에 의한 속도 저하도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집계

주기
15분 5분

동질

공간

및

속도

공간

개수
29 8 15 29

시간 9:30∼9:45 9:30∼9:35 9:35∼9:40 9:40∼9:45

<표 4-28> 데이터 집계 시간별 분석 결과(15,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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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주기
15분 3분

동질

공간

및

속도

공간

개수
29 10 6 11 27 27

시간 9:30∼9:45
9:30∼

9:33

9:33∼

9:36

9:36∼

9:39

9:39∼

9:42

9:42∼

9:45

<표 4-29> 데이터 집계 시간별 분석 결과(15, 3분)

<표 4-30>은 10분과 5분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9시 30분부터 40분

까지 10분간 데이터를 동시 집계한 것과 35분, 40분의 5분 간격으로 집

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5분 집계 데이터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하류부로

이어지는 속도 저하를 보여주며 10분 데이터는 같은 시간의 5분 데이터

를 합한 것과 같이 10분간의 전반적인 속도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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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은 10분과 5분 데이터를 비교한 것으로, 9시 50분부터 10시

까지 10분간 데이터를 동시 집계한 것과 50분, 55분의 5분 간격으로 집

계한 것이다. 동탄분기점 합류부의 짧은 구간에 속도 감소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원활한 속도 분포를 보여주며, 10분과 5분 집계 결과의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계

주기
10분 5분

동질

공간

및

속도

공간

개수
17 8 15

시간 9:30∼9:40 9:30∼9:35 9:35∼9:40

<표 4-30> 데이터 집계 시간별 분석 결과1(10,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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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주기
10분 5분

동질

공간

및

속도

공간

개수
29 27 29

시간 9:50∼10:00 9:50∼9:55 9:55∼10:00

<표 4-31> 데이터 집계 시간별 분석 결과2(10, 5분)

이상의 민감도 분석에서 집계 시간이 작아짐에 따라 속도 분포의 해석

을 짧은 시간 주기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속도 동질공간의

분포와 관계가 있는데, <표 4-30>의 5분 집계 결과에서 속도 동질공간

의 개수가 8개 15개로 크게 변할 경우 집계 간격을 짧게 하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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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의 5분 집계 결과에서 속도 동질공간의 개수가 27, 29개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는 집계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66>은 속도 동질공간 변화와 데이터 집계 시간의 관계로, 초

기 5분 데이터 집계 결과가 지속될 경우 10분, 15분으로 집계시간을 길

게 하며, 공간이 변화하면서 속도 변화가 나타날 경우 10분, 5분으로 집

계시간을 짧게 하고, 다시 공간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집계시간을 길

게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66> 속도 동질공간 변화에 따른 데이터 집계 시간

대상 구간에서 속도 동질공간이 일정하게 지속될 경우, 즉 속도가 원

활하거나 긴 정체가 이어지는 경우와 같이 시계열 상 속도의 변화가 둔

감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10분 이상 집계하여 적용하며, 속도 동질공간이

변할 경우, 즉 정체가 시작되거나 완화되는 경우와 같이 시계열 상의 속

도가 민감할 경우에는 5분 이하로 집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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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도 동질공간 분할함수의 민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속도 동질공간 범위를 정하기 위한 동질공간 분할

함수는 Garber의 모형을 이용하였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DTG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을 하였다.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관계에서 파라미

터 값은 도로 상황, 운전자 성향에 따라 다르며 가변적이다. 여기서 속도

동질공간 분할 경계함수의 파라미터 값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모형의 결과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속도 동질공간 분할함수는 제3장 방법론에서 제시하였듯이 Garber의

모형을 기준으로 분산평균비 만큼 확장한 범위이며, 이 함수 대비 공간

평균속도 축의 방향으로 +10% 추가한     , -10% 축

소한     함수를 속도 동질공간 기준으로 하여 비교

하였다.

<표 4-32>와 같이, 속도 동질공간 분할함수의 파라미터 값이 클수록

일부 공간에 분할 횟수는 감소하며 공간의 크기가 커져 공간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 분할 방법의 한계점인 동질 데

이터가 연속되더라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

진다는 점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같은 공간 대비 평균속도인 대푯

값은 유사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크기 및 개수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속도 동질공간의 시간평균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는 비

동질 공간일 때와 분리될 수 있으며, 그 분리 기준인 동질공간 분할함수

파라미터 변화의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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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0% - +10%

파라

메터
        

동질

공간

및

속도

공간

개수
10 8 6

<표 4-32> 동질공간 분할함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



- 123 -

제 5 장 결론 및 향후연구

제 1 절 결론

국내 2020년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4,250만대이며 자동차

수 대비 도로 연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23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당 사망자수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반복적 정

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한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충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고속도로 분·합류부에서 다른 차

량과의 간섭으로 인한 차로 변경이며, 추돌 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분·합류부에서의 정체, 전방 정체, 사고 등으로 인한 급정거가 있다. 이

러한 정체 정보 안내 중 이용자들의 경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확도와 신속성이다. 도로의 한 구간 내에서 운전자가 미리 대

비할 수 있도록 세분되고 정확도 높은 속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반복

적 정체와 높은 주행속도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 및 구간의 교통 흐름에 따라 변하는 평균속도 등 속도

정보의 분석 및 제공 공간을 공간의 순차적 분할을 통해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노드·링크의 생성지점과 관계없이, 속도의 동적

동질구간을 나타내기 위한 공간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속도 동질공

간은 선형이 아닌 공간 특징값을 이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맵핑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데이터는 GNSS 위치정보 기반의 속도 정보를 포함

하며, 고속도로 구간에 상시 분포하고 승객, 차로 등의 영향에 의한 속도

변화가 없는 화물차 DTG 데이터의 첨두 시간대를 사용하였다.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맵핑하기 위해 지오해시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나

라 기준의 국부적 범위 내에서 공간의 분할 단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

위도 각각 2개로 분할하는 4진법 기준의 분할 방법을 적용하였다. D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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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노선정보 및 방향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GNSS 위치정

보 기반의 방위각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의 도로에 대한 공간

내의 노선별 상·하행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결정

은 점과 공간의 동질화를 위해 속도정보를 이용해 시간평균속도와 공간

평균속도를 산출하고 속도 동질공간 경계함수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분

리하여 최적화하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GNSS 위치좌표를 기반으로 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은 시간평균

속도와 공간평균속도의 차이인 분산평균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 분할

함수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둘째, 12단계 분할 결과 전체 평균 41개의 속도 동질공간이 결정되었

으며, 가장 많은 속도 동질공간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 각각 127개, 170

개이었다. 여기서 속도 동질공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 나타났는

데, 전체 연장 대비 1.26%이며 경부고속도로는 상·하행 각각 5.19%,

7.51%이었다.

셋째, 공간 분할함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렴 공간은 고속도로

분기점 및 인터체인지의 분·합류부에서 서행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

량의 영향, 즉 진행 방향으로의 속도 차이가 아니고 차로별 속도 차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간 내 속도 편차가 큰 구간은 연결로 접속부의 영

향권이 일부 차로에 있으며, 그 외 차로는 정상 주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넷째, 속도 동질공간 중 평균속도가 낮을 경우, 즉 공간 내 속도편차가

작으면서 전체적 속도가 낮은 경우는 접속부의 영향과 교통량 등 다른

교통 요인의 영향을 받는 공간을 분류할 수 있었다.

