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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accurate calibration of the volume delay function (VDF), 

which has the effect on the result of traffic assignment. As it is the last step of the traditional 

four step model for traffic demand prediction. Through the VDF, macroscopic traffic flow is 

allocated to the traffic network in the virtual environment using the travel time calculated at 

each link. The traffic volume calculated based on the travel time brings a calibration task that 

reduces the error compared to the actual traffic volume.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performing calibration task to reflect the traf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rough various 

optimization techniques, but Korea has been using uniform coefficient values   provided by 

KTDB. The determined value of the VDF correlation coefficien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different traffic behaviors by region, and this leads to inaccurate future traffic demand.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point,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ology to calculate the 

optimal value according to the road hierarchy in the region using GPS trajectory data. The 

developed algorithm was applied to interrupted flow and continuous flow,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was used for effect evaluation. As a result, the RMSE between the 

GPS-based speed and the simulation-based speed for interrupted flow was higher than 

continuous flow. It was 38.38 and 9.67, respectively. This is because factors, such as traffic 

signals and localized driving behavior are not considered in the interrupted flow.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considered diverse factors at interrupted flow to derive the value of the VDF 

correlation coefficient to get accurate travel speed.

Keywords: calibration, GPS trajectory data, traffic assignment, traffic demand forecast, volume
delay function

초록

본 연구는 장래교통수요 예측 기법의 4단계 추정법 중 마지막인 통행배정 결과에 가장 밀접

한 통행비용함수(Volume delay function, VDF)의 정확한 정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VDF

를 기반으로 가상환경 안의 교통 네트워크에 거시적 교통흐름을 할당하여 각 링크에서 계산되

어지는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통행을 배정하였다.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할당된 교통량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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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과 비교해서 그 오차를 줄이는 정산작업을 수반한다. 해외 선진국은 여러 가지 최적화기법을 통하여 각 지역

의 교통특성을 잘 반영하도록 정산작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KTDB에서 제공하는 획일화된 계수값들을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해진 VDF 상관계수값은 지역별로 다른 통행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부정

확한 장래교통수요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GPS 궤적데이터(Trajectory data)

를 활용하여 지역 내 도로위계에 따라 최적의 값을 정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연속류와 단

속류에 적용하고 효과평가를 위해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연속

류는 GPS기반 속도와 시뮬레이션기반 속도 간의 평균제곱근오차는 약 9.67이나, 단속류는 38.38로 상대적으로 높

았다. 이는, 교통신호와 같은 통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단속류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단속류 구간을 세분화하여 통행속도 보정을 위한 VDF 상관계수 값 도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정산, GPS 궤적데이터, 통행배정, 장래교통수요예측, 통행비용함수

서론

최근 국내외 자동차제조 및 통신 ‧ IT 업계에서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 자

율주행차량을 도로 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은 기존 차량과는 달리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획일화함으로써 지역 간 다른 통행행태로 인한 도로 위계별 통행량 및 통행속도를 예측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예측으로 효과적인 교통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용량증대 및 통행속도 개선과 

같은 효과로 인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완전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도기에는 자율주행의 일정한 주행특성과 일반차량의 다변화된 주행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통행수요 예측을 해야만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인 현장교통량 조사를 통한 통행수요 예측에는 분명 시간적 비

용적 한계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차량의 통행수요 및 속도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기종점 

통행량(O/D matrix), 통행비용함수를 배포하고 있다. 이 중 통행비용함수는 차량의 통행특성반영을 위한 지표로 

모든 차량이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 VDF의 유형은 미국의 BPR 함수를 

활용한 것으로, 각 도로 유형별로 통행비용함수 상관계수 값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도

로위계는 같으나 지역에 따라 통행속도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도 4호선 KTnG-직지교사거리(경북 

