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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ically, to evaluate the vehicle’s performance, the driving cycles are used. However, in 

the case of vehicles having a particular operating environment, there are difficulties assessing 

the performance when using the usual driving cycle. For instance, the courier vehicl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typical driving cycles, such as the maximum speed, the average 

speed, and the idle time ratio. Therefore, development of the driving cycle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f vehicles operating with a non-usual driving pattern is need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s the driving cycle reflecting the actual driving characteristics. The DTG 

(Digital TachoGraph) data that the actual trajectory is used. It is collected from the commercial

courier trucks with a load limit of 1 ton. Initially, authors divided the total trajectory into 

micro-trips, which is the data between stops (0km/h). Then the authors extracted the driving 

properties of each micro-trip. After that, the authors clustered the features and generate a 

driving cycle based on the clustering results. In result, a representative driving cycle is 

synthesized from the actual data with 2,254 seconds, 6.86km/h average speed, and 0.48 idle 

ti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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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에서는 차량의 공인 성능평가를 위해서 미국(FTP-75)과 유럽(NECD)의 표준 운행 사이

클을 사용한다. 그러나 택배 차량과 같이 특이 운행 환경(저속주행, 가다-서다 운행의 반복 등)

을 가지는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 조건에서 개발된 운행 사이클이 최대 속도, 평균 속도, 유휴 시

간 비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성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실 운행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운행사이클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

계(Digital TachoGraph, DTG)에서 수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의 일일 운행을

정차-정차 구간 단위로 구분하고, 단위별 특성을 추출한다. 추출된 단우를 K-means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후 클러스터별 출현 비율에 따라 가중 추출된 대표운행사이클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결과 길이가 2,254초, 평균 속도가 6.86km/h, 유휴비율 4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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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7년 2/4분기에 조사된 택배 차량 평균 운행속도 5.9km/h(KOTI)와 유사하

고 택배 배송에 사용되는 차량의 실 운행기록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운행사이클, 디지털운행기록계, 주행기록, 택배트럭, K-means 클러스터링

서론

차량의 표준화된 성능과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공인시험 주행모드

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D-13 등의 테스트 모드를 개

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공인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개발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 중인 

FTP(Federal Test Procedure)-75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환경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렵고, 특히 빈번한 주 ‧ 정차와 가 ‧ 감속 등의 주행 특성을 갖는 소형 택배 트럭과 같은 특이형태의 주행패턴을 

가지는 운행차량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및 통행수단이 가지는 다양성으로 인해 각 상황에 적합한 차량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주행모드에 

대한 연구(Hung et al., 2007; Kamble et al., 2009; Han et al., 2012)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다양한 가

상의 가 ‧ 감속 패턴 및 속도를 고려하는 유럽의 NEDC 주행모드와 일본의 J10-15등의 모드를 제외하고는 FTP-75

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주행모드(Tong et al., 1999; Amirjamshidi and Roorda, 2015; Arun et al., 2017)들이 실제 

환경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의 통계적 특성-특정지역, 특정시간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행패턴, 최고속도, 평균속

도, 정체성향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주행모드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에 따른 성능평가 주행모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과 실 데이

터의 효과적인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Fotouhi and Montazeri-Gh 

(2013)은 테헤란에서 AVL(Advanced Vehicle Location) System을 통해 수집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주행

특성을 추출하고, 클러스터링하여 정체주행(Congested traffic condition) ‧ 도심주행(Urban traffic condition) ‧ 준

도심주행(Extra urban traffic condition) ‧ 고속주행(Highway traffic condition)의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눈 후, 이를 

바탕으로 각 클러스터의 중심에서 가까운 주행(trip)부터 충분한 길이가 될 때까지 기록을 붙여 각 그룹별 주행모드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송업무로 인한 도심주행을 주로 하여 저속운행과 잦은 가다-서다 운행 행태를 보이는 소형 택배 

트럭의 대표적인 운행 사이클을 개발하여 관련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고 유사업종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 시, 주요 부품의 성능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빅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의 대표운행

사이클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Fotouhi and Montazeri-Gh(2013)에서 사용한 K-means clustering와 주행모드 

도출 방법을 활용하여, 소형 택배 트럭과 같이 비교적 특수한 상황의 운행패턴을 가지는 차량의 성능 평가용 주행모

드를 개발하고자 각 클러스터별 주행기록이 아닌 클러스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주행모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및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의 기본단위를 설정하

는 방법과 클러스터링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클러스터 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표운행사이클을 도출하는 방

법을 논하고, 택배 트럭의 일일 주행 궤적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사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구의 

활용방안 및 한계점에 관해 서술한다.