다섯째, 최종 속도 동질공간별 분산평균비를 검증한 결과, 분산평균비

중 가장 작은 값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11단계 공간으로 0.0098kph이었

으며, 가장 큰 값은 평택시흥고속도로 하행의 12단계 공간으로

1.5620kph이었다. 고속도로 상행 전체 분산평균비의 평균값은 0.7512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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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하행 평균값은 0.7115kph 상행 하행 전체 평균값은 0.73kph로 속

도 동질공간의 동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Garber의 함수와 Wang 함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과 평균 절

대 백분율 오차(MAPE)와 평균 절대 오차(MAE)를 비교한 결과, 가장 큰

MAPE 값은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에서 Garber 모형과 비교한 경우로

1.4038%이었으며, 가장 큰 MAE 값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에서

Wang 모형과 비교한 0.9161kph이었다. 따라서 기존 모형 대비 본 연구

에서 도출한 평균속도별 속도의 동질성 모형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집계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

구간에서 속도 동질공간이 일정하게 지속될 경우는 속도가 원활하거나

긴 정체가 이어지는 경우로서, 시계열 상 속도의 변화가 둔감할 경우에

는 데이터를 10분 이상 집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속도 동질공간이 변할

경우는 정체가 시작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로서, 시계열 상의 속도가 민감

할 경우에는 5분 이하로 집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시간평균속도 및 공간평균속도, 동질공간 분할함수를 이용

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최적화는 신속한 처리속도와 정확한 속도 변화

구간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고속도로 상의 속

도 변화 구간의 분할, 분·합류부의 영향권과 유고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영향권의 분석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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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용방안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선형 정보로 제공되는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생성

되는 GNSS 위치좌표 기반의 속도 정보를 이용한 공간의 분할과 그에

따른 면적 단위로 제공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교통정보를 기준으로 한 지역의 분할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

로 한 지역의 분할은 공간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속도의 변화 지

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공간의 크기와 속도의 동질 구간을 기준으로 적

정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의 적용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개별 차량의 위치기반 속도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경우, 현재 시

점 기준으로 준 실시간 속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 차량의 현재 위치기반의 속도정보 분석은 기존 방식 대비

정밀도 높은 위치기반 교통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 운전자의 다양한 요구의 수렴이 가능하며, 운전자 측면에서는

운전행동의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셋째, 비수렴 공간으로 나타나며 시간평균속도가 큰 공간 기준의 영역

에서는 분·합류부의 진·출입 차량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간의

평균속도 외에 우회, 차로변경이나 서행의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속도 동질공간으로 나타나며 시간평균속도가 낮은 공간

기준의 영역에서는 분·합류부나 사고 등의 이벤트에 의해 정체 또는 지

체되는 공간으로, 동일 링크에서 세분화된 공간 속도 정보로 제공하여

급정거 방지를 위한 서행의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및 방법론을 적용한 도로 및 환경 분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도로 자동화, 기상·환경정보의 제공 및 융

합분석이 가능하다. 악기상 등 도로 기상 정보는 비자율주행차의 ADAS

센서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의 센서 오작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



- 127 -

서 미시적 도로기상 정보의 제공, 교통상황 정보의 융합 분석으로 자율

주행차의 수동전환 정보, 전방 서행, 차로변경 정보, 급정지, 추돌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기상정보의 제공의 최소 기준은 동네예보로, 노드

링크 기준의 분할 영역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의 공간 분

할은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결빙 등 도로위험구간 정보 제공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결빙 정보는 상습결빙구간 대상으로 지점 또는 길이 정보로 제공

중이나 차량 센서 데이터, 기상정보 분석, 적용 등 위치기반 결빙구간 정

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영향으로 인한 차량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좌표 기반

의 도로 구간의 신속한 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의 좌표 및 속도, 방위각 등의 정보

를 이용하여 동적 속도 동질공간을 최적화하였다. 이는 제한속도 및 주

행속도의 상대적 저하, 진출입 차로, 졸음쉼터 등에서 저속 주행 등 화물

차 주행특성에 대해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화물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와 공유차 등 승용차의 속도 정보를 수집하여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에

적용한다면 주행 특성을 일반화하여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간의 분할을 노선의 종류에 따라 경위도 방향의 길이

를 달리하고, 최종 공간의 순차적 병합 연구를 통해 도로의 선형과 유사

한 동적 속도 동질공간의 최적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의 종단 구배,

회전반경 등의 특성을 적용한 도로별 속도 동질공간 모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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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동적 속도 동질공간 결과 자료

동적 속도 동질공간 최적화에 따른 고속도로 노선별 분할횟수, 공간코

드, 상·하행 구분, 데이터 수, 중위절대편차, 시간평균속도, 공간평균속도,

동질성 판단값 및 비수렴 공간을 제시한다.

ㅇ 경부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222 UP 912 89.62 88.94 동질

5 21223 UP 1228 85.71 84.71 동질

7 2122030 UP 325 88.08 87.80 동질

7 2120031 UP 16 91.25 90.90 동질

7 2120030 UP 423 93.09 92.89 동질

7 2122033 UP 111 85.96 85.10 동질

7 2122032 UP 745 86.83 85.91 동질

8 21220312 UP 26 90.08 89.77 동질

8 21200330 UP 351 92.24 92.05 동질

8 21202130 UP 436 91.69 91.29 동질

8 21202310 UP 438 87.11 86.65 동질

8 21202112 UP 528 89.99 89.69 동질

8 21220130 UP 350 86.07 85.57 동질

9 212021323 UP 164 93.71 93.40 동질

9 212023121 UP 195 83.77 83.23 동질

9 212201122 UP 80 88.11 86.95 동질

9 212201320 UP 192 83.48 83.10 동질

9 212021101 UP 273 87.05 86.39 동질

10 2120033212 UP 100 90.57 90.23 동질

10 2120211032 UP 159 79.70 78.88 동질

10 2120231230 UP 93 79.24 78.97 동질

10 2122031020 UP 76 81.01 80.23 동질

10 2120213212 UP 92 93.95 93.81 동질

10 2122013220 UP 88 80.99 79.92 동질

10 2300101020 UP 13 79.00 77.59 동질

10 2120033232 UP 113 90.68 90.40 동질

11 21220310221 UP 5 89.00 88.75 동질

11 21200332302 UP 45 90.31 90.01 동질

11 23001001131 UP 7 82.57 81.04 동질

11 23001001110 UP 16 92.63 92.11 동질

11 23001010220 UP 27 80.26 78.61 동질

11 21220310021 UP 60 85.72 84.56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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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1 21220310003 UP 16 85.56 84.94 동질

