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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xi DTG (Digital TachoGraph) data is the operation record of personal or corporate taxi 

cabs belonging to the city government. The DTG data includes many informations such as 

locations of getting on and off the taxi, travel speed etc. About 72,000taxies registered in the 

city of Seoul are gathering 130billion traffic information data annually. Currently, most of the 

DTG data are being discarded except for generating traffic information and vehicle control 

purpo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Taxi DTG data, actual vehicular traffic data, in

traffic operation field such as traffic flow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arterials in Seoul using taxi DTG big data and to compare with existing major arterials used in 

the city of Seoul. We extracted traffic volume and speed of each link by processed DTG data 

and identify major road and compare with the current major arterials used in the city of Seoul. 

As a result, Although most of the derived roads wer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management 

arterials, there was some road that was not included in existing management targets. This is 

5roads extracted by the top 200links and 4 additional roads by top 500links. The road seems to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major road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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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택시 DTG 데이터는 운행위치, 속도 등의 운행 정보를 10초 단위로 수집하는 택시 운행기록

정보로서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7만2천여 대의 택시에서는 연간 1,300억 건의 이동정보가 수집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택시 DTG 데이터의 대부분은 실시간 소통정보 생성 및 택시 차량 관리

용도 외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시 DTG 데이터는 실제 차량 데이터로서 교통류 분

석 등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시 DTG 빅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주요도로와 

현재 주요 서울시 주요도로 관리 축을 단순 비교 ‧ 분석 하여 기존 주요도로축을 검증 및 확인하

고 추가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검출하고자 했다. 분석방법은 DTG 데이터를 가공하

여 각 링크별 통과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통과차량대수가 많은 상위 링크를 산출한다. 결과 값으

로부터 주요 도로를 산출하고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관리축과 비교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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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된 주요도로가 기존과 상당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통과차량대수는 많은 것으로 관

측되나 기존 간선도로 관리축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들이 추출되었다. 이는 도산대로, 사평대로 등 통과교통량 상위 

200개 추출 링크 기준 5개 도로, 상위 500개 추출 링크 기준 추가 4개 도로이다. 이는 향후 주요도로축 선정 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주요어: DTG 데이터, 주요도로축, 교통빅데이터, 교통류분석, 교통운영

서론

최근 정보 ‧ 통신 기술 및 GPS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교통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점검

지, 구간검지, 궤적검지 등의 교통 검지체계 수집 시스템 또한 함께 발달했다. 특히 최근 위성측위시스템을 통해 실

시간성의 대용량 교통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교통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택시 DTG 데이터는 택시 차내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로부터 수집된 택시 운행

기록정보로서 운행위치, 지점속도, 수집시간, 탑승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

는 약 7만 여 대의 택시가 연간 1,300억 건의 이동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다. 서울시는 택시 

DTG 데이터를 가공하여 링크별 속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소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수집된 택시 DTG 데이터의 대부분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택시 차량 관리용도 외에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택시 DTG 데이터는 시공간적 속성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교통 이력 데이터이다. 또한 원시 데

이터의 가공 방식에 따라 자료 속성이 다른 정보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교통류 분석과 같은 교통 운영 및 관리 분야

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는 24개의 도로축을 주요 간선도로축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축들은 2007년 시행된 서울

형 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의 평균통행속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축을 기반으로 한 축이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

까지 일부 축의 연장 길이의 변동만 있을 뿐 해당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해당 주요 간선도

로 관리축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택시 DTG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와 현재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관리축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주요도로축을 검증 및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검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택시 

DTG 데이터의 가공단계별 형태와 속성을 소개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택시 DTG 데이터의 2차 가공 자료인 개별차량의 링크별 통행시간 데이터를 이용했다. 시간적 범위

는 2016년 10월 2주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링크별 통

과차량대수를 산출하고 서울시 약 20,317개의 링크 중 통과차량대수가 많은 상위 100개(0.5%), 200개(1%), 500개

(2.5%) 링크를 각각 산출했다. 이를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관리 축과 비교 ‧ 분석 했다. 대부분의 상위 링크가 

기존 도로축과 일치했다. 하지만 통과차량대수가 많음에도 기준 도로축에 포함되지 않은 링크가 다소 나타났다. 추

출된 통과차량대수 상위 링크를 기준으로 차량대수 누적 합이 높은 주요도로를 추출하고 도로 링크 중 상위링크에 

포함된 비율 및 자유속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주요 간선도로축에 추가 고려 필요성이 있는 도로를 추출했다. 본 연구

에서는 택시 DTG 데이터의 가공 단계별 속성을 소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앞으로 활용 가능성

이 높은 택시 DTG 데이터가 교통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됨을 기대한다. 

