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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ed travel time is important factor to help commuters make route choices and departure 

time decisions. Especially, it has an effect of dispersing the demand on the road. Previous 

research have been focused on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expected arrival time for a single 

route with a link travel time prediction. There is a limit to the study of travel time prediction by

different routes that affects user’s actual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we have studied 

long-term travel time prediction using route travel data. We used self-organizing map clustering

algorithm and the input variables of the model were day of the week, weather, daily traffic 

volume. Long-term travel time prediction for the Jungbu Naeryuk expressway, Cheongwon- 

Sangju expressway, Gyeongbu expressway is conducted and prediction results of k-NN were 

used for comparison of the predicted results. The prediction error of the travel time for each 

route was reduced and it showed a high error reduction in the Jungbu Naeryuk Expressway 

which has the most traffic volume of Seoul-Daegu sect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link-based travel time prediction. It can be used for route 

choices and departure time decisions of individual commuters by providing reliable travel time

prediction for each route.

Keywords: long-term prediction, route travel data, self-organizing map, travel time prediction,
weather information

초록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정보는 이용자의 통행계획 수립과 통행경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며 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 집중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기존 통행시간 예측 연

구는 단기적 관점의 링크 통행시간 예측 연구로 단일 경로에 대한 도착예정시간 정보를 제공하

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실제 통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경로별 통행시간 

예측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경로별 중장

기 통행시간 예측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입력변수로 고속도로 통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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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요일, 기상, 일 단위 교통량 등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머신러닝 기반 자기조직화지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서울-대구 구간의 대부분의 이동경로인 중부내륙, 청원-상주, 경부선 등에 대한 중장기 통

행시간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예측 결과의 비교 ‧ 검증을 위해서 k-NN 예측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각 이동경

로별 통행시간 예측오차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울-대구 통행 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통행을 가지는 중부내륙 고

속도로에서 높은 오차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 링크기반의 통행시간 예측의 부정확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경로별 신뢰성 있는 통행시간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통행자의 경로선택 및 출발

시간 선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중장기 예측, 경로형 데이터, 자기조직화지도, 통행시간 예측, 기상정보

서론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도로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운영자 관점에서는 도로의 전반적인 

교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행계획 수립과 통행경로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측 교

통정보는 도로에 집중된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근거리전용통신) 기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서 가공 및 제공이 가능하다. DSRC 기반의 구간검지(section mea-

surement) 자료의 경우 과거의 통행정보 수집의 지점검지(spot measurement)와 다르게 개별 차량의 통행정보 수집

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차량 식별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통해서 연속된 시공간상의 통행경로 추정을 가

능하게 한다(Kim et al., 2017; Lee and Kim, 2019). 이러한 통행경로 정보는 주요 구간의 다양한 이동경로를 추적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교통관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예측 교통정보는 크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 있다. 단기 통행시간 예측은 실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통

행을 시작하거나 통행 중일 경우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지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의 예

측을 단기예측으로 분류하며 단기 통행시간 및 교통량 예측 등의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Kim and Jang, 

2013; Qiao et al., 2013).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은 이용자가 사전에 통행을 계획하는 경우 소요시간 산출을 위한 예

측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중장기 예측을 위한 데이터는 과거 통행 이력자료를 주로 이용하며, 이용자의 통행계획을 

위한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통행시작 하루 전 또는 일주일 전 등을 기준으로 요일 및 출발시각 단위로 제공이 가능하

다. 따라서 중장기 예측은 변동성이 높은 단기예측 정보에 비해 일반적인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이용자가 본인의 통행과 관련된 의사결정(통행경로 선택, 출발시간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활용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후 및 하루 등의 예측을 중장기예측으로 분류하며 중장기 통행시간 및 속도 등의 다양한 선

행연구가 진행되었다(Jeong et al., 2015; Li et al., 2017; Chou et al., 2019). 최근까지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정보

의 경우 단일 경로에 대한 도착예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이용자들의 실제 통행 의사결정에 도

움을 주는 이동경로별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형 데이터 기반 이동경로별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입력변

수로 고속도로 통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요일, 기상, 일 단위 교통량 등을 고려하고, 분석방법으로는 머신러

닝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 SOM)를 활용

하여 예측을 실시한다. 이는 사전에 목표 값을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결합 및 유사성 등을 통하여 클러스터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학습된 뉴런에 의해 교통패턴의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예측정보 생성이 가능한 장

점을 가진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통행시간 예측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경로형 데이터 기반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방법론은 3장에 서술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이동경로별 통행시간 예측 결과는 4장에서 논의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경로형 데이터 활용, 이동경로별 예측 통행시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 등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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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고찰

1. 선행연구�고찰

기존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예상 도착시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

로 회귀모형, 칼만필터(Kalman Filter), SVM (Support Vector Machine), 그리고 k-NN (k-Nearest Neighbor)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회귀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시 활용되었

다. Kwon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기반한 단계적 변수선택(stepwise variable selection method) 방

식을 활용해서 고속도로 통행시간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예측에는 현재의 교통상태를, 반대로 장기예측에는 

과거이력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본 회귀모형의 경우 단순회귀모형으로 

site-specific한 단점이 존재하며, 단거리 구간에 대한 검증만 실시되는 한계를 보였다.