11 21220310023 UP 51 82.06 80.65 동질

11 21200332102 UP 38 95.68 95.56 동질

11 21202132101 UP 60 92.05 91.53 동질

12 230010120120 UP 12 82.67 79.63 비수렴

12 212201121233 UP 31 39.23 35.92 동질

12 212201121232 UP 11 69.27 62.32 비수렴

12 212201121231 UP 30 51.13 42.32 비수렴

12 212003323003 UP 27 89.63 89.32 동질

12 212003323001 UP 28 85.18 84.64 동질

12 230010011332 UP 15 80.80 78.78 비수렴

12 230010011330 UP 14 81.57 79.91 비수렴

12 212201121320 UP 18 54.11 50.64 동질

12 212201121123 UP 39 52.69 41.98 비수렴

12 212201121121 UP 45 38.09 18.90 비수렴

12 230010013113 UP 14 81.00 79.05 비수렴

12 230010013111 UP 10 78.90 77.05 비수렴

12 230010013110 UP 5 95.60 95.20 동질

12 230010011123 UP 15 83.67 81.37 비수렴

12 230010011120 UP 39 53.41 28.94 비수렴

12 212201322202 UP 31 63.26 53.14 비수렴

12 212201322200 UP 34 60.21 48.97 비수렴

12 230010102232 UP 6 98.33 98.32 동질

12 212023123232 UP 63 56.52 51.23 비수렴

12 212023123230 UP 70 60.79 53.92 비수렴

12 212201121303 UP 4 34.25 27.42 비수렴

12 212201121302 UP 54 51.00 39.30 비수렴

12 212201121301 UP 49 50.18 38.10 비수렴

12 212201121103 UP 28 57.61 45.44 비수렴

12 212201121101 UP 19 24.74 24.11 동질

12 230010013131 UP 14 80.79 78.75 비수렴

12 230010102223 UP 3 99.67 99.66 동질

12 230010102221 UP 12 83.58 80.99 비수렴

12 212021103023 UP 45 67.96 67.30 동질

12 212021103021 UP 49 52.78 49.72 동질

12 230010011303 UP 12 86.67 84.49 비수렴

12 230010011301 UP 19 84.58 82.34 비수렴

12 212201322223 UP 10 77.30 77.30 동질

12 212201322221 UP 8 77.25 77.25 동질

12 212201322220 UP 12 34.92 34.61 동질

12 212023123212 UP 71 64.68 60.84 비수렴

12 212023123210 UP 37 71.89 71.62 동질

12 212203100003 UP 28 88.93 88.25 동질

12 212203100001 UP 32 74.91 68.54 비수렴

12 212021103003 UP 43 54.74 51.04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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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021103001 UP 32 71.34 70.83 동질

12 212003321002 UP 16 95.56 95.55 동질

12 212003321000 UP 31 52.74 51.64 동질

12 212203100023 UP 33 64.91 54.90 비수렴

12 212203100021 UP 38 81.53 76.88 비수렴

12 212023303212 UP 79 19.34 18.10 동질

12 212023303210 UP 88 21.13 19.51 동질

12 212023303012 UP 40 47.58 47.22 동질

12 212023303010 UP 55 57.31 54.68 동질

12 212023323010 UP 15 81.47 80.62 동질

12 212021321032 UP 31 90.48 89.66 동질

12 212021321030 UP 27 91.96 91.43 동질

12 212201123012 UP 3 42.00 41.98 동질

12 212201123010 UP 47 58.74 48.89 비수렴

12 212023301232 UP 42 51.74 50.52 동질

12 212023301230 UP 69 46.58 41.24 비수렴

12 212023301032 UP 75 49.55 46.14 동질

12 212023301030 UP 50 46.80 45.73 동질

12 212023321232 UP 22 15.41 12.70 동질

12 212023321230 UP 29 24.52 23.63 동질

12 212023321032 UP 22 42.00 41.90 동질

12 212023321030 UP 38 49.45 46.37 동질

12 212023303232 UP 72 19.81 14.36 동질

12 212023303230 UP 104 21.55 16.80 동질

12 212023303032 UP 59 31.42 30.61 동질

12 212023303030 UP 46 40.26 39.92 동질

12 212203102222 UP 26 89.62 89.29 동질

12 212203102221 UP 18 89.33 89.02 동질

12 212203102220 UP 12 39.25 23.19 비수렴

12 212201123003 UP 32 73.00 65.45 비수렴

12 212201103302 UP 29 31.38 8.17 비수렴

12 212023301212 UP 68 50.62 48.07 동질

12 212023301210 UP 60 50.75 48.78 동질

12 212023301012 UP 75 46.61 31.42 비수렴

12 212023301010 UP 58 52.88 49.04 비수렴

12 212023321212 UP 25 29.80 29.56 동질

12 212023321210 UP 21 36.67 36.56 동질

12 212023321012 UP 39 31.10 30.35 동질

12 212023321010 UP 61 33.69 22.65 비수렴

12 230010120013 UP 9 98.33 98.31 동질

12 230010120011 UP 3 99.00 98.98 동질

12 230010120010 UP 6 98.00 97.98 동질

12 212203102203 UP 17 89.24 88.95 동질

12 212203102201 UP 18 80.61 79.09 동질

12 212201123022 UP 30 69.53 59.92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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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201123021 UP 21 66.10 57.81 비수렴

12 212201123020 UP 9 98.33 98.32 동질

12 212201103323 UP 25 30.96 30.81 동질

12 212201103321 UP 10 31.30 31.18 동질

12 212201103320 UP 15 33.13 32.34 동질

5 21222 DOWN 774 82.93 82.11 동질

5 23001 DOWN 2655 79.55 78.56 동질

6 212230 DOWN 769 86.55 85.80 동질

7 2120030 DOWN 1476 90.65 90.18 동질

7 2122320 DOWN 839 88.24 87.27 동질

8 21220312 DOWN 25 57.20 54.46 동질

8 21220323 DOWN 200 80.73 79.50 동질

8 21220321 DOWN 282 83.23 81.70 동질

8 21202130 DOWN 672 84.86 84.09 동질

8 21223220 DOWN 59 92.63 92.22 동질

8 21220130 DOWN 293 82.06 80.85 동질

9 212021121 DOWN 238 80.92 79.51 동질

9 212232210 DOWN 70 93.30 92.68 동질

9 212003321 DOWN 293 85.72 84.84 동질

9 212021101 DOWN 262 85.54 84.71 동질

9 212203033 DOWN 260 80.52 79.48 동질

9 212021321 DOWN 437 85.25 84.59 동질

10 2122322120 DOWN 22 83.68 83.67 동질

10 2122030313 DOWN 133 73.82 73.54 동질

10 2122322332 DOWN 127 87.02 86.07 동질

10 2120231230 DOWN 52 96.15 96.10 동질

10 2120211232 DOWN 120 83.59 82.52 동질

10 2122031002 DOWN 192 72.47 71.10 동질

10 2120231212 DOWN 36 96.56 96.47 동질

10 2122031020 DOWN 142 81.27 80.63 동질

10 2120233230 DOWN 212 21.76 20.75 동질

10 2122013222 DOWN 234 52.32 50.04 동질

10 2120033021 DOWN 95 88.71 88.38 동질

10 2122013200 DOWN 90 72.06 71.61 동질

10 2120033001 DOWN 11 94.64 94.63 동질

11 21220132022 DOWN 44 78.91 77.25 동질

11 21223223303 DOWN 6 92.33 91.82 동질

11 21200330033 DOWN 44 91.39 91.27 동질

11 21200330000 DOWN 119 81.01 79.40 동질

11 21200330030 DOWN 107 80.80 79.56 동질

11 21200332302 DOWN 42 86.98 86.32 동질

11 21200330031 DOWN 9 92.56 92.48 동질

11 21200332320 DOWN 37 86.65 86.27 동질

11 21200330320 DOWN 2 90.00 90.00 동질

11 21220110123 DOWN 40 82.47 80.93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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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1 21202310101 DOWN 64 79.13 78.89 동질