선행연구

궤적 검지 체계는 GPS를 활용하여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따라 차량위치, 통과시간 및 구간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프로브 차량, 핸드폰, 택시단말기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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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궤적 데이터는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 및 다양한 형태의 교통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행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고 

있는 궤적 데이터는 크게 핸드폰단말기 데이터, 네비게이션 데이터, 블루투스 데이터, 택시 DTG 데이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는 궤적 데이터 중 택시 DTG 데이터의 활용 현황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The Seoul Institute(2014)는 DTG 데이터를 이용하여 택시의 이용 및 운행 행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승객의 승하차 위치정보를 온도지도(Hot Spot Analysis)로 표현하여 시간대별 공간 패턴을 분석했다. 또한 시

간대별 택시 구간 평균통행속도를 분석하고 혼잡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 Park(2016)은 기

존 표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택시수단 O/D를 보완하고자 실측데이터인 택시 DTG 자료를 이용하여 택시O/D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택시 DTG 자료를 이용하여 택시 O/D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 분석에서 효율적이며 택시 

DTG 데이터의 다방면 활용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Kim et al.(2016)은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

업용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와 첨단안전장치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DTG 데이터로부터 운전자의 운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행 기록 분석 및 위험

운전자를 판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Kim(2017)은 교통사고발생과 개연성이 높은 DTG기반 위험운전이벤트를 활

용하여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개별 차량의 위험운전이 지역의 교통안전도에 미치는 영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Alizadeh et al.(2016)은 택시 1,746대로부터 1년 동안 수집된 22,000건 이상의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운전자경로 

선택 패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실제 경로 선택과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를 도출했

다. Laviolette et al.(2016)은 택시 통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택시 일일 분포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택시 통행 수요의 

공간 ‧ 시간적 분석을 진행했으며 K 평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택시 통행의 공간 ‧ 시간대별 정규화 분포를 통해 패턴

을 산출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TOPIS 에서는 DTG 데이터 3차 가공형태인 Level 3을 사용하여 서울시 전역 실

시간 교통 소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링크별 5분 단위 통행속도 데이터를 이용해 소통상황을 원활, 서행, 정

체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부터 DTG Level 3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

별, 요일별, 월별, 년별 등의 시간대별 분석결과 및 도로기능 및 유형별, 지역별 등의 공간대별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

했다. 매년 다양한 조건별 통행속도 분석을 통해 교통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는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지점선정 등 교통정책 수립 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7)은 DTG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차원에서의 교통신호시스템 신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서울형 교통신호시스템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서울시 혼잡도 분석을 위한 

지표로 DTG Level 3의 링크별 5분 단위 통행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지표(TTI)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통

행시간지표(TTI)로 도심 혼잡패턴 분석 및 교통운영방식 변화에 따른 사전 ‧ 사후 비교 ‧ 분석을 수행 했다.

현재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다양한 궤적 빅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그 중 택시 DTG 데이터는 도심 곳곳을 주행

하는 택시의 실시간 운행정보 데이터이다. 위치정보를 포함한 궤적 검지 자료인 택시 DTG 자료를 교통류, 교통 운

영 측면에 접목한다면 다양한 분석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 DTG 데이터는 서울시 실시간 교

통소통정보 제공 및 통행속도 분석, 교통예보시스템, 교통신호시스템 평가모델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택시 DTG 

데이터는 가공단계에 따라 Level 0-3의 데이터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는 주로 Level 

3의 5분 단위 통행 속도 데이터이다. 중간 단계 가공 데이터인 Level 1, 2 데이터는 Level 3데이터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는 데이터로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별도로 추출되거나 저장되지 않으며 활용되고 있지 않

는 실정이다. 택시 DTG 데이터 관련 기존 연구 또한 택시 관리 및 운영, 교통 안전 측면에 치우쳐 분석되었다. 교통

운영 측면에서의 택시 DTG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택시 DTG Level 

2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축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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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DTG 데이터

1. 택시 DTG 데이터 개념

택시 DTG 데이터는 택시 차내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로부터 수집된 택시 운행기록

정보이다. DTG 기기를 설치한 택시는 운행위치, 속도, 시간, 승객탑승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10초 단위

로 수집하고 2분 30초마다 서버로 전송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에 소속된 72,000여대의 개인 및 법인 택시가 연

간 1,300억 건의 이동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다.