김천 부근)의 상 ‧ 하행 평균속도는 42.79km/h, 국도 28호선 유굼나들목-학전보건소앞교차로(경북 포항 부근)의 상 

‧ 하행 평균속도는 80.21km/h, 국도 3호선 상승대삼거리-건장삼거리(경기)의 상 ‧ 하행 평균속도는 55.86km/h로 같

은 일반국도의 위계와 유사한 교통량(국도4호선 17,415대/일, 국도 28호선 18,507대/일, 경기 12,606대/일)을 보

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교통수요예측 시 분석되는 통행속도와 실제 

통행속도를 비교하여 그 오차를 최소로 할 수 있는 통행비용함수 상관계수 값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해지

는 교통수단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행속도 산정을 위한 초기연구로 개별차량 GPS를 기반으로 지역 

내 최적의 통행비용함수 상관계수 값을 산정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1. 통행비용함수�보정

통행비용함수는 링크 교통량과 통행시간 간의 관계 함수로 도로의 수단선택 및 경로선택, 통행비용과 교통망 비

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교통수요분석 및 교통망효과평가를 위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도로

통행비용 설정이 필요하다(Jeon et al., 2009; Hong, 2017). 통행비용 계산을 위한 식은 Equation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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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통행시간(링크길이/자유속도)

 : 링크 교통량

 : 링크 용량

 : 파라미터

기존 통행비용함수 보정관련 연구는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 Genetic algorithm이 주로 활용되었다

(Choi, 2016). Cetin et al.(2012)은 현장에서 조사된 교통량과 모델에서 분석된 통행량을 기준으로 통행시간을 기

준으로 파라미터 보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경로 선택 및 분배과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Foytik et 

al.(2013)은 수요를 세분화하여 배정된 통행량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Choi et al.(2015)은 연속류에서 교통량을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보정하였다. Choi et al.(2006)은 KTDB에서 배포한 도로위계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전국 

지역 간의 값을 추정하여 할당교통량과 관측교통량 간의 오차율이 개선되었다.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로는 Nobel and Yagi(2017)가 BPR 함수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파라

미터를 적용하여 통행 배정한 것과 교통량조사의 결과로부터 delay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Leong(2016)은 파라미

터 보정을 하였다. 분석결과, 원래 BPR 함수의 파라미터(α: 0.15, β: 4.0)는 교통량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나 보정

된 파라미터(α: 0.8298, β: 3.361)는 다양한 교통량 변화에 따라 현실과 유사한 교통량 배정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낮은위계의 도로에서 용량이 600pcu/h를 초과 시 교통량 변화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2008)

은 고속도로에서의 구간별 V/C를 산출하여 관측통행시간과 관측교통량을 근거로 BPR 파라미터 회귀분석으로 추

정하였고, V/C의 통행시간 변화율 지방부 고속도로보다 도시부 고속도로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Lee et 

al.(2008)은 통행비용함수에 다른 식(BPR식, Akcelik 지체함수식)을 적용하여 통행배정을 실시한 결과, 장래 수요

패턴과 편익이 상이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일률적으로 BPR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분석 지역에 따라 검토한 후 정

산해야 신뢰성을 가진 통행비용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Heo and Son(2009)은 신호등 설치밀도와 

g/C가 고려된 도로의 등급으로 재정립하였고 실제 조사된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회귀분석으로 통행비용함수를 추

정하였다.

일률적인 통행비용함수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연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가 교통량 및 통행시간 활용 및 특정 알고리즘에 편중되어있는 성향으로, 보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현실과 유

사한 통행비용함수 파라미터 보정연구가 필요하다.

2. GPS 데이터�활용

GPS 데이터는 세 개 이상의 GPS위성에서 송신된 신호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하다. 또

한, One-way 방식으로 기상조건, 간섭 및 방해에 강하여 시간과 날씨의 상관없이 신뢰성 높은 위치정보 획득이 가

능하다.

시간에 따라 정확한 위치측정이 가능한 GPS데이터의 장점으로 인해, 교통분야에서 GPS데이터는 이동거리, 속

도, 시간과 같은 다양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Quiroga and Bullock(1998)은 GPS와 GIS 기술을 활용

하여 이동시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수집 절차로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sampling 기간에 시간과 

좌표 및 속도를 수집하였고 GPS data를 필터링하여 고속도로 구간을 따라 이동시간과 속도를 계산을 시행하였다. 