11 21202310121 DOWN 74 79.86 79.63 동질

11 21220132200 DOWN 66 76.70 75.85 동질

11 21202312103 DOWN 23 94.22 94.14 동질

11 21202310103 DOWN 69 79.00 78.90 동질

11 21202310123 DOWN 86 81.33 81.13 동질

11 21200330231 DOWN 71 86.87 86.37 동질

11 21202310303 DOWN 74 89.15 89.01 동질

11 21202310323 DOWN 68 93.82 93.56 동질

11 21220132202 DOWN 88 64.66 63.54 동질

11 21202110302 DOWN 73 65.58 63.55 동질

11 21220310000 DOWN 116 52.66 49.23 동질

11 21202312321 DOWN 54 92.80 92.53 동질

11 21202310301 DOWN 68 84.72 84.61 동질

11 21202310321 DOWN 67 92.40 92.22 동질

11 21202132301 DOWN 38 90.03 89.90 동질

11 21202132300 DOWN 60 84.38 83.47 동질

11 21202132303 DOWN 38 90.21 89.97 동질

11 21202132323 DOWN 61 81.72 81.05 동질

11 21220110330 DOWN 30 78.70 77.02 동질

11 21223221221 DOWN 37 97.54 97.52 동질

11 21220110303 DOWN 28 76.75 74.79 동질

11 21220310220 DOWN 71 76.24 75.03 동질

12 212232230333 DOWN 4 63.75 62.28 동질

12 212232230331 DOWN 30 74.97 70.23 비수렴

12 212232230132 DOWN 14 82.43 78.96 비수렴

12 212203031113 DOWN 54 52.93 43.27 비수렴

12 212203031111 DOWN 22 47.36 36.74 비수렴

12 212232233023 DOWN 29 86.41 85.07 비수렴

12 212232233021 DOWN 41 85.80 84.35 비수렴

12 212232230103 DOWN 9 96.56 96.55 동질

12 212232230102 DOWN 17 91.53 90.20 비수렴

12 212232230100 DOWN 26 96.58 96.54 동질

12 212232231222 DOWN 28 78.04 75.60 비수렴

12 212003300033 DOWN 30 72.13 72.01 동질

12 212003300031 DOWN 12 95.83 95.81 동질

12 212003300030 DOWN 50 76.90 74.81 비수렴

12 212232230313 DOWN 22 76.09 68.35 비수렴

12 212232230312 DOWN 5 76.00 73.64 비수렴

12 212232230310 DOWN 27 83.63 81.69 비수렴

12 212003303222 DOWN 57 78.84 76.57 비수렴

12 212003303220 DOWN 21 89.90 89.79 동질

12 212003323223 DOWN 19 88.58 88.43 동질

12 212003323221 DOWN 93 77.73 76.44 동질

12 212201320202 DOWN 30 79.43 77.36 비수렴



- 140 -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201320200 DOWN 33 80.33 78.03 비수렴

12 212232233003 DOWN 28 84.25 82.39 비수렴

12 212232233002 DOWN 5 76.40 76.40 동질

12 212232233000 DOWN 29 79.76 77.19 비수렴

12 212003300012 DOWN 17 81.18 78.58 비수렴

12 212023121012 DOWN 58 71.05 62.52 비수렴

12 212023121010 DOWN 25 94.36 94.23 동질

12 212201101032 DOWN 26 71.08 67.41 비수렴

12 212201101030 DOWN 26 67.81 64.94 비수렴

12 212003323003 DOWN 25 85.72 85.35 동질

12 212003323001 DOWN 22 84.91 84.77 동질

12 212201121123 DOWN 13 56.85 56.75 동질

12 212201121121 DOWN 13 53.85 53.54 동질

12 212201101212 DOWN 15 79.40 78.63 동질

12 212201101210 DOWN 11 72.73 72.72 동질

12 212201101012 DOWN 33 68.42 64.23 비수렴

12 212201101010 DOWN 30 61.67 56.54 비수렴

12 212023123232 DOWN 27 86.22 85.94 동질

12 212023123230 DOWN 32 89.97 89.66 동질

12 212201121301 DOWN 7 86.71 86.71 동질

12 212201121103 DOWN 18 73.00 66.49 비수렴

12 212201121101 DOWN 15 75.27 71.78 비수렴

12 212021103223 DOWN 34 79.38 77.15 비수렴

12 212021103221 DOWN 34 74.41 71.48 비수렴

12 212021123023 DOWN 36 82.56 80.65 비수렴

12 212021123021 DOWN 32 79.81 77.97 비수렴

12 212003302333 DOWN 4 59.25 59.20 동질

12 212003302331 DOWN 38 43.55 42.61 동질

12 212021103203 DOWN 37 78.30 76.42 동질

12 212021103201 DOWN 32 74.72 71.79 비수렴

12 212021103003 DOWN 34 61.91 57.91 비수렴

12 212021103001 DOWN 36 73.58 71.60 동질

12 212021123003 DOWN 43 74.79 70.43 비수렴

12 212021123001 DOWN 33 78.36 76.66 동질

12 212203100023 DOWN 58 57.28 53.03 비수렴

12 212203100021 DOWN 61 51.26 43.72 비수렴

12 212023303212 DOWN 57 40.53 34.81 비수렴

12 212023303210 DOWN 71 41.39 36.19 비수렴

12 212023303012 DOWN 50 36.38 34.41 동질

12 212023303010 DOWN 51 37.39 35.44 동질

12 212023323212 DOWN 35 34.14 33.77 동질

12 212023323210 DOWN 51 28.94 28.70 동질

12 212021323212 DOWN 21 81.57 79.87 비수렴

12 212021323210 DOWN 19 87.89 87.15 동질

12 212021323203 DOWN 49 35.45 13.27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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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021323201 DOWN 46 42.39 20.01 비수렴

12 212023301232 DOWN 71 41.75 29.75 비수렴

12 212023301230 DOWN 68 23.24 9.09 비수렴

12 212023301032 DOWN 77 60.26 49.38 비수렴

12 212023301030 DOWN 71 59.89 46.72 비수렴

12 212023321232 DOWN 40 18.13 16.65 동질

12 212023321230 DOWN 37 21.22 20.28 동질

12 212023321032 DOWN 24 17.33 17.31 동질

12 212023321030 DOWN 35 21.26 20.72 동질

12 212201103013 DOWN 15 73.53 71.31 동질

12 212201103011 DOWN 18 78.50 76.27 비수렴

12 212023303232 DOWN 31 21.13 15.62 동질

12 212023303230 DOWN 58 38.57 35.47 동질

12 212023303032 DOWN 95 31.21 25.59 비수렴

12 212023303030 DOWN 102 31.02 28.08 동질

12 212023323232 DOWN 34 57.24 52.45 비수렴

12 212023323230 DOWN 27 42.15 40.93 동질

12 212003122222 DOWN 18 60.44 60.14 동질

12 212203102222 DOWN 46 57.39 54.55 동질

12 212203102221 DOWN 17 69.00 67.68 동질

12 212203102220 DOWN 24 61.38 61.07 동질

12 212021323023 DOWN 31 63.77 48.54 비수렴

12 212021323021 DOWN 36 62.06 35.47 비수렴

12 212232212322 DOWN 10 95.80 95.77 동질

12 212023301212 DOWN 84 43.92 30.50 비수렴

12 212023301210 DOWN 100 51.89 19.85 비수렴

12 212023301012 DOWN 67 57.58 39.16 비수렴

12 212023301010 DOWN 35 87.09 86.72 동질

12 212023321212 DOWN 30 15.47 14.48 동질

12 212023321210 DOWN 45 17.09 14.93 동질

12 212232212233 DOWN 17 95.88 95.85 동질

12 212232212231 DOWN 31 96.42 96.37 동질

12 212203031132 DOWN 57 60.61 56.15 비수렴

12 212203031131 DOWN 43 56.88 48.65 비수렴

12 212203031130 DOWN 17 46.59 41.26 비수렴

12 212232230123 DOWN 9 80.11 78.68 동질

12 212232230121 DOWN 17 97.18 97.15 동질

12 212201103323 DOWN 5 92.40 92.07 동질

12 212201103322 DOWN 10 72.80 70.94 동질

12 212201103320 DOWN 15 77.67 75.71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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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주원주고속도로

ㅇ 서울양양고속도로

ㅇ 서해안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211 UP 846 85.37 84.82 동질

6 213002 UP 247 93.35 93.16 동질

5 21211 DOWN 105 91.33 91.06 동질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120 UP 148 95.60 95.49 동질