2. 택시 DTG 데이터 종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는 서울시 전역 실시간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한 링크별 5분 

단위 통행속도 정보 생성을 위해 택시 DTG 원시 데이터를 3단계에 걸쳐 가공한다. DTG 데이터는 가공 방식에 따

라 자료 속성이 다른 정보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DTG 정보를 Level 0-3으로 구분하고 정의할 수 있다. 10초 단위

로 수집되는 원시데이터는 Level 0, 원시데이터를 도로 링크정보와 맵매칭한 자료는 Level 1, 이를 5분 단위로 개별

차량의 링크별 통행시간 정보로 가공한 자료는 Level 2, 최종 산출된 5분 단위 링크별 통행속도 자료는 Level 3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TOPIS 에서는 Level 3 생성을 위한 중간 단계 가공 데이터인 Level 1, 2 데이터는 별도로 추출하여 저장하거

나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Level 0-3 데이터는 데이터 속성이 각기 다르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TOPIS의 5분 단위 통행속도 정보 생성을 위한 가공단계에 따라 데이터를 구

분하여 각 속성 및 형태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택시 DTG 원시 데이터를 Level 0이라 정의한다. Table 1과 같이 Level 0 의 속성은 택시ID,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정보, 기록시간(년-월-일-시-분-초), 방위각, 순간속도(km/h), 승객탑승여부(빈차(0), 승차(1))를 포

함한다. 데이터는 10초 단위로 수집되며 월 단위로 수집되는 용량은 약 330GB이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DTG level 0 data

Taxi ID Longitude Latitude Altitude Recorded time Azimuth Speed Boarding

180715510 1270147565 375233165 136 20161019012923 207 40 1

180715510 1270135605 375218255 256 20161019012943  39 59 1

180715510 1270134005 375210825  59 20161019013023  42 29 1

 Level 1은 원시 데이터인 Level 0의 위치정보에 도로 링크정보를 맵 매칭하여 1차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Table 2와 같이 Level 1의 속성은 Level 0의 택시ID, 위도, 경도, 고도의 위치정보, 기록시간(년-월-일-시-분-초), 

방위각, 순간속도(km/h), 승객탑승여부(빈차(0), 승차(1)) 정보에 맵 매칭 된 링크ID 정보가 추가된 형태를 띤다. 가

공 시 택시의 통행 특성을 위해 승객이 탑승한 실차 기준 데이터만 사용한다. 또한 수집 시 위치정보에 오류가 생긴 

데이터도 가공 과정에서 제외된다. 결측 데이터가 제외되고 차량의 이동 경로가 네트워크 링크에 맵 매칭 된 위치 정

보이므로 도로 위에서 개별 차량이 움직이는 차량 궤적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 of DTG level 1 data

Taxi ID Longitude Latitude Altitude Recorded time Azimuth Speed Boarding Link ID

180715510 1270147565 375233165 136 20161019012923 207 40 1 1230021600

180715510 1270135605 375218255 256 20161019012943  39 59 1 1230023600

180715510 1270134005 375210825  59 20161019013023  42 29 1 1230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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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는 개별차량의 링크 통행시간 데이터를 의미한다. Level 1의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개별차량의 링크별 

통행시간을 산출한 데이터이다. Table 3과 같이 Level 2의 속성은 기록시간, 택시ID, 링크ID, 가공서버 명, 통행거

리(링크거리(m)), 통행시간(sec), 통행속도(km/h), 방향정보(좌회전(0), 직진(1), 우회전(2)),가공시간 정보를 포함

한다. Level 2 데이터는 방향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방향별 회전정보도 파악이 가능하며 월별 약 15GB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Table 3. Characteristic of DTG level 2 data

Recorded time Taxi ID Link ID
Process 
server

Travel 
distance

Travel 
time

Travel 
speed

Direction Processing time

20161019012923 180715510 1230021600 SVR0 382 35 40 2 20161019013110 

20161019012943 180715510 1230023600 SVR0 416 26 59 1 20161019013110 

20161019013023 180715510 1230003600 SVR0 277 35 29 0 20161019013110 

Level 3은 Level 2의 데이터를 링크 별 5분 단위 통행속도를 산출하는 3차 가공 데이터를 의미한다. 각 링크 별 링

크길이, 통행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를 산출한다. Table 4와 같이 Level 3의 속성은 연, 월, 일, 시, 분의 시간

정보와 링크ID, 통행속도(km/h) 정보를 포함한다. 현재 TOPIS에서는 Level 3 데이터를 이용해 서울시 전역 도로 

소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 of DTG level 3 data

Year Month Day Hour Minute Link ID Travel speed

2016 10 19 01 30 1230021600 38

2016 10 19 01 30 1230023600 34

2016 10 19 01 30 1230003600 40

연구 방법

1. 분석 방법

분석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2주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공