수집�데이터�및�분석

디지털운행기록계(Digital TachoGraph, DTG)는 차량에 부착하여 이동거리, 속도, RPM, 종 ‧ 횡방향 가속도, 브

레이크 작동 여부, 위 ‧ 경도 및 GPS 방위각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로, 현재 사업용 차랑에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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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위의 운행정보를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DTG는 차량으로부터 다수의 운행 특성

을 저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에 사용할 특성을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특정 업체

나 지역에 국한된 특정 차량으로부터의 주행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적재중량 1

톤 이하 트럭으로부터 발생한 주행기록이 의무적으로 제출된 가운데 랜덤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 표본수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bias)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적재중량 1톤 이하 트럭의 DTG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표운행

사이클 도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1톤�트럭�데이터�수집�및�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4월 발생하여 제출된 적재중량 1톤 이하 소형트럭 318대의 DTG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하였다. 총 65,050,870개의 궤적 GPS 좌표를 통해 지도상에 나타낸 그림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을 보면 수집

된 주행기록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기본 주행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Figure 1. Region and points of collected data

Table 1. Characteristics of data

Data Mean Std. Dev. Min. Max.

Daily driving distance (km) 121.05 124.60 0 1,991

Speed (km/h) 39.76 32.79 0 180

RPM 1402.11 659.70 0 8,639

GPS azimuth (°) 170.20 112.77 0 360

Acceleration: x-axis (m/s) -0.1735 4.9351 -99 99

Acceleration: y-axis (m/s) -0.0102 3.7383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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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기준 적재중량 1톤 이하 소형 트럭은 총 2,828,335대 이며, 이 중 DTG 기록 제출 대상인 등록된 사업

용 차량은 총 120,631대가 있다. 따라서 수집된 샘플은 전체 모집단의 0.26%가량으로 샘플률이 낮아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차량의 개별적 특성을 최소화하며 운행구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행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행 기

록을 micro-trip으로서 정의하고, 이를 단위로 하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소형트럭의 주행기록에서는 일반 차량

의 주행과는 다르게 주로 시내를 주행하고 다수의 배송지점을 방문하여 잦은 정차(속도 0km/hr)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차 상태를 기준으로 정차와 다음 출발 사이의 구간을 micro-trip으로 정의1)하고 기록계의 오작동이 

없는 구간에 대하여 총 293,425개의 micro-trip을 생성하였다. 

2. Micro-Trip 클러스터링

수집된 micro-trip의 운행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각각 평균 속도, 최대속도, 최대 가속도, 최대 감속도, 이동 

거리에 대한 가속 횟수 비율, 전체 시간에 대한 가속 시간의 비율의 6개 특성이 선정되었고, 이를 각 micro-trip에 대

해 계산하여 6차원 벡터를 형성하였으며, 이 6차원 벡터는 각 micro-trip의 특성 벡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특

성 벡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연산 비용이 적게 사용되기 때문에 

Large-scale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며, 초기 Initial point를 도메인에 적합한 값으로 지정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

능하다. 또한, 각 cluster의 대표값이 centroid의 좌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대표 운행 사이클을 생성할 때 선택

하는 micro-trip의 기준을 직관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클러스터의 개수 

K를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평가(Davies Bouldin Index)로 임의

성을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5개의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 차량이 실 주행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정체-도심-준도심-고속 운행으로 4개 이상의 군집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과도 일치하였다.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를 벡터 공간 위에서 K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

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레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입력 데이터를 분류한다. 알

고리즘의 초기 단계에서, 각 벡터는 각 클러스터의 중심벡터 집합  중에서 유클리드 거리가 최소인 중심벡터를 

중심벡터로 갖는 클러스터 에 포함되도록 결정된다. 임의의 p-차원 특성 벡터   와 k번째 클러스터의 중심벡터 
 사이의 p-차원 유클리드 거리(l)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1)

임의의 위치에 K개의 클러스터(cluster)와 클러스터 중심을 위치시키고, 데이터셋의 각 벡터를 K개의 클러스터 

중심 중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클러스터 중심이 속해있는 클러스터에 할당한다. 이후, 각 클러스터

에 포함되는 데이터셋의 평균값을 해당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중심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클러스터 중심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때 각 벡터와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벡터 사이의 유

클리드 거리의 합으로서 밀집도 혹은 비용 함수(Equation 2)가 정의된다. 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성 벡터를 나

타내며, 는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를 나타낸다. 밀집도는 데이터셋이 클러스터 중심으로부터 분산되어 있으면 높

은 값을 가지고, 비슷한 특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낮은 값을 가지므로, 이를 척도로 하는 평가 지표인 Davies 

Bouldin Index(이하 DB Index)를 사용하여 적절한 클러스터의 개수 K의 결정이 가능하다.