5 21030 UP 189 85.54 84.97 동질

6 210312 UP 286 86.41 86.22 동질

6 210313 UP 94 97.74 97.69 동질

8 21023033 UP 18 98.22 98.19 동질

11 21023032113 UP 10 92.50 92.27 동질

11 21023032111 UP 10 97.00 96.97 동질

12 210230321121 UP 9 91.89 91.69 동질

5 21031 DOWN 10 65.70 65.57 동질

6 210230 DOWN 167 82.17 81.20 동질

7 2102310 DOWN 45 90.87 90.78 동질

7 2102312 DOWN 247 85.76 85.21 동질

9 210231122 DOWN 59 92.17 91.90 동질

10 2102311232 DOWN 24 97.29 97.28 동질

10 2102311323 DOWN 45 74.44 73.52 동질

11 21023113221 DOWN 16 83.25 83.25 동질

11 21023112332 DOWN 14 98.43 98.42 동질

11 21023112333 DOWN 12 97.25 97.23 동질

12 210231123313 DOWN 12 74.83 70.26 비수렴

12 210231132203 DOWN 18 77.50 69.38 비수렴

12 210231132202 DOWN 19 76.37 69.18 비수렴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0333 UP 433 87.11 87.04 동질

5 22110 UP 256 79.94 79.86 동질

5 20332 UP 360 78.07 77.03 동질

5 20312 UP 479 70.82 68.54 동질

5 20331 UP 695 88.16 87.83 동질

5 20330 UP 447 86.06 85.65 동질

6 203130 UP 86 64.27 64.16 동질

8 20311202 UP 58 88.47 87.75 동질

8 20311203 UP 151 81.65 80.03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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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9 203103313 UP 55 69.33 69.23 동질

9 203132013 UP 43 59.77 59.75 동질

10 2031122000 UP 27 93.59 93.36 동질

11 20310331132 UP 29 86.28 85.27 동질

11 20311201230 UP 61 28.79 26.81 동질

12 203132033030 UP 8 63.75 63.75 동질

12 203112200200 UP 8 84.13 82.37 비수렴

12 203103331202 UP 18 59.94 29.72 비수렴

12 203112200120 UP 11 78.27 72.14 비수렴

12 203103311313 UP 2 97.00 96.99 동질

12 203103311312 UP 14 95.57 95.55 동질

12 203103311311 UP 19 77.11 70.28 비수렴

12 203103331222 UP 14 73.14 61.97 비수렴

12 203103311330 UP 6 81.17 79.33 비수렴

12 203112012103 UP 47 8.28 6.41 동질

12 203112012101 UP 47 21.91 7.77 비수렴

12 203112012320 UP 28 27.64 22.58 동질

12 203112012121 UP 50 5.88 3.37 동질

12 203112010332 UP 21 24.29 15.09 비수렴

12 203112010330 UP 27 14.81 14.66 동질

12 203112010323 UP 32 14.47 6.22 비수렴

12 203112010313 UP 20 10.25 8.05 동질

12 203112010312 UP 72 4.81 2.78 동질

5 20311 DOWN 646 81.47 80.94 동질

5 22110 DOWN 923 84.40 83.56 동질

5 20313 DOWN 2811 74.03 72.43 동질

5 20331 DOWN 735 77.17 75.93 동질

5 20330 DOWN 694 80.23 79.07 동질

6 203330 DOWN 307 77.05 76.93 동질

7 2033322 DOWN 114 71.11 70.05 동질

8 20310331 DOWN 234 81.09 80.76 동질

9 203323333 DOWN 272 65.03 62.87 동질

9 203121132 DOWN 296 75.89 73.93 동질

9 203103332 DOWN 33 78.30 78.24 동질

9 203323331 DOWN 373 48.86 46.16 동질

9 203103333 DOWN 118 76.56 76.35 동질

9 203103330 DOWN 4 76.25 76.23 동질

9 203323311 DOWN 63 80.90 80.23 동질

9 203332001 DOWN 24 79.13 79.11 동질

9 203332020 DOWN 188 38.44 35.54 동질

9 203121112 DOWN 194 61.41 59.14 동질

9 203121113 DOWN 142 55.01 53.81 동질

9 203332022 DOWN 303 44.92 42.48 동질

10 2031211110 DOWN 108 72.48 70.88 동질

10 2031211300 DOWN 6 72.83 72.64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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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동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0 2031033310 DOWN 51 80.78 80.70 동질

10 2033320212 DOWN 16 31.63 31.41 동질

11 20332331310 DOWN 10 74.30 73.93 동질

11 20332331311 DOWN 21 80.52 80.43 동질

11 20333202102 DOWN 101 35.82 33.95 동질

11 20332331332 DOWN 77 50.77 47.25 동질

11 20333202101 DOWN 21 25.48 25.08 동질

11 20312113023 DOWN 88 65.13 62.54 동질

11 20312113012 DOWN 25 72.32 72.18 동질

11 20312113022 DOWN 21 63.48 60.57 동질

11 20312113021 DOWN 36 75.69 74.45 동질

11 20312111120 DOWN 14 66.57 65.12 동질

11 20312111121 DOWN 11 73.00 73.00 동질

12 203332003232 DOWN 69 24.81 20.17 동질

12 203332003231 DOWN 17 29.12 28.47 동질

12 203332003230 DOWN 53 22.15 15.44 비수렴

12 203323313302 DOWN 36 53.86 50.41 동질

12 203323313301 DOWN 6 47.83 42.06 비수렴

12 203323313300 DOWN 35 49.51 42.53 비수렴

12 203103331202 DOWN 11 79.27 79.26 동질

12 203103331200 DOWN 14 83.00 82.58 동질

12 203323313123 DOWN 35 52.91 45.79 비수렴

12 203323313121 DOWN 23 67.04 63.05 비수렴

12 203103331222 DOWN 10 78.60 78.57 동질

12 203103331220 DOWN 15 80.47 80.35 동질

12 203332021003 DOWN 60 25.82 19.74 비수렴

12 203332021001 DOWN 37 21.57 19.72 동질

12 203121130103 DOWN 12 79.25 78.76 동질

12 203121130102 DOWN 4 78.75 78.34 동질

12 203121130101 DOWN 31 67.23 62.50 비수렴

12 203121111223 DOWN 13 68.08 68.07 동질

12 203121111221 DOWN 23 55.39 45.70 비수렴

12 203332003213 DOWN 45 37.02 22.14 비수렴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231 UP 2780 81.36 80.39 동질

5 21212 UP 289 85.69 84.43 동질

5 21221 UP 548 79.88 78.87 동질

5 21321 UP 199 84.73 83.91 동질

5 20312 UP 1344 73.13 70.98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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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6 213200 UP 1563 88.37 87.45 동질