칼만필터 모형은 재귀적 추정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관측치를 활용하여 통행시간 상태변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

트하는 구조이다. 상태전이 모형(state transition model)에 의해 예측 및 추정과정이 수행되며, 오차 공분산을 최소

화시키는 방식이다. 이전 시간대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으며, 실시간 예측에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 하지

만 예측 정확도가 상태전이 모형에 의존적이며, 각 시간간격에서 통행시간이 급변하는 경우 time-lag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였다(Chen et al., 2004; Yang, 2005).

SVM 모형은 지도학습 기반의 선형분류 모형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공간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고속도로 통

행시간 예측에 적용되었다. 머신러닝 기법의 일환으로 최근 연속류 통행시간 예측에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SVM의 경우 이진분류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파라미터 및 커널 선택에 민감한 단점을 가진다(Wu et al., 

2005; Vanajakshi and Rilett, 2007; Long et al., 2019).

k-NN 모형은 대용량 이력자료 기반의 유사패턴을 이용한 예측기법으로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시 활용되었

다. 유사도 측정(similarity measure)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거리 함수를 사용하며, 해당 거리 유사도에 따

라 과거 이력자료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본 모형은 각 단계별 파라미터 설정(이력자료 평활화, 유사도 함수, k개

수, 예측 함수 등)이 예측 정확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et al., 2016b). Tak et al.(2014) 연구에서는 글

로벌매칭 및 로컬매칭을 포함한 Multi-level k-NN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각 매칭 단계에서 과거 대용량 이력자료

를 유사도에 기반하여 예측 후보군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Qiao et al.(2013)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

리를 활용한 유사도 산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Trend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 k-NN 모형을 제안하였다. 

개선 k-NN 모형은 Trend 반영을 통한 유사 이력자료 매칭으로 ARIMA (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kaman filter 모형에 비해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SOM 모형은 주어진 입력 패턴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중장기 버스 통행시간 

예측에 활용되었다. Lee et al.(2017) 연구에서는 출발시간, 요일, 기온, 날씨 등을 입력변수로 상습 지 ‧ 정체 구간을 

포함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 정확도 분석결과 SOM 방법이 평균운행속도 

기반 알고리즘에 비해서 기상상황(맑음/우천)에 따라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

에서 단기 통행시간 예측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통행계획에 활용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통행

시간 예측 기법을 제시하는데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개별차량 식별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통해서 시

공간의 통행경로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주요구간의 이동경로별 통행시간 예측정보 연구의 필요성이 존

재한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 중 회귀모형의 경우 site-specific한 단점을 가지며, 칼만필터 모형은 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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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만 활용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SVM 모형은 파라미터 및 커널선택에 민감한 단점을 

가지며, k-NN 모형도 각 단계별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예측 정확도가 민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

력변수를 활용하여 데이터 자체의 유사성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비지도학습 기반의 SOM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중장기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선정하여 요일(주중, 주말, 공휴일), 기상요인(강수량), 일 단위 교통량 등을 추가적

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방법론

1. 연구의�내용�및�방법

경로형 데이터는 개인의 이동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간상의 연속적인 동적자료로써 기존의 지점 및 특정 구

간의 교통정보와는 다른 연구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경로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차량의 기종점 통행 경로에 대

한 정보를 가공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종점임에도 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장기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

측을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OM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경로

에 따른 대표 통행시간을 도출 및 예측하고자 한다. 중장기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습에 사용될 입력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다. 어떠한 변수들이 고속도로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존에 수집되어있는 경로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존 문헌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토하여 통행

시간 예측을 위한 입력자료를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경로별로 비슷한 통행시간을 가지

는 변수들의 조합을 찾는다. 클러스터링은 2단계로 수행되는데, 1차적으로 SOM을 통해 다차원 변수들에서 유의미

한 특징으로 차원을 축소한다. 최종적인 클러스터 수를 찾기 위해 2번째 단계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이후 클러스터별 대표 통행시간을 산출하고 각 경로별로 통행시간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한다. 도출된 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k-NN 예측 모형과 비교한다. 연구의 과정을 요약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OM-based long term prediction process of freeway travel time