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택시 DTG 데이터 중 개별차량의 5분 단위 링크 통행시

간 데이터인 Level 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Level 2는 위의 Table 2와 같이 기록시간, 택시ID, 링크ID, 가공서버 명, 

통행거리(링크거리), 통행시간, 통행속도, 방향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또한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실차를 

기준으로 가공한 데이터이다. 이에 따라 일반차량과는 다를 수 있는 택시만의 특성을 대부분 배제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차 기준으로 가공된 Level 2 데이터를 택시의 특성이 필터링 되었다고 간주하고 이를 가공

하여 링크별 통과 차량 대수를 산출하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링크를 도출했다. 분석에 사용된 2주 기간의 Level 2 데

이터는 66,194대의 택시에서 수집된 약 80,866,867건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용량은 약 5.8GB에 달한다. 총 

주행거리는 약 47,432,474km이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Level 2 데이터를 사용하여 링크별 통과차량대수를 산출한다. 두 번째로 통과 

차량 대수가 많은 링크를 기준으로 주요 링크 및 주요 도로를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약 20,317개의 링크 

중 통과 차량 대수가 많은 상위 100개(0.5%), 200개(1%), 500개(2.5%) 링크를 각각 산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 상위 링크 수를 확대 했을 때 결과 값을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세 번째로 추출된 상위 

링크를 기준으로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도로를 산출한다. 이는 상위 100개, 200개, 

500개 링크가 포함된 도로별로 통과차량대수 누적 합이 큰 기준으로 산정한다. 네 번째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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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출된 주요도로의 속도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했다. 교통류 내에서 합리적인 속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자유속

도(Free Flow Speed)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으며 비첨두시인 새벽 3-5시 속도 중 85th percentile 속도를 산출했다. 

또한 오전첨두, 오후첨두, 오후비첨두시의 평균속도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지도 시각화를 

통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현황과 본 연구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추가 고려가 필요한 

도로를 산출했다.

2.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 도로축

기존 서울시 신호운영 관리 주요도로축은 Figure 1과 같이 24개의 총 연장 366.6km의 도로가 주요 간선도로축으

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해당 축들은 2007년 시행된 서울형 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의 평균

통행속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축을 기반으로 한 축이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축의 연장 길이의 변동만 

있을 뿐 해당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해당 주요 간선도로 관리축이 유효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isting traffic management corridors in Seoul

Figure 1. Major arterials in Seoul

분석 결과

택시 DTG Level 2 데이터를 이용해 링크별 통과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통과차량대수가 많은 링크를 추출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석 대상 링크 수를 확대 했을 때 결과 값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통과교통량 상위 100개, 

200개, 500개 링크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스별로 누적 통과차량대수가 많은 주요도로를 추출했다. 

추출된 도로와 현재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관리축의 자유속도 비교 ‧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관리 축과 비교했다. 

1. 서울시 주요 관리 도로축 분석 결과

서울시 주요 관리 도로축 택시 교통량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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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jor arterials in Seoul

No. Section
Extension distance 

(km)
No. of vehicle

(veh/day)