1) 기존�연구(Haan and Keller, 2001; Fotouhi and Montazeri-Gh, 2013)에서는�대체로�micro-trip을�정차와�정차�사이의�운행기록으로�정의하고�있으나, 본�연

구에서는�정차하고�있는�시간(stop duration)에�대해서도�함께�고려하기�위하여�출발로부터�다음�출발�이전까지의�운행기록을�micro-trip으로�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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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avies Bouldin Index는 최적 클러스터 개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클러스터 내(inner-cluster) 유사도가 높고, 

클러스터 간(inter-cluster) 유사도가 낮은 클러스터들을 생성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낮은 Davies-Bouldin 

Index 값을(Equation 3)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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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때, ,는 해당 클러스터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은 두 클러스터가 얼마나 분리되었는지를 나타

내는 척도를 나타낸다. 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성 벡터의 개수를 나타내고, 클러스터 중심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할 때, p는 2이다. 계산된 K값에 대한 DB Index의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에서의 K값을 최적 클

러스터 개수로 결정한다(elbow method). 알고리즘은 비용 함수가 지역 최솟값(local minimum)을 가질 때 중단되

므로 클러스터의 평가는 해당 K값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최소의 DB Index을 가질 때의 K-means 클러스터링 결

과를 사용한다. DB Index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변곡점으로 최적 클러스터 개수는 5개로 도출(Figure 2) 되었는

데, 6개 이상의 더 높은 개수의 클러스터로 분할하는 경우, 기 분리된 클러스터를 재분할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된다. 클러스터링을 실시한 후 이를 다시 출현 비율로 분할하여 대표운행사이클을 생성하는 현재 방식에

서는 클러스터 개수의 추가는 최종 대표 사이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며, 이는 실제로 클러스터를 6개 이

상으로 나누어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을 때, 고속주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ure 2. Number of clusters and DB index

따라서 5개의 클러스터를 가지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clusters

Cluster num Frequency Max speed Mean speed

1 0.06  5  2.17

2 0.23 23 11.02

3 0.23 36 18.90

4 0.32 58 35.78

5 0.16 87 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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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운행사이클�도출�및�실운행기록과의�특성�비교

1. 대표운행사이클�도출

대표운행사이클은 각 특성 벡터가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에 해당하는 micro-trip을 이어 붙여 생성한다. 2장에서 

도출한 각 클러스터의 중심 micro-trip을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된 micro-trip 개수에 비례하는 확률을 통해 추출하

여 제작하였다. 이때, 클러스터링이 완료된 후, K개의 클러스터 각각에 포함되는 micro-trip의 개수를 각각 

 라 하면, micro-trip 총 개수는   




 이고, 대표운행사이클에 포함시킬 중심 추출 확률은  



이다. 기

존에 사용되는 연비 평가용 주행사이클의 총 주행 거리 또는 총 주행 시간과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클러스터 중심 

micro-tip을 위 확률을 통해 추출하고, 추출이 완료된 후 이를 임의의 순서로 배치하여 대표 운행 사이클 제작을 완

료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서울시 도심 평균 속도가 19km/h로, 평균 속도가 19km/h 이상인 클러스터에 대하여 비

(非) 시내 주행으로 간주하여 클러스터 4와 5를 제외하였다. 이는 수집된 적재중량 1톤미만 트럭 DTG 데이터에는 

용달 차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외곽지역, 장거리 고속주행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성을 제외하기 위하

여 평균속도가 낮은 클러스터 1, 2, 3만을 사용하여 대표운행사이클을 생성하였다. 이에 클러스터 출현비율은 1, 2, 

3 순서대로 11.54:44.23:44.23(6:23:23)이고, 전체 사이클의 길이는 주로 통용되는 공인연비 사이클인 FTP-75와 

유사하게 2,500초 근처에서 형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1, 2, 3의 유휴 시간 비율인 0.48을 적용하여 사이클 

길이의 48%는 정차하고 있는 상태인 유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도출된 대표운행사이클의 

속도-시간 그래프는 Figure 3과 같다.