2. Self Organizing Map

SOM은 Kohonen(1990)이 제시했던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의 일종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2

차원의 지도형태로 차원을 축소하여 지도형태로 시각화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 고차원 데이

터가 어떤 식으로 그룹화 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SOM을 통한 클

러스터링기법은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비슷한 패턴들을 기존 알고리즘보다 효과적으로 분류 가능하며, 대용량 데이

터에 대하여 클러스터 분류 속도가 빠르고 기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대비 국지 최소값 문제 및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Vesanto, 1999). SOM에서 클러스터링은 사전에 정의된 크기의 2차원의 평면 특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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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map)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들에 분석 대상 데이터들을 연결시켜 각 뉴런들이 클러스터 중심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자기조직화지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Basic structure of SOM

특징지도를 구성하는 뉴런의 수는   (은 입력 샘플 수)의 식으로 정해지며, 각 차원의 크기는 입력 샘플 수와 

특징 값의 행렬에서 얻어지는 고유값의 비율을 통해 나눠져 특징지도를 만든다. SOM의 클러스터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층과 특징지도 뉴런들 간의 연결강도 를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력데이터와 모든 뉴런

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한다. 이 중 가장 가까운 거리의 뉴런을 해당 입력데이터의 클러스터(Best Matching 

Unit, BMU)로 선택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입력데이터에 대해 BMU를 찾고, 주어진 에 대해 얼마나 뉴런

들이 분산되어 있는지 계산하여 분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결강도를 수정한다. 전체 과정을 의 변화가 충분히 적

어질 때까지 수행하여 클러스터링을 종료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기 때문에 특징지도

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 통행패턴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해석이 어려워지고 실적용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학습이 완료된 특징지도에 대해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통행패턴의 개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최종 클러스터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간 분산과 클러스터 내 분산의 비율을 통해 그룹화 정도를 수

치화할 수 있는 Calinski-Harabasz Index를 이용하였다(Caliński and Harabasz, 1974). 클러스터 중심 개수인 K

의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Calinski-Harabasz Index가 가장 큰 값일 때의 클러스터 수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클러스터 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입력변수�설정

본 연구에서는 DSRC 기반 개별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이용해서 경로형 데이터를 구축한다. 수집된 개

별 차량의 데이터를 RSE 위치 및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각 차량의 이동경로별 통행시간을 가공한다. 이후 클러스터 

분석을 위해서 해당 경로형 자료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추가하여 2차 가공을 수행한다. 통행시간 예측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정보 제공 효율성 측면

에서 현재 출발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행특성을 반영한 예측이 필요하므로(Rice and Van Zwet, 2004; Kim, 

2009) 출발시각을 1시간 단위로 가공하였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 단위 교통량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또한 통행패턴은 요일 ‧ 시간대와 같은 시간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휴일 ‧ 명절과 같이 특정한 일시에 나타나는 효과가 존재하므로(Shin et al., 2014; Kim et al., 

2016a) 요일 및 연휴 등을 나타내는 요일코드를 선정하였다. 해당 요일코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의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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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이 요일특성(앞뒤 요일 패턴분석을 위해 일자마다 부여된 고유 코드)을 고려한 Pcode를 활용한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7). 추가적으로 기상요인 중 샘플수가 많고 통행 변동 및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 

여부(Nookala, 2006; Jeong et al., 2013; Kim and Kim, 2015)를 우천 여부에 따라 바이너리(Binary)값으로 가공

하였으며, 서울-대구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요 지역(서울, 대전, 대구)에서 수집된 기상정보를 활용하였

다. 추가적으로 학습된 모델 검증에는 일 단위 교통량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한 다중회귀모

형 기반의 일 단위 교통량 예측 모형에서 산출된 값을 활용하였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7). 입력자

료 중 연속된 값이 아닌 이산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One hot encoding을 수행하였다. One hot 

encoding은 이산형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할 때 이용하는 기법으로, 각 이산형 데이터의 카테고리 수에 따라 1,0으

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변환하여 벡터의 크기를 늘려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축된 모든 값은 0-1사이의 값으

로 정규화하여 클러스터링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클러스터링 분석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들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Table 1. Input data description