6 212300 UP 1249 83.05 81.90 동질

6 212022 UP 874 81.71 80.94 동질

6 213032 UP 98 96.57 96.52 동질

6 212020 UP 258 76.46 75.39 동질

7 2132011 UP 403 86.36 85.52 동질

7 2120320 UP 941 79.36 78.29 동질

7 2123010 UP 113 79.48 78.73 동질

8 20313023 UP 369 80.25 79.19 동질

8 21203322 UP 248 83.19 81.89 동질

8 21320101 UP 158 77.92 76.64 동질

8 21320103 UP 130 83.12 82.43 동질

8 20313031 UP 357 30.60 28.15 동질

8 21202303 UP 184 79.43 78.47 동질

8 21203320 UP 32 77.50 76.46 동질

8 20313022 UP 83 84.08 83.63 동질

8 20301331 UP 164 84.91 84.17 동질

9 212033230 UP 81 84.59 83.23 동질

9 212023021 UP 96 86.73 86.61 동질

9 212032123 UP 20 90.60 90.56 동질

9 203130203 UP 84 81.67 81.46 동질

9 203131231 UP 48 65.77 65.05 동질

9 213201002 UP 158 91.34 91.07 동질

9 212023131 UP 134 86.25 85.51 동질

9 212301113 UP 53 80.62 80.61 동질

10 2120321220 UP 90 82.28 81.43 동질

10 2120332331 UP 41 83.07 82.30 동질

10 2120231303 UP 47 88.15 87.82 동질

10 2123011121 UP 27 82.48 82.46 동질

10 2031313333 UP 31 85.77 85.70 동질

10 2031303202 UP 111 63.88 62.56 동질

10 2031312022 UP 107 45.81 44.28 동질

10 2120230200 UP 65 82.40 82.20 동질

11 21203323303 UP 43 82.91 81.64 동질

11 20310222123 UP 17 69.41 67.92 동질

11 20313033000 UP 42 37.81 33.90 동질

11 20313032030 UP 57 68.44 66.65 동질

11 21203212213 UP 22 86.09 85.37 동질

11 20313032112 UP 132 32.75 31.57 동질

11 21202302010 UP 25 86.16 86.02 동질

11 20313120322 UP 50 26.58 25.52 동질

11 21230111022 UP 30 81.97 80.90 동질

11 21203332233 UP 40 81.60 80.55 동질

12 212301112011 UP 14 80.64 79.30 동질

12 212033233021 UP 30 73.63 68.77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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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033233020 UP 8 82.00 79.26 비수렴

12 212033233311 UP 23 77.39 74.92 비수렴

12 212033233310 UP 21 80.29 78.49 비수렴

12 203131202333 UP 46 20.33 16.38 동질

12 203131202332 UP 38 25.05 22.98 동질

12 212033233301 UP 4 86.75 85.24 비수렴

12 212033233002 UP 8 86.00 86.00 동질

12 203131332011 UP 98 27.23 15.17 비수렴

12 203131202323 UP 49 29.53 21.97 비수렴

12 203131202322 UP 39 39.05 35.91 동질

12 203102221202 UP 11 71.18 68.35 비수렴

12 203102220033 UP 4 77.50 74.75 비수렴

12 203130330021 UP 20 36.80 35.29 동질

12 203130330020 UP 70 34.81 27.35 비수렴

12 212023130220 UP 23 41.22 21.59 비수렴

12 212023020131 UP 4 78.00 77.92 동질

12 203130321211 UP 42 32.45 29.79 동질

12 203130321210 UP 42 46.52 40.74 비수렴

12 203102221221 UP 25 67.52 64.38 비수렴

12 203102221220 UP 16 64.31 60.83 비수렴

12 203130330101 UP 48 37.23 32.36 비수렴

12 203130330100 UP 48 34.33 32.21 동질

12 203130321201 UP 37 46.05 41.19 비수렴

12 203130321200 UP 28 38.79 38.40 동질

12 203102220313 UP 11 77.18 74.22 비수렴

12 203130320312 UP 19 64.37 62.07 동질

12 203130320311 UP 31 44.45 43.39 동질

12 203130320310 UP 12 46.42 45.78 동질

12 212023020113 UP 5 84.80 84.68 동질

12 212023020112 UP 12 85.50 85.39 동질

12 203130330110 UP 45 32.11 27.49 동질

12 203130330013 UP 54 35.76 35.08 동질

12 203130330012 UP 66 30.70 26.48 동질

12 203130321132 UP 42 31.67 22.13 비수렴

12 203130321131 UP 56 35.64 33.53 동질

12 203130321130 UP 25 37.20 32.62 동질

12 203130321033 UP 20 31.80 30.63 동질

12 212032122121 UP 10 90.70 90.70 동질

12 212032122120 UP 11 91.09 91.08 동질

12 212033322212 UP 16 82.56 79.96 비수렴

12 212033322203 UP 19 80.37 76.64 비수렴

12 212033322202 UP 13 77.92 73.89 비수렴

12 212033322200 UP 5 87.60 87.30 동질

12 212301110232 UP 14 83.14 82.01 동질

12 212033232101 UP 17 85.47 84.53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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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033232100 UP 17 90.00 89.74 동질

12 212033322231 UP 20 80.05 77.41 비수렴

12 213201003313 UP 23 70.91 68.99 동질

12 213201003311 UP 12 76.33 73.38 비수렴

12 213201003310 UP 40 73.22 70.09 비수렴

12 212033232113 UP 17 87.06 86.88 동질

12 212033232112 UP 22 72.73 68.03 비수렴

12 212033232110 UP 3 88.33 88.27 동질

12 212033232011 UP 8 84.50 81.94 비수렴

12 212033322323 UP 7 84.71 84.60 동질

12 212033322321 UP 9 76.89 73.72 비수렴

12 212033322320 UP 19 77.21 73.84 비수렴

12 203013331113 UP 5 35.00 34.24 동질

12 213201003301 UP 36 71.97 68.33 비수렴

12 213201003300 UP 21 58.33 56.09 동질

12 213201003033 UP 37 60.51 52.94 비수렴

12 213201003032 UP 46 60.37 49.14 비수렴

12 203131221010 UP 9 33.00 32.99 동질

12 213201003122 UP 9 91.67 91.44 동질

12 213201003023 UP 34 67.71 49.92 비수렴

12 213201003022 UP 21 89.90 89.57 동질

5 21212 DOWN 222 88.41 87.67 동질

5 21320 DOWN 135 82.25 82.24 동질

5 20310 DOWN 53 71.64 71.11 동질

6 212023 DOWN 629 84.72 83.74 동질

6 212032 DOWN 197 90.65 89.88 동질

6 212020 DOWN 164 76.15 75.85 동질

6 203130 DOWN 23 85.57 85.07 동질

7 2031312 DOWN 77 89.66 89.18 동질

7 2120220 DOWN 134 81.93 80.70 동질

7 2120333 DOWN 23 77.09 77.03 동질

8 21203322 DOWN 37 100.00 100.00 동질

8 20313132 DOWN 65 78.74 78.65 동질

8 21231100 DOWN 97 91.77 91.04 동질

8 21230000 DOWN 64 96.08 96.05 동질

8 21202213 DOWN 16 88.00 88.00 동질

8 21230011 DOWN 75 80.77 80.70 동질

8 21202210 DOWN 246 74.96 74.49 동질

8 20312003 DOWN 44 64.73 62.34 동질

9 203120010 DOWN 66 77.64 76.27 동질

9 203131333 DOWN 48 80.88 80.64 동질

9 203120120 DOWN 50 75.54 73.90 동질

9 212301001 DOWN 55 83.67 82.78 동질

9 212022112 DOWN 68 87.32 87.32 동질

9 203121023 DOWN 247 19.52 14.42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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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9 212310103 DOWN 46 98.67 98.66 동질