Speed(kph)

Time(sec)

Figure 3. Representative driving cycle

본 연구에서 생성한 대표운행사이클은 길이가 2,254초, 평균 속도가 6.86km/h로 2017년 2/4분기에 조사된 택배 

차량 평균 운행속도 5.9km/h(KOTI, 화물운송시장동향)와 유사하게 도출되어 생성된 대표운행사이클이 소형 택배 

트럭의 운행 특성을 다소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더 상세한 비교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실 운행기록과

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2. 실�운행기록과의�특성�비교

도출된 대표운행사이클의 평균속력 및 유휴비율 등의 실제 택배 차량의 운행행태와의 비교를 위하여 임의 선정된 

차량의 운행궤적을 검토하였다. 시내 주행 비율이 높은 트럭을 대상으로 주요 정차지역 및 정차시간, 평균속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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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율 등을 산정하였다. Figure 4의 A트럭의 경우 평균속력이 7.58km/h, 유휴비율이 0.52, Figure 5의 B트럭은 평

균속력 10.37km/h, 유휴비율 0.46, Figure 6의 C트럭은 평균속력 7.95km/h 유휴비율 0.47로 나타났다.

Figure 4. Truck A (5th April)

Trajectory and Major Delivery Stop

Figure 5. Truck B (12th April)

Trajectory and Major Deliver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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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uck C (18th April)

Trajectory and Major Delivery Stop

실제 운행궤적과의 비교 결과, 화물운송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비해 트럭의 일일 실 운행 데이터와 대표운행사이

클의 더 높은 평균속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물운송시장동향 조사의 경우 전체 운행시간 대비 전체 주

행거리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엔진 정지 시에도 속도가 0으로 간주되어 전체적인 평균속력이 낮아지게 되고, 실운

행궤적의 경우에는 시내주행 뿐 아니라, 차고지 등에서 배달지역까지 이동 등 일부 고속주행이 가능한 구간 등이 포

함되어 있어 시내 저속주행구간을 가정한 대표운행사이클에 비해서도 다소 평균 속력이 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유휴비율은 실운행궤적에서 도출된 비율과 원데이터인 micro-trip단위의 유휴비율이 유사하여 대표운행사이

클에 반영된 유휴비율이 실제 운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성능평가용 주행모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황과 차종에 적합한 성능평가 주행

모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한 주행패턴을 가지는 소형택배트럭의 운행궤적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운행 사이클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적재중량 1톤 이하 트럭의 DTG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출발 및 정차 포함, 다음 출발 이전까지의 

micro-trip으로 가공, K-means 알고리즘을 통하여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클러스터 중 고속운행의 클

러스터를 제외하고 출현비율에 맞추어 길이 2,254초, 평균속력6.86km/h, 유휴비율 0.48의 대표운행사이클을 도출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택배 트럭의 궤적을 검토하여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

시된 트럭 3대의 운행경로만으로 전체 소형 택배 트럭의 운행 특성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표운행사이클은 소형 택배 트럭이 가지는 주행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의 경유를 사용

하는 소형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로 개조하는데 각 부품별 성능을 산정하거나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사용하면 충분한 데이터 확보 시 특정 차종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대표운행사

이클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당 차량의 성능평가 및 유사차종의 부품개발 시 성능결정의 가이드라인

을 제안 할 수도 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8 No.4 August 2020332

•Articl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riving Cycle for Delivery Truck Using Digital Tachograph

더불어, 최근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연구 ‧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시장 내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용 주행모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저단에서 전기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어(Yang et al., 2014) 내연기관과는 다른 동력사용 패턴을 보이

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위한 별도의 주행모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형 택배 트럭을 위한 대표

운행사이클을 도출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동력원을 가지는 차종에 

관한 성능평가용 주행모드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중 ‧ 장거리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중 ‧ 대형 트럭에 대하여서도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운행 특성에 적합한 운행 사이클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표운행사이클

뿐 아니라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되는 각 목적에 적합한 운행사이클들을 실 운행기록의 특성들과 비교분석하여 신

뢰성을 확보한다면 연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등에서 해당 차종 

및 목적등에 적합한 연비시험을 시행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TG 데이터에는 차종에 

해당하는 변수가 누락되어, 소형 택배트럭과 달리 비교적 장거리를 운행하고, 정차횟수가 적은 용달차량의 운행이 

혼재해 있다.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고속주행을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택배트럭이 아닌 차량의 시내주행 특성

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수집된 데이터는 1달(4월)동안의 운행기록으로 타 계절에서 

발생 가능한 기상효과(강수, 적설 등)에서 운행되는 패턴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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