1 Sinsa station - Gangnam Automobile Inspection Center Entrance 13.7 58,671 

2 Water supply business center - Seoksu Station 17.4 83,549 

3 Seodaemun Station - Yuhan Technical High School 15.7 146,752 

4 Jeil Fire & Marine Insurance Co. - Gyeongin Expressway entrance 9.6 112,830 

5 Seodaemun Station - Dongbu Jeil Hospital 13.4 153,357 

6 Jongno 5-ga - Daejin High School 8.6 81,981 

7 Dobong Inspection Station - Guryong Tunnel 23.3 105,442 

8 Surak Elementary School - Ilwol Tunnel 23.2 189,737 

9 Eunpyeong New Town Apts. 10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Gate 21.3 133,696 

10 Dong-A Ilbo - Sangil IC 19.3 125,215 

11 gogaymaru restaurant - Bokjeong Station 28.1 151,423 

12 Gangbuk Youth Center - Urban Railway Corporation 12.6 40,992 

13 Under Hannam Bridge - Gaepo Apts. 3, 4 7.9 43,584 

14 Jongno 5-ga - In front of Guryongsa 13.3 82,865 

15 Anguk-dong - Seocho 3-dong intersection 10.8 106,020 

16 Isu intersection - Police commando 4.3 16,572 

17 Gayang Daea Apt - Guro Fire Station 8.7 34,133 

18 Insville - Samyok University 28.5 77,731 

19 Eunpyeong Garage - Hannam Square 16.6 197,621 

20 Severance Bldg - Seohanam IC Entrance 17.5 133,299 

21 Gimpo Airport Terminal - South End of the Han River Bridge 10.9 70,166 

22 Ramian Art Hill - Oryun three-way intersection 14.4 117,995 

23 Gimpo Airport Terminal - Hangnyeoul Station 23.2 175,561 

24 Myeongdeok Elementary School - Dunchon Intersection 4.3 14,212 

2. 통과차량대수 상위 링크 분석 결과

산출된 통과차량대수 상위 100개 링크를 지도상에 도식화 하면 Figure 2와 같다. Figure 2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추출된 상위 100개 링크를 의미한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존 서울시 주요도로 관리 축을 의미한다

(이하 Figure 3－4에도 동일 의미 적용). 결과 값과 기존 주요도로축을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op link 100Existing traffic management corridors in Seoul

Figure 2. Traffic volume top 100link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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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개 링크 중 87개가 기존 주요도로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과 같이 통행차량대수가 가장 많은 

링크는 강남대로의 ‘신사역-한남IC_강남대로_진입_2’링크였으며 통과차량대수는 11,341대/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haracteristic of top 100links

Rank Link ID Road name Origin of link Destination of link
No. of Vehicle

(veh/day)

1 1210030100 Gangnam Sinsa station Hannam IC_Gangnam main road_entry_2 11,341

2 1020008500 Hannam Hannam 5way intersection Hannam bridge (north end)  9,801

3 1220030700 Gangnam Nonhyun station Sinsa station  9,612

4 1120000800 Sinchon Ahyun 3way intersection Chungjeongno station  9,294

5 1020008600 Hannam Hannam bridge (north end) Hannam 5way intersection  9,287

…

Top link 200Existing traffic management corridors in Seoul

Figure 3. Traffic volume Top 200links in Seoul

Top link 500Existing traffic management corridors in Seoul

Figure 4. Traffic volume Top 500link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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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차량대수 상위 200개 링크를 지도상에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다. 결과 값과 기존 주요도로축을 비교하면 

상위 200개 링크 중 179개가 기존 주요도로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0개 링크를 지도상에 도식화하면 

Figure 4와 같으며 상위 500개 링크 중 467개가 기존 주요도로축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 통과차량대수 상위 도로 분석 결과

추출된 상위 100개, 200개, 500개 링크를 기준으로 누적 통과교통량이 높은 순으로 주요 도로를 산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기존 주요 도로축과 비교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산출된 교통량 상위 링크 중 연속류 도로인 도시고속

도로에 포함되는 링크는 제외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 100개, 200개 기준 산출된 주요 도로 결과 값은 거의 유

사하여 상위 100개 링크 기준 주요도로 결과 값은 생략하였다.

1) 상위 200개 링크 기준 주요도로 산출

상위 200개 링크 기준으로 주요도로를 산출한 결과 40개의 도로가 추출되었다. 가장 누적 차량통행량이 많았던 

도로는 일 기준 95,928대가 통행한 강남대로이다. 강남대로 총 링크 30개 중 12개 링크(40%)가 상위 200개 링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로 다음으로는 종로, 테헤란로가 통행량이 많았다. 산출된 도로축 중 대부분이 기존 

주요 도로 관리 축에 포함된 도로였다. 하지만 기존 주요 간선도로축에 포함되지 않으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들

도 다수 산출되었다. 이는 Table 7의 음영 처리된 도로인 도산대로(상위 9번째), 사평대로(10), 세종대로(18), 한남

대로(20), 삼일대로(24) 등이다. 

Table 7. Major road extracted by top 200links

Rank Road name Total links number of road No. of included in top 200links
No. of accumulated vehicle

(veh/day)

1 Gangnam 30 12 95,927

2 Jongno 18 11 60,351

3 Teheran 16 11 59,533

4 Noksapyeong 12 8 50,908

5 Yeongdong 24 9 46,399

9 Dosan 10 6 34,453

10 Sapyeong 14 6 33,644

18 Sejong 14 4 20,270

20 Hannam 6 2 19,088

24 Samil 16 2 11,753

2) 상위 500개 링크 기준 주요도로 산출

상위 500개 링크 기준으로 주요도로를 산출한 결과 연속류 도로를 제외하고 68개의 도로가 추출되었다. 가장 누

적 차량통행량이 많았던 도로는 일 기준 140,426대가 통행한 남부순환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순환로 총 링크 

90개 중 24개 링크가 상위 500개 링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순환로 다음으로는 강남대로, 천호대로 순으