Choi et al.(2006)은 구간정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도로 링크를 주행하는 GPS Probe 샘플을 활용

하였고 이는 우수한 정보 신뢰도를 가진 구간검지체계로, 도시부 신호교차로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Yoo(20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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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된 링크로 인하여 부정확한 이동 거리 간 이동 추정시간이 문제였으나, 손실링크를 위성정보와 결합하므로써 

제한된 GPS 데이터를 복원시킨 후 통행속도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Lee et al.(2016)은 교통혼잡상황 판단을 

위해 서울시 택시들의 GPS 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였다. 링크매칭과 진 ‧ 출입시간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였

고 이로부터, 구간통행속도를 산출하였다. Hwang et al.(2019)은 2초단위의 택시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속

도의 정확도를 향상을 목적으로 결측링크 복원 및 링크 진 ‧ 출입시각 산정을 위한 맵매칭 기법을 고안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기존 통행비용함수에 관한 연구는 할당된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관계로 통행비용함수의 최적 파라미터를 도출

하였다. 실제 교통량을 수집하려면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KTDB가 제공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역의 특성, 도로의 특성을 담지 못하

는 바 교통수요분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적은 비용을 많은 전자 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비용

함수의 파라메터값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GPS데이터는 위성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므로 GPS 수신기의 전

원만 갖추어져 있으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최신 GPS 시스템들이 자체적으로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대형구조물에 영향을 받아 정확한 위치수집이 어

려울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무선 위성 수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

하여 교통 네트워크상의 링크에 가장 근접하도록 위치 정보를 보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상의 통행시간

과 GPS의 통행시간의 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시행하였다.

방법론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통행속도 예측을 위해, 통행비용함수 파라미터 값을 최적화하

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Figure 1과 같이 GPS데이터와 교통수요분석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실제통행속

도와 분석된 통행속도의 속도 유사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Figure 1. Research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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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 분석을 위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서 제공하는 수요분석 네트워크, 기종점 통행량(O/D), 

도로위계별 통행비용함수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PTV사의 Macro simulation인 VISUM을 활용

하여 통행속도 분석데이터를 산정하였다.

실제통행속도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도로주행 시 스마트폰 내 GPS 기록장치를 활용해 차량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수요분석도구(VISUM)에 할당하므로써, 링크 별 통행속도 추정을 시행하였다.

실제속도와 모델속도의 유사성평가를 위해 RMSE(Root Mean Square Error)방식을 채택하였다.

1. 모델속도데이터�구축

모델속도 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에서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기 ‧ 종점 통

행량 그리고 통행비용함수 상관계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네트워크는 도로선형을 보다 자세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 전국단위 네트워크에 대전 ‧ 충청권 부분을 GIS자료 기반 네트워크로 보완하여 Figure 2와 같은 분석 네트워크를 

Figure 2. Macro-simulation analysis network (left) Origin/Destination matrix (right)

Table 1. VDF funtcion parameters form KTDB

Hierarchy Freeflow speed (km/h) Capacity (pcphpl) α β Weight

Highway (1 lane) 80 1,600 0.58 2.4 0.110

Highway (2 lanes) 117 2,200 0.645 2.047 0.220

Highway (over 3 lanes) 119 2,200 0.601 2.378 0.264

General national road (1 lane) 70 750 0.15 4 -

General national road (2 lanes) 80 1,000 0.15 4 -

General national road (over 3 lanes) 90 1,000 0.15 4 -

Local road (1 lane) 60 750 0.15 4 -

Local road (2 lane) 70 1,000 0.15 4 -

Local road (over 3 lanes) 80 1,000 0.15 4 -

City road 40 4,000 0.15 4 -

Connectors 20 99,999 - - -

Urban highspeed road (over 3 lanes) 90 2,200 0.15 4 -

Urban highspeed road (under 2 lanes) 90 2,000 0.15 4 -

Ramp 50 1,600 0.15 4 -

Tollgate 50 1,600 0.15 4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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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기 ‧ 종점통행량(O/D)은 1일 평균교통량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시간은 첨두 1시

간으로 통행량 보정이 필요하였다. 첨두 1시간 교통량을 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국토교통부 주관 ｢국

가교통DB 사후평가보고서｣에 제시된 1일 통행량 중 첨두 1시간 교통량 집중률인 7%를 적용하였다. 이후 시뮬레이

션 도구(VISUM)에 산정된 첨두 1시간의 O/D를 적용하여, 전국단위의 첨두 1시간 통행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위계별 현실적인 통행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행비용함수의 파라미터는 KTDB 기준에 맞추

어 Table 1과 같이 적용하였다.