Table name Field name Types of data Remark

Traffic factor Daily traffic volume NUMERIC Existing traffic data

Day code CHARACTER Reflects characteristics such as holidays and weekends

Time factor Departure time NUMERIC Hourly basis

Weather factor Weather BINARY Clear/Rain

Target value Travel time NUMERIC Minutes

방법론�적용�및�분석

1. 분석구간�및�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을 위해서 서울-대구 구간의 경로형 데이터를 이용한다. 경로형 데이터는 

DSRC 기반으로 수집된 개별 차량의 데이터로 고속도로 본선 도로에 설치된 노변검지기(Roadside Equipment, 

RSE)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 차량의 통행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활용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해 식별된 개별 차량의 통행데이터를 RSE 위치 및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분석하였다(Lee and Kim,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구 구간의 경로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을 실시한다. 분석 통행경

로는 서울-대구 구간의 여러 가능한 경로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동경로를 차지하는 중부내륙, 청원-상주, 그리고 경

부선 등이며, 승용차 통행자료만 활용한다(Figure 3 참조). 중장기 예측을 위한 이력자료는 2017.1.1.-2017.11.31 

(11개월)이며, 테스트 자료는 평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 2017.12.15.-21, 2017.12.25. (7일)로 설정한다. 본 예

(a) Jungbu Naeryuk expressway (b) Cheongwon-Sangju expressway (c) Gyeongbu expressway

Figure 3. Case study: Seoul-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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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알고리즘 결과에 대한 비교 ‧ 검증을 위해서 Multi-level k-NN (Tak et al., 2014)을 사용하였으며, 예측 시간간

격은 1시간이다. Multi-level k-NN은 크게 3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Layer 1 (classification)에서는 요일 및 

날씨에 대한 구분, Layer 2 (global matching)에서는 후보군의 날짜를 줄이는 과정으로 TCS 및 VDS 교통량 기반의 

패턴매칭, 마지막으로 Layer3 (local matching)에서는 최종 후보군 날짜를 줄이는 과정으로 VDS 점유율 및 속도, 

DSRC 통행시간 등이 활용된다.

2. 중장기�통행시간�예측�분석결과

구성된 입력데이터를 분석 대상 경로별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각 클러스터별 대표 값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중부내륙, 청원-상주, 경부선으로 구성된 3가지 경로이므로 서울-대구 통행으로 총 3개의 참조 테이블을 이용하여 

예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각 경로마다 차량 대수는 차이가 존재하나 1시간단위로 통합된 통행시간 데이터를 이용하

였으므로 입력데이터의 행의 개수는 모두 같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자기조직화 지도를 이용하였으며, 클러스터 분

석은 각 경로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Figure 4에서 분석대상 3개 경로에 대해 자기조직화지도와 K-means 클러

스터링을 이용하여 Calinski-Harabasz Index를 계산한 클러스터링 결과를 요약하였다.

From Seoul to Daegu

(a) Jungbu Naeryuk expressway (b) Cheongwon-Sangju expressway (c) Gyeongbu expressway

Figure 4. Clustering result by different routes

각 경로별 상단부의 그래프는 클러스터수를 2부터 100까지 증가시켜가며 계산된 Calinski-Harabasz Index를 

나타내며, 가장 결과가 좋은 최대값을 표시하였다. 중부내륙 경로의 경우 17개, 청원-상주 경로의 경우 4개, 경부 고

속도로 경로의 경우 11개로 클러스터를 구분하였을 때 해당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적

정 클러스터 수를 도출한 결과 경로 및 방향에 따라 클러스터의 개수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최소 4개에서 최대 

17개까지의 편차를 보였다. 이는 각 경로별로 통행패턴의 차이가 상이하다는 것으로, 크러스터 수가 많을수록 통행

패턴이 다양함을 나타낸다. 클러스터별 대표 통행시간 산출을 위해 각 클러스터별로 중심에 가장 가까운 뉴런에 속

하는 값들의 중간 값을 이용하여 경로별로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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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ion accuracy by different routes

From Seoul to Daegu

Cluster # Travel time (min.)

Jungbu Naeryuk expressway 1 171.80

2 170.06

3 184.62

4 171.04

5 180.42

6 176.68

7 165.66

8 186.87

9 169.24

10 184.60

11 166.72

12 173.08

13 177.01

14 172.66

15 163.21

16 190.22

17 160.29

Cheongwon-Sangju expressway 1 176.78

2 190.74

3 193.11

4 180.98

Gyeongbu expressway 1 248.98

2 202.98

3 180.12

4 183.80

5 178.72

6 180.02

7 187.99

8 181.17

9 194.21

10 215.47

11 189.66

클러스터별 대표 통행시간의 편차는 경로에 따라 상이했다. 클러스터수가 가장 작은 4개의 경우에도 최대 최소 

통행시간 차이는 15분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클러스터 수가 많아질수록 통행시간 패턴이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17

개의 패턴을 가지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이용 통행의 경우는 30분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도출된 모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클러스터링에 이용하지 않은 12월 이력자료 중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한 7일간의 자료에 대하여 경로 

‧ 시간별로 학습된 클러스터 지도에 투사하여 통행시간을 예측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통행시간 및 기존 방법론

과 정확도를 Equation 1과 같은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로 비교하였다.