로 통행량이 많았다. 상위 200개 링크 기준 결과와 같이 산출된 도로축 중 대부분이 기존 주요 도로 관리축에 포함된 

도로였다. 하지만 기존 주요 도로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들은 Table 8의 음영 처리된 도로

인 총 9개 도로가 추출되었다. 이 중 5개 도로는 상위 200개 링크 기준 결과 값과 같았다. 그 외 추가적으로 추출된 

4개 도로는 을지로(상위 34번째), 신반포로(48), 서빙고로(52), 학동로(6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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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jor road extracted by top 500links

Rank Road name Total links number of road No. of included in top 200links
No. of accumulated vehicle 

(veh/day)

1 Nambu beltway 90 35 140,426

2 Gangnam 30 15 106,730

3 Cheonho 61 26 105,853

4 Jongno 18 18 87,084

5 Teheran 16 16 79,677

15 Sapyeng 14 10 48,702

16 Sejong 14 11 48,586

17 Dosan 10 9 45,505

25 Samil 16 6 26,704

29 Hannam 6 3 23,072

34 Eulji 20 5 19,469

48 Sinbanpo 14 2 7,868

52 Seobinggo 14 2 7,056

64 Hakdong 12 1 3,510

4. 속도 비교 분석

추출된 주요도로와 기존 주요도로축의 속도를 비교분석했다. 먼저 자유속도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관리축의 자유속도는 상행과 하행 평균이 각각 49.6km/h로 유사했으며 상 ‧ 하행 종합 

평균 자유속도는 49.7km/h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입구-한강대교남단’축이 상 ‧ 하행 평균 자유속도가 64.6km/h으

로 가장 높았으며 ‘서대문역-동부제일병원’축이 41.8km/h로 가장 낮았다.

Table 9. Free flow speed of major arterials in Seoul

No. Section
Free flow speed (km/h)

Overall
Ascending 

link
Descending 

link

1 Sinsa station - Gangnam Automobile Inspection Center Entrance 52.2 54.2 50.5

2 Water supply business center - Seoksu Station 51.3 52.8 49.1

3 Seodaemun Station - Yuhan Technical High School 50.3 51.1 49.5

4 Jeil Fire & Marine Insurance Co. - Gyeongin Expressway entrance 48.9 52.0 44.4

5 Seodaemun Station - Dongbu Jeil Hospital 41.8 41.9 41.6

6 Jongno 5-ga - Daejin High School 45.2 44.0 46.2

7 Dobong Inspection Station - Guryong Tunnel 53.0 49.6 59.3

8 Surak Elementary School - Ilwol Tunnel 48.8 48.7 49.0

9 Eunpyeong New Town Apts. 10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Gate 44.4 43.6 45.5

10 Dong-A Ilbo - Sangil IC 50.5 51.5 49.3

11 gogaymaru restaurant - Bokjeong Station 47.0 46.1 47.8

12 Gangbuk Youth Center - Urban Railway Corporation 44.1 43.0 44.9

13 Under Hannam Bridge - Gaepo Apts. 3, 4 47.4 49.1 44.0

14 Jongno 5-ga - In front of Guryongsa 51.8 52.5 50.5

15 Anguk-dong - Seocho 3-dong intersection 58.3 59.0 57.5

16 Isu intersection - Police commando 55.8 52.3 56.5

17 Gayang Daea Apt - Guro Fire Station 42.0 41.0 43.1

18 Insville - Samyok University 48.2 48.3 48.0

19 Eunpyeong Garage - Hannam Square 56.6 56.8 56.3

20 Severance Bldg - Seohanam IC Entrance 51.1 47.4 54.2

21 Gimpo Airport Terminal - South End of the Han River Bridge 64.6 65.9 63.2

22 Ramian Art Hill - Oryun three-way intersection 46.0 44.4 47.2

23 Gimpo Airport Terminal - Hangnyeoul Station 52.3 53.3 51.5

24 Myeongdeok Elementary School - Dunchon Intersection 42.0 42.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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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요 도로의 기준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분석 대상 주요 도로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중 상위 링크 포함 비율이 상위 200개 링크 기준 30% 이상, 500개 링크 기준 50% 

이상이며 km당 통과차량대수가 10,000대/일 이상인 도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 주요도로는 도산대로, 

사평대로, 세종대로, 한남대로이다. 각 도로의 자유속도를 기존 주요도로축과 비교한 결과 도산대로의 자유속도는 

자유속도는 36.7km/h로 다소 낮게 나타냈는데 이는 간선도로와의 비교를 위해 샘플로 분석한 보조간선도로 학동

로(37.7km/h), 응암로(39km/h)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도산대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0. Free flow speed of extracted major road