2. 실제�속도데이터�구축

실제 속도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실제 주행 GPS 데이터수집 단계, 두 번째는 

수집된 GPS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내 구축된 노드 및 링크에 GPS 정보를 할당하는 단계이다. 실제주행 GPS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robe차량으로부터 평일 오전첨두 및 비첨두시 1초 단위의 GPS정보를 수집하였다.

GPS 정보할당단계에서는 수집한 GPS데이터가 앞서 구축한 시뮬레이션 내 정확한 좌표위치에 할당이 되도록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좌표계를 Python을 활용하여 일치시켰다(국내 표준노드링크: KATEC 좌표계, 

수집된 GPS 데이터: WGS84 좌표계).

초단위로 기록된 GPS 데이터는 GPS 위치정보 오차를 고려하여 단속류의 경우 50m반경(표준편차 40m), 연속류

의 경우 700m반경(표준편차 40m)에 위치한 노드를 탐색하여 인접 노드에 GPS 시간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통행속

도는 인접한 두 노드의 시간 및 거리정보를 통해 산출된다. 실제주행된 GPS정보가 Node에 할당되므로, 연속류와 

같이 두 노드간 거리가 먼 경우에는 노드 탐색반경을 넓혀 더 많은 범위에서 인접 노드 탐색이 가능하도록 조절이 필

요하다.

3. 유사성�평가

유사성 평가를 위해서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 구축된 모델의 예측성능 판단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 측도를 활용할 것이다. Equation 2는 예측한 값과 실제환경에서 관찰되는 값의 차이를 다루는 

정밀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평가하기 알맞은 지표로 사용하였다.

RMSE






  



 


  (2)

여기서,  : 데이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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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측값

Case Study

1. 대상지�선정

통행특성에 따른 실제주행속도와 분석된 통행속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3과 같이 단속류 및 연속류

로 구분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단속류 분석지점 선정기준으로는 신호교차로 및 단일로가 존재하며, 교통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구간을 선정하였

다. 선정 결과, 국도 1호선(천안대로) 내 수헐교차로에서 공주대학교 삼거리까지로 총 4.43km로 제한속도 60km/h의

(현재는 50km/h로 변경) 구간이다. 분석구간 내에는 5개의 신호교차로와 6개의 보행자를 위한 단일 신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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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류 분석지점 선정기준으로는 교통량이 많으며, 평일에 지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나라를 대

표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천안 IC부터 신탄진 IC까지 총 58.33km구간을 선정하였다.

(a) Interrupted flow (b) Uninterrupted flow

Figure 3. Case study area

2. 데이터�수집

본 연구는 특정시간 GPS 데이터를 참값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상의 통행시간과의 차이(error)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GPS 데이터 한 세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수행하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3. 분석결과

통행속도 비교분석을 위해 총 3가지 속도를 비교하였다. 사용된 통행속도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O/D, 통행비용함수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산출되는 통행속도, 실제 주행으로 획득한 

GPS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행속도 그리고 링크의 할당된 자유 통행속도이다.

단속류 구간 비교분석 결과, 자유속도와 시뮬레이션에서 분석되는 통행속도의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났다(Figure 

4참조). 하지만,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첨두시간을 사용하여 평소보다 가중된 통행량으로 통행속도가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모델 유사성 지표가 높게(RMSE=45.40) 분석되었다.