10 2123010002 DOWN 12 85.75 85.46 동질

10 2123010001 DOWN 48 81.13 80.40 동질

10 2123000100 DOWN 28 92.39 92.38 동질

10 2120221133 DOWN 10 88.10 88.09 동질

10 2123001021 DOWN 48 80.21 79.07 동질

10 2031211233 DOWN 15 51.20 49.45 동질

10 2123111113 DOWN 21 98.62 98.60 동질

10 2123101132 DOWN 12 96.92 96.90 동질

10 2031210221 DOWN 159 20.55 15.61 동질

11 21230010201 DOWN 36 83.83 83.14 동질

11 21230001012 DOWN 26 90.23 90.15 동질

11 21230010203 DOWN 4 90.00 90.00 동질

12 212300011203 DOWN 12 85.67 85.60 동질

12 212300011201 DOWN 6 81.83 81.48 동질

12 212300011200 DOWN 17 84.59 84.35 동질

12 203120133103 DOWN 34 16.59 10.65 동질

12 203120133102 DOWN 29 40.76 31.90 비수렴

12 212311100220 DOWN 7 99.29 99.28 동질

12 212300011212 DOWN 21 81.67 81.34 동질

12 203120133113 DOWN 30 30.90 24.05 비수렴

12 203120133112 DOWN 28 36.64 31.42 비수렴

12 203120133013 DOWN 15 51.27 43.01 비수렴

12 203120133011 DOWN 11 50.27 43.75 비수렴

12 203120133010 DOWN 14 70.00 69.91 동질

12 212311100311 DOWN 8 69.88 58.74 비수렴

12 212311100310 DOWN 5 96.80 96.77 동질

12 212311100303 DOWN 3 96.67 96.66 동질

12 212311100302 DOWN 6 97.00 97.00 동질

12 212311100301 DOWN 6 69.50 57.81 비수렴

12 203121022003 DOWN 21 28.81 18.39 비수렴

12 203121022002 DOWN 28 9.75 7.68 동질

12 212022113233 DOWN 14 91.00 90.84 동질

12 212022113232 DOWN 9 87.78 87.77 동질

12 212022113223 DOWN 20 53.40 8.79 비수렴

12 212022113220 DOWN 2 88.00 88.00 동질

12 212311111201 DOWN 9 33.67 32.62 동질

12 212311111211 DOWN 6 100.00 100.00 동질

12 212311111210 DOWN 4 30.25 29.65 동질

12 212300010311 DOWN 14 86.79 86.63 동질

12 212300010310 DOWN 13 89.62 89.49 동질

12 212310113323 DOWN 5 99.40 99.40 동질

12 212310113322 DOWN 7 99.00 99.00 동질

12 212301000032 DOWN 10 83.80 83.08 동질

12 212301000031 DOWN 12 82.17 81.12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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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2중부고속도로

ㅇ 중부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2 212300010132 DOWN 5 88.60 88.45 동질

12 212300103121 DOWN 6 45.67 45.25 동질

12 203121122033 DOWN 20 26.95 17.07 비수렴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213 UP 172 85.62 85.61 동질

5 21212 UP 413 84.73 84.17 동질

5 21210 UP 521 82.21 81.98 동질

5 21201 DOWN 130 81.18 80.81 동질

5 21210 DOWN 828 88.79 88.32 동질

8 21212102 DOWN 6 62.00 61.72 동질

8 21213221 DOWN 6 63.67 63.40 동질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1231 UP 1348 87.52 86.80 동질

5 21233 UP 161 87.55 87.54 동질

5 21213 UP 79 74.51 72.73 동질

5 21212 UP 568 76.85 75.44 동질

7 2102332 UP 545 77.85 77.00 동질

7 2102330 UP 473 78.31 77.32 동질

8 21210023 UP 161 87.91 87.17 동질

9 212100220 UP 30 25.17 24.55 동질

9 210233300 UP 45 80.84 80.77 동질

10 2102333023 UP 16 41.94 41.60 동질

10 2102333022 UP 131 47.56 45.61 동질

10 2102333020 UP 82 73.40 72.97 동질

10 2102333203 UP 21 88.05 87.45 동질

10 2102333201 UP 71 56.31 53.60 동질

11 21210022100 UP 7 81.00 81.00 동질

12 212100221031 UP 12 74.92 64.18 비수렴

12 212100221030 UP 8 85.88 83.89 비수렴

5 21201 DOWN 647 78.50 77.32 동질

5 21233 DOWN 516 89.97 89.75 동질

5 21212 DOWN 1021 84.09 83.29 동질

5 21023 DOWN 792 70.26 68.32 동질

6 212102 DOWN 667 86.66 86.17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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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택시흥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6 212311 DOWN 136 90.88 90.78 동질

6 212313 DOWN 894 89.77 89.23 동질

7 2121323 DOWN 173 88.18 87.27 동질

7 2121320 DOWN 249 77.86 76.04 동질

8 21213223 DOWN 22 98.59 98.59 동질

9 212132213 DOWN 32 81.22 81.21 동질

10 2121322103 DOWN 12 89.67 89.24 동질

10 2121322102 DOWN 51 78.82 77.08 동질

11 21210020020 DOWN 16 85.38 84.62 동질

11 21210020202 DOWN 18 81.44 80.71 동질

12 212100200220 DOWN 10 86.60 85.84 동질

12 212310110230 DOWN 6 75.00 74.98 동질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0333 UP 284 81.29 80.19 동질

6 203323 UP 122 82.27 81.86 동질

6 203300 UP 220 83.30 83.06 동질

6 203122 UP 28 72.79 72.78 동질

7 2031200 UP 66 68.24 67.21 동질

7 2033021 UP 104 12.92 12.25 동질

8 20330233 UP 150 85.27 85.06 동질

9 203302310 UP 145 11.70 10.81 동질

9 203302313 UP 58 84.55 84.46 동질

10 2031202021 UP 26 79.85 78.72 동질

11 20332100301 UP 4 84.00 84.00 동질

5 20332 DOWN 1329 79.17 78.28 동질

6 203033 DOWN 447 74.25 72.10 동질

6 203300 DOWN 980 82.93 82.54 동질

6 203303 DOWN 2 79.00 79.00 동질

6 203122 DOWN 172 73.18 72.22 동질

7 2033023 DOWN 744 71.45 69.96 동질

8 20330213 DOWN 165 84.05 83.87 동질

8 20303133 DOWN 202 51.32 49.25 동질

8 20303131 DOWN 204 15.03 12.18 동질

8 20312022 DOWN 99 67.01 66.85 동질

8 20330210 DOWN 158 88.53 88.35 동질

9 203302013 DOWN 20 90.00 89.99 동질

9 203120202 DOWN 505 16.26 14.47 동질

10 2033021213 DOWN 108 75.71 74.24 동질

10 2031202012 DOWN 39 51.62 50.19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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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택제천고속도로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0 2033020113 DOWN 82 89.09 88.98 동질

10 2033020111 DOWN 35 87.71 87.66 동질

12 203302011031 DOWN 10 65.10 54.81 비수렴

12 203302011013 DOWN 28 80.07 78.62 동질

12 203302011011 DOWN 8 85.00 84.98 동질

12 203302011010 DOWN 11 79.45 78.49 동질

12 203120030032 DOWN 8 75.50 63.81 비수렴

12 203120200332 DOWN 41 20.37 16.56 동질

12 203332003101 DOWN 5 73.00 69.64 비수렴

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5 23011 UP 41 89.00 89.00 동질

5 21222 UP 561 73.94 73.55 동질

6 212233 UP 241 76.88 75.72 동질

6 230101 UP 251 88.26 88.12 동질

7 2033320 UP 209 82.44 81.80 동질

7 2300111 UP 274 76.30 75.13 동질

7 2301001 UP 107 77.18 77.02 동질

7 2122320 UP 373 75.89 74.91 동질

7 2033333 UP 356 76.93 75.82 동질

8 23001100 UP 38 80.53 79.99 동질

8 20333303 UP 208 74.38 72.88 동질

9 203332113 UP 141 46.86 46.19 동질

9 212232330 UP 147 78.67 77.71 동질

10 2122321222 UP 98 75.62 73.74 동질

10 2122321220 UP 30 78.17 77.03 동질

10 2300110102 UP 3 69.00 69.00 동질

10 2033321123 UP 77 43.44 42.41 동질

10 2033321122 UP 119 23.72 19.10 동질

10 2033321023 UP 57 48.77 47.02 동질

10 2033330211 UP 33 71.06 70.86 동질

10 2122323313 UP 53 72.26 72.16 동질

11 23001101000 UP 19 79.95 79.09 동질

11 23001101030 UP 45 80.24 79.45 동질

11 23001101031 UP 28 77.39 76.50 동질

11 20333302010 UP 6 25.83 25.74 동질

11 23001101002 UP 20 79.40 78.47 동질

11 20333210333 UP 79 15.66 10.28 동질

11 23001101123 UP 22 81.86 80.83 동질

11 20333302101 UP 32 75.25 73.77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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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공간코드 상하행 데이터 수 TMS SMS 공간특성