No. Road
No. of accumulated 
vehicle (veh/day/km)

Ratio of included 
in top 200links

Ratio of included 
in top 500links

Free flow speed (km/h)

Overall
Ascending 

link
Descending 

link

1 Dosan 13,789 60% 90% 36.7 34.3 39.5

2 Sapyeong 12,816 43% 71% 49.7 46.9 51.5

3 Sejong 22,085 30% 79% 42.6 43.8 41.8

4 Hannam 10,987 33% 50% 59.8 59.6 60.0

또한 추출된 주요도로와 기존 주요도로축의 평균 속도를 오전비첨두(3-5시), 오전첨두(7-9시) 오후비첨두

(12-14시), 오후첨두(17-19시)로 시간대를 나누어 비교 ‧ 분석했다. Table 11과 같이 주요도로축의 시간대별 평균

속도는 오전비첨두 37.4km/h로 가장 높았으며 오전첨두 29.8km/h, 오후비첨두 26.5km/h, 오후첨두 23.4km/h 순

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입구-한강대교남단’축이 모든 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평균속도를 보였으며 ‘명덕초교-둔

촌사거리’축이 오전과 오후 첨두시에 평균속도가 가장 낮았다. ‘가양대아아파트-구로소방서’축이 오전비첨두, ‘서

대문역-동부제일병원’축이 오후비첨두에 평균속도가 가장 낮은 축으로 나타났다.

Table 11. Average speed of major arterials in Seoul

No. Section
Average speed (km/h)

3-5h 7-9h 12-14h 17-19h

1 Sinsa station - Gangnam Automobile Inspection Center Entrance 38.1 29.0 25.2 22.0

2 Water supply business center - Seoksu Station 37.9 28.7 25.7 23.0

3 Seodaemun Station - Yuhan Technical High School 36.6 28.0 26.2 24.2

4 Jeil Fire & Marine Insurance Co. - Gyeongin Expressway entrance 35.7 29.0 24.5 21.8

5 Seodaemun Station - Dongbu Jeil Hospital 32.8 27.9 22.9 20.5

6 Jongno 5-ga - Daejin High School 35.0 26.2 25.0 21.6

7 Dobong Inspection Station - Guryong Tunnel 39.3 30.0 26.8 23.7

8 Surak Elementary School - Ilwol Tunnel 37.1 31.8 29.0 25.6

9 Eunpyeong New Town Apts. 10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Gate 35.2 27.2 24.3 21.9

10 Dong-A Ilbo - Sangil IC 36.7 30.1 26.1 23.7

11 gogaymaru restaurant - Bokjeong Station 36.2 28.7 26.1 23.0

12 Gangbuk Youth Center - Urban Railway Corporation 33.5 28.3 26.2 23.7

13 Under Hannam Bridge - Gaepo Apts. 3, 4 36.2 29.5 24.1 20.6

14 Jongno 5-ga - In front of Guryongsa 36.5 29.9 24.8 21.6

15 Anguk-dong - Seocho 3-dong intersection 43.5 35.1 28.7 25.0

16 Isu intersection - Police commando 41.7 30.1 24.9 20.4

17 Gayang Daea Apt - Guro Fire Station 32.3 27.4 25.4 22.7

18 Insville - Samyok University 36.1 28.1 26.0 22.5

19 Eunpyeong Garage - Hannam Square 42.1 33.4 30.4 27.3

20 Severance Bldg - Seohanam IC Entrance 38.4 31.8 28.3 25.8

21 Gimpo Airport Terminal - South End of the Han River Bridge 47.1 38.2 37.8 33.1

22 Ramian Art Hill - Oryun three-way intersection 36.1 29.6 25.0 22.0

23 Gimpo Airport Terminal - Hangnyeoul Station 40.4 30.1 29.0 24.9

24 Myeongdeok Elementary School - Dunchon Intersection 33.1 25.9 23.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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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요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석 대상 주요 도로는 앞

의 자유속도 분석대상 도로와 같이 도산대로, 사평대로, 세종대로, 한남대로이다. 분석결과 사평대로, 세종대로의 

시간대별 평균속도가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남대로는 비첨두시 43.2km/h, 첨두

시 31.8km/h로 주요 간선도로축 대비 상당히 높게, 도산대로는 비첨두시 25.1km/h, 첨두시 23.1km/h로 상당히 낮

게 분석됐다. 