GPS데이터 기반 분석결과의 경우 다른 속도지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단속류의 특성 상 교통신호의 영향 및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로부터의 차량진입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해 모델 유사성이 높게(RMSE=38.38) 분석되었다. 이때 단순히 RMSE 숫자만을 가지고 비교하면 

자유속도와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더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RMSE는 패턴보다는 숫자 간의 오차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GPS결과의 RMSE가 낮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각 통행구간에 대하여 GPS와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한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구간4-2에서 통행시간의 차이가 85초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하류부인 구간5-1에

서도 78초의 큰 차이를 보인다. 예상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신호연동이 되어있지 않아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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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vel time (b) Travel speed

Figure 4. Travel time and speed (interrupted flow)

Table 2. Difference between GPS and Simulation in travel speed and time (interrupted flow) (unit: km, km/h, s)

Section 1-1 1-2 2-1 3-1 3-2 3-3 3-4 4-1 4-2 5-1

Distance 0.74 0.65 0.54 0.09 0.70 0.12 0.12 0.24 0.48 0.75

Speed 9.84 -13.93 10.80 45.74 13.19 -6.17 18.70 41.89 48.57 38.05

Time -13 29 -15 -12 -39 9 -10 -40 -85 -78

연속류 구간 분석결과, Figure 5와 같이 자유속도와 시뮬레이션에서 분석되는 통행속도의 패턴은 단속류의 경우

와 달리 단순히 패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속도값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RMSE 값이 9.45로 유사한 수준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GPS기반의 통행속도도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다른 속도지표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델 유사성은 9.67로 통행배정속도와 비교한 경우보다 약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a) Travel time (b) Travel speed

Figure 5. Travel time and speed (continuous flow)

Table 3은 연속류에서 각 통행구간에 대하여 GPS와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한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구간5에서는 주행데이터(108.86 km/h) 수집 시 해당 구간을 기준 속도(99.33 km/h)보다 높게 

주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 참조). 모든 구간 시뮬레이션의 통행시간과 실제주행으로 획득한 통행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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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12km/h 미만으로 분석되었고 각 구간별 차이(Variation)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between GPS and Simulation in travel speed and time (continuous flow) (unit: km, km/h, s)

Section 1 2 3 4 5 6 7 8

Distance 5.93 3.75 13.51 7.83 3.78 5.68 2.51 3.89

Speed 2.48 -3.2 4.12 4.66 10.96 11.04 7.73 2.78

Time -8 5 -20 -13 -14 -21 -7 -4

결론�및�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행으로부터 획득한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VDF 상관계수 보정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당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통행시간 차이를 최소화하는 VDF를 찾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연속류의 경우 통행흐름 방해요소가 적

어 모델과 유사한 통행속도 패턴을 보이지만, 단속류의 경우 통행에 방해되는 요소(신호 대기, 반복 정체구간 등)으

로 통행속도 패턴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부에서 신호교차로 고려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Macro-

scopic이 아닌 Mesoscopic 혹은 Microscopic한 분석을 통하여 도심 내 신호교차로가 통행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요예측 추정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통행배정 시 현실의 차량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GPS를 

사용하여 구간별 통행시간 및 속도를 정확히 수집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 내 교통량, 교통용량, 통행속도 및 통행

시간 간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각기 다른 차량에 설치된 GPS를 사용하게 되면 수단별, 시간대별, 지역별, 구간별로 세분된 VDF 변수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체론적인(Holistic) 거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의 분석론을 넘어 매우 미시적이고 세세한 교통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개별행태를 포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매우 많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의 운영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개인특성 데이터 DB를 

구축하여 개인 이동패턴 및 통행행태를 파악하는 활동기반(Activity based) 모형을 개발하는 데도 GPS와 같은 최신

기기는 수요예측 추정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임을 본 연구에서 증명하였다. 새로운 가구통행

실태조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신교통수단과 더 다양화된 통행목적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시점에

서 최첨단 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은 활동기반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 연구(지점 검지기 데이터 활용)와 다르게 개인교통수단의 경로 파악이 가능한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시

뮬레이션에서 유사한 통행속도로 분석되게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GPS 기반 통행속도 및 모델로부터 획

득한 통행속도 차이 최소화를 위한 상관계수 최적화 및 획득이 필요하다.

알림

본 논문은 대한교통학회 제83회 학술발표회(2020.10.30)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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