 




  













 (1)



:  actual travel time



:  predicted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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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별 요일 특성에 따라 실제 통행시간과의 차이 비교는 평일, 주말, 공휴일로 나누어 수행하여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예측기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 및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k-NN 모형과 정

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3. Prediction accuracy of different algorithms

MAPE (%)
Weekday Weekend Holiday

k-NN SOM k-NN SOM k-NN SOM

Jungbu Naeryuk expressway 18.30 10.24 20.85 12.45 22.30 11.20

Cheongwon-Sangju expressway 15.38 12.86 11.75 13.15 9.10 11.00

Gyeongbu expressway 11.80 11.68 9.95 10.50 16.30 15.20

정확도 분석 결과 경로별 요일특성에 따른 MAPE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클러스터 기반의 통행시간 

예측 모형이 k-NN 모형 대비 예측 정확도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서울-대구 통행 경로 중에서 가장 많은 

통행을 가지는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k-NN 모형과 비교할 때 평일 18.30%→10.24%, 주말 20.85%→12.45%, 공

휴일 22.30%→11.20% 등 높은 오차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청원-상주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요일

특성에 따른 정확도 비교 시 전반적으로 개선된 예측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로형 

자료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통행시간 예측 시 기존보다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k-NN 알고리즘

의 경우 경로단위 예측 시 링크단위로 생성된 중장기 예측 테이블에 기반해서 시공간 통행경로에 따른 예측 통행시

간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혼잡발생 시 통행시간 합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행시간 증가분

에 대한 반영이 어려워 예측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한 정확한 통

행시간 예측 정보는 이용자들이 통행계획을 세울시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경로에 대한 안

내가 가능하므로 국내 고속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1. 연구의�의의�및�결론

본 연구는 DSRC 기반 경로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통행시간 예측 

연구는 대부분 단기 예측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이용자의 통행계획에 활용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통행시간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량 식별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활용해서 연속된 시공간상

의 개별 차량의 통행경로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해서 이동경로에 따른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

다. 먼저 기존 통행시간 예측 연구들의 사례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에 적용되는 SOM 방법론에 대한 유용성을 검토

하였고, 각 단계별 세부절차 및 변수결정, 입력자료 구축, 그리고 클러스터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예측의 정확

도 개선을 위해서 통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요일특성, 기상, 일 단위 교통량 등을 입력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경로형 데이터는 서울-대구 구간이며, 해당 구간에서 대부분의 이동경로를 가지는 중부

내륙, 청원-상주, 그리고 경부선 등을 분석구간으로 선정하였다. SOM 학습에 사용된 이력자료는 2017.1.1.-2017. 

1.31 (11개월)이며, 테스트 자료는 평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는 2017.12.15.-21, 2017.12.25. (7일)을 사용하였

다. 구성된 입력데이터에 기반하여 경로별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클러스터별 대표 값에 따른 참조표 

생성, 그리고 k-NN 예측결과와 정확도 비교를 통한 유효성 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기적 링크기반의 통행시간 예측의 부정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중

장기 통행시간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동 경로별 통행시간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통행자의 경

로선택 및 출발시간 선택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향후 고속도로 주요 권역별 이동경로에 대한 데이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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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주기적인 SOM 알고리즘 학습이 선행된다면,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의 정확도 개선과 함께 탄력적인 교통운영 

및 관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활용한 SOM기반 중장기 통행시간 예측 알고리즘은 예측 정확도가 우수하나 주요 권역별로 이동경

로에 따른 예측겨로가 제공을 위해서는 각 경로별로 참조테이블을 구성하여야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각 테이블 구성을 위해 모델을 개별적으로 학습시켜야하므로 데이터 가공 및 모델 

생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경로들을 사전에 분석하여 통합 모델을 통해 학습이 필요한 

모델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력자료 학습에 11개월간의 자료만을 활용하였는데, 추후 보

다 많은 양의 이력자료를 확보하여 기상상황이나 일 단위 예측교통량에 따른 예측 정확도 비교를 통한 모델 검증 수

행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통패턴 및 유고상황 등에 대한 범용성 확보가 가능한 고도화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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