Table 12. Average speed of extracted major road

No. Road
No. of accumulated 
vehicle (veh/day/km)

Ratio of included 
in top 200links

Ratio of included 
in top 500links

Average Speed (km/h)

3-5h 7-9h 12-14h 17-19h

1 Dosan 13,789 60% 90% 29.7 28.2 20.5 17.9

2 Sapyeong 12,816 43% 71% 39.4 31.1 27.3 21.9

3 Sejong 22,085 30% 79% 33.0 26.7 22.8 20.4

4 Hannam 10,987 33% 50% 50.3 40.1 36.1 33.1

5. 소결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누적 통과차량대수가 많고 자유속도가 기존 주요간선도로축

과 유사한 도로를 산출했다. 최종적으로 사평대로, 세종대로가 추출되었으며 두 도로에 대해 기존 주요 간선도로축

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평대로는 도로 내 링크 14개 중 10개 링크가 통과차량대수 상위 500개 

기준 내에 포함 될 정도로 많은 통과차량대수를 나타냈다. 자유속도 분석결과도 49.7km/h로 주요 간선도로 관리 축

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Figure 5와 같이 위치상 인접해있고 자유속도 및 시간대별 평균속도가 비슷한 ‘이수

교차로-경찰특공대’축(자유속도 55.8km/h)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종대로는 도로 

내 링크 14개 중 11개가 상위 500개 기준 내에 포함됐으며 자유속도가 42km/h로 나타났다. 이는 Figure 6과 같이 

인근 위치하며 자유속도 및 평균속도가 유사한 ‘서대문역-동부제일병원’축(자유속도 41.8km/h)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고려 또는 별도 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남대로는 도로 내 링크 6개 중 3개 링크가 통과차량대수 

상위 500개 기준 내에 포함되어서 위치상 인접하고 자유속도가 비슷한 ‘은평차고지-한남광장’축에 포함되어 관리

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간대별 평균속도가 높은 편인 점을 감안하여 최종 고려 대상 도로에는 포함하지 않

았다. 도산대로는 10개 링크 중 9개 링크가 상위 500개 기준 내 포함되었지만 자유속도 및 시간대별 평균속도가 보

조 간선도로 급으로 낮아 최종 고려 대상 도로에서 제외되었다.

Isu intersection ~ Police commando 

Sapyeong main road

Seodaemun Station ~ Dongbu Jeil Hospital 

Sejong main road

Figure 5. Analysis for the Sapyeong main road Figure 6. Analysis for the Sejong Mai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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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통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택시 DTG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택시 DTG 데이터 중 개별차량의 링크단위 통행시간 데이터인 Level 2 데이터

를 이용하여 서울시 주요 도로 관리축에 관한 교통류 특성 분석을 진행했다. 데이터 가공을 통해 통과차량대수가 많

은 링크 및 도로를 산출하고 현재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과 비교했다. 비교 ‧ 분석 결과 택시 DTG 데이터를 이용하

여 산출된 주요 링크의 대부분이 기존 서울시 신호관리 주요 도로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DTG 

데이터가 개별 차량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분석결과 통과차량대수는 많은 것으로 관

측되나 기존 주요 간선도로 관리축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들도 다수 나타났다. 이는 도산대로, 사평대로 등 상위 200

개 추출 링크 기준 5개 도로, 상위 500개 추출 링크 기준 추가 4개 도로이다. 이 도로는 추후 주요 관리 도로축 재선

정 등 정책 의사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축 및 추출된 주요 도로의 자유

속도 및 평균 통행속도와 도로 링크 중 상위 링크 기준에 포함된 비율을 고려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로 사평대로, 세종대로를 추출했다. 

택시 DTG 데이터는 위치정보, 차량정보, 도로정보, 기록시간정보, 승 ‧ 하차정보 등 의미 있는 정보들을 다수 포

함한 데이터이다. 또한 앞서 기술하였듯이 가공 단계에 따라 Level 0-3의 다른 속성을 가진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

다. 따라서 교통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의 택시 DTG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일부 

단계의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 및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택시 DTG 데이터를 관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 DTG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누적통과차량대수가 많은 도로와 기존 주요도로축을 단순 비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논리적이고 정밀한 지표를 기준으로 주요 도로를 산출하는 방안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나 향후에는 시간대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분석 시 승객이 타고 있는 실차 기준 택시운행기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했으

나 택시의 특성이 일반 차량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속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오전 첨두 속도가 오후 

비첨두 속도보다 낮게 나오는 등의 일반차량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택시 데이터로 일반 차량의 행태

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TG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와 기존 VDS 등

의 검지체계로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택시 DTG 데이터와 다른 교통 빅데이터를 복합적으

로 사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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