11 20333210332 UP 37 35.14 34.74 동질

11 21223233120 UP 11 80.36 79.86 동질

11 20333300222 UP 53 45.23 44.02 동질

12 203333020111 UP 38 31.26 25.78 비수렴

12 203333020110 UP 34 27.91 26.94 동질

12 230011010331 UP 9 80.44 79.94 동질

12 230011010030 UP 5 67.80 67.65 동질

12 203333021003 UP 15 69.87 67.67 동질

12 203333021000 UP 24 56.29 52.91 동질

12 230011011223 UP 7 73.57 69.35 비수렴

12 230011011221 UP 7 83.00 82.57 동질

12 230011011220 UP 14 76.57 74.28 비수렴

12 203332103221 UP 17 31.76 24.83 비수렴

12 203332103220 UP 19 38.47 28.42 비수렴

12 230100022023 UP 11 61.36 57.00 비수렴

12 212232331211 UP 21 75.14 74.28 동질

12 212232331210 UP 19 75.42 74.99 동질

12 212232122320 UP 11 63.91 60.49 비수렴

12 212232331023 UP 11 78.91 77.95 동질

12 212232331022 UP 10 70.70 70.68 동질

12 203333002233 UP 31 37.77 34.87 동질

12 203333002232 UP 34 37.41 30.35 비수렴

12 212232122302 UP 19 68.63 65.93 비수렴

12 203333002323 UP 44 24.64 20.39 동질

12 203333002322 UP 43 25.93 21.61 동질

12 203333122223 UP 9 64.00 62.38 동질

12 203332102203 UP 35 57.40 46.80 비수렴

12 203332102202 UP 16 74.31 71.41 비수렴

12 203332102200 UP 7 76.29 75.57 동질

12 203332102213 UP 22 39.32 38.20 동질

12 203332102212 UP 44 42.00 28.30 비수렴

5 23010 DOWN 24 89.13 89.11 동질

5 20333 DOWN 904 80.87 80.13 동질

6 212232 DOWN 345 80.43 80.32 동질

7 2122223 DOWN 16 98.31 98.30 동질

8 21222312 DOWN 17 81.00 81.00 동질

9 212233220 DOWN 10 80.00 80.00 동질

9 212223133 DOWN 32 96.53 96.45 동질

10 2122231323 DOWN 33 89.97 89.10 동질

11 21222313221 DOWN 34 81.62 80.37 동질

12 212223132203 DOWN 7 82.14 79.63 비수렴

12 212223132201 DOWN 8 72.75 71.54 동질

12 212223132200 DOWN 10 83.90 81.57 비수렴

12 212233222102 DOWN 10 65.50 37.31 비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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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vision Optimization of Dynamic

Homogeneous Speed Spaces Using

Location Based Vehicle Data

Chong, Kyusoo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oad extension compared to the number of automobiles

registered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s about 230,000, and due to non-recurring

congestion and high driving speed, the number of deaths per traffic

accident on freeways is more than twice compared to other roads.

One of the main causes of side impact collisions in traffic accidents

is the change of lanes due to interference with other vehicles in

areas where freeway roads merge and diverge, and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collision is sudden stops due to conges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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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 in those areas. Among these traffic congestion information

guid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users to choose their routes

are accuracy and quickness. Providing detailed and highly accurate

speed information can reduce accidents caused by non-recurring

congestion or high driving speed.

Currently, traffic information is provided based on nodes and links

using the centerline of the road, but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speed information. Recently, installing sensors for vehicles to monitor

obstacles and measure location is becoming common not only for

autonomous vehicles but also for ordinary vehicles as well. The

analysis using large-capacity location-based data from such sensors

enables real time service according to processing speed.

This study presents an optimization method of space to represent

dynamic homogeneous spaces of vehicle speed, regardless of

nodes-links locations. The vehicle directions by route are separated

using azimuth data based on GNSS location information, and time

mean speed and space mean speed were used to determine

homogeneous space of vehicle speed through gradual separation of

space. The processing speed of large-capacity data was increased by

using Geohash, which applied a quaternary basis segmentation

method that splits into two directions of longitude and latitude

respectively.

The 12-step segmentation resulted in the overall average of 41

homogeneous speed spaces being determined, and the largest number

of homogeneous speed spaces on the both directions of Gyeongbu

Expressway was 127 and 170, respectively. Space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range of homogeneous speed space appeared here,

which is 1.26% compared to the total extension, and the north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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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uthbound of Gyeongbu Expressway was 5.19% and 7.51%,

respectively. These non-convergence spaces were analyzed by the

influence of vehicles entering or exiting slowly from the merging and

diverging area of freeway junctions and interchanges. In other words,

these were analyzed by the difference of speed by lane, not by

driving direction.

The results were verified using variance mean ratio by final

homogeneous speed spaces and compared with Garber model using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and Mean Absolute Error

(MAE). The smallest value among variance mean ratios was 0.0098

kph in the 11-step space of Seoul Yangyang Expressway, and the

biggest value was 1.5620 kph in the 12th-step space of Pyeongtaek

Siheung Expressway. The average value of the total variance mean

ratio in the northbound was 0.7512 kph, and the average value in the

southbound was 0.7115 kph. The overall average value in the

northbound and southbound was 0.73 kph, which can be said to be

high homogeneity in homogeneous speed spaces. As a comparative

verification method of the resulting space, the calculated values based

on Garber model and Wang model, which presented the time-space

mean speed related function of the freeway, and MAPE and MAE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12-step segmentation, the largest

MAPE value was 1.4038%, which was in the case compared to

Garber model on northbound of Pyeongtaek Siheung Expressway.

And the largest MAE value was 0.9161 kph, which was compared to

Wang Model on the northbound of Seoul Yangyang Expresswa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bove verification, the homogeneity

model of speed by mean speed derived from this study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 can be said to be very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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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sensitivity of the aggregation time of the data

reveals that a constant homogeneous speed spaces in the target

section is a case of free speed or long-term congestion. Data can be

aggregated and applied for more than 10 minutes if the change of

speed on the time series is insensitive. If the homogeneous speed

spaces change, congestion begins or eases. If the speed on the time

series is sensitive, it can be said that it is appropriate to aggregate

and apply it in less than 5 minutes.

If the location-based speed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vehicles

are collected in real time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provide real-time speed information, location-based traffic information

with high precision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s, and speed

space information subdivided from the same link due to the influence

of entering and exiting vehicles and accidents in areas where roads

merge and diverge.

In addition, it can be used in automating vehicles-road for

autonomous driving, providing weather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viding micro-road weather information, manual conversion

inform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riving forward slowly, lane

change information, sudden stop, and preventing collision.

It is expected that the driving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ized if

velocity inform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shared cars is

collected and applied to optimization of homogeneous speed space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segmentation of space varies in the length

of longitude and latitude direction according to the kind of route and

it is expected to optimize dynamic homogeneous speed spaces similar

to the linearity of roads through a sequential merge study of the final

spac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model of hom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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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spaces on each roads can be analyzed by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longitudinal slope, curve radius of road,

drivers' behavior, and performance of vehicles.

keywords : Homogeneous speed space, Dynamic space division,

Time-space mean speed, Direction Classification,

Merge-diverge-Traffic accident influence area

Student Number : 2009-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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