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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hoice of 

start time by travel distance and the behavioral hypothesis that such difference in departure 

time results in differences in vehicle trip distribution patterns by time range using actual 

measurement data of navigation. In the current, when estimating traffic demand, use AAWDT 

(Annual Average WeekDay Traffic) estimated from household traffic survey sample data to 

estimate traffic pattern by applying the ratio of peak and non-peak vehicle trip. However, it is 

thought that estimating the concentration ratio of roads with uniform rate of peak and non-peak

regardless of travel distance (travel time) to analyze the network path will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actual traffic patterns. This study proposes a more realistic method of estimating by 

reflecting the traffic patterns which difference in peak and non-peak time due to differences in 

departure time by distance using actual measurement data of navigation. in the network analysis.

This study use SK T-map data, which has the highest share of navigation service in Korea, of 

261 day on weekdays during one year. SA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RapidMiner (data

mining platform) were used as analysis tools to construct k-means clustering. Based on actual 

navigation data, interregional travel distance was divided into seven groups to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and the average traffic rate was calculated by the distance groups. By grouping

and simplifying similar traffic patterns such as peak, non-peak and night using 24-hours traffic 

concentration rate data from derived seven distance group, a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most realistically express traffic patterns. In other word, using the 24-hour traffic concentration 

rate of seven distance groups, through the k-means clustering analysis from k=2 to k=5, the 

time zone with similar traffic pattern of concentration was divided into one group. The results 

of BIC, Elbow, Silhouett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by k-means clustering result, slope, 

and value of non-segmented simple regression model were compared according to k valu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best to classified traffic pattern by time into three 

groups. In addition, it proposed a method of building OD data to enable network analysis that 

reflected the classification of travel distance and traffic concentration ratio patterns obtained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a more realistic analysis of the traffic patter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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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ands on roads where short, medium and long distance traffic is mixed when performing a traffic assignment 

based on OD data which reflecting differences in departure time by travel distance.

Keywords: construction of OD data reflecting differences in departure time by distance, grouping of time sections 
by similar patterns according to traffic concentration rate, k-means clustering, navigation data, simple 
regression

초록

이 연구는 내비게이션의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간 통행에 있어 통행거리별로 출발시각 선택에 차이가 있

다는 가설과 이와 같은 출발시각 차이는 통행거리별로 시간대별 교통량 분포패턴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행태적 가설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통수요추정 시 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자료를 전수화하여 추정된 AAWDT(Annual 

Average WeekDay Traffic)를 이용하여 첨두 ‧ 비첨두의 집중률을 적용하여 교통패턴을 추정 분석하고 있다. 하지

만 이와 같이 통행거리(통행시간)에 상관없이 획일적 첨두 및 비첨두 집중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노선배정분석을 

하여 각 도로구간의 첨두시, 비첨두시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 통행패턴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고려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실측 조사된 내비게이션 자료로부터 통행거리별 출발시각의 차이로 인한 첨두시간

대의 차이를 네트워크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출발시각 시점을 기준으로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집중률 패턴을 좀 더 

현실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현재 국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가장 높은 점유

율을 확보하고 있는 SK T-map 자료이며, 2016년의 평일 261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적용한 분석도구는 통계 패

키지 프로그램인 SAS와 데이터 마이닝 플랫폼인 RapidMiner를 이용하여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하였다. 내

비게이션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간 통행의 통행거리를 통행특성이 유사하도록 거리별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하

였으며, 구분한 거리별 그룹에 대해 시간대별 평균 교통량 비율을 산출하였다. 위에서 구한 통행거리별 7개 그룹의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교통량 집중률 자료를 활용하여 그룹별 시간대를 첨두, 비첨두 및 심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유사 교통패턴을 그룹화 및 단순화하여 시간대별 분포패턴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즉, 7개의 그룹의 하루 24시간의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을 k=2부터 k=5까지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집중률 패턴이 유사한 시간대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k값에 따라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별 BIC, 

Elbow Method, 실루엣 계수, 상관계수 분석과 절편이 없는 단순회귀모형의 기울기와  값을 평가 분석결과 시간

대별 교통 패턴을 3개로 구분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결과로 얻

어진 통행거리 구분과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패턴 구분이 반영된 OD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통행거리별 출발시각의 차이를 반영한 하루의 시간대 그룹별 OD 자료에 의한 네트워크의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수행할 경우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 통행이 혼재한 도로구간(링크) 상의 시간대 구간 그룹의 교통

량 패턴을 더욱 현실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교통량 집중률에 따른 유사패턴으로 시간대의 그룹화, 통행거리별 출발시각 차이를 반영한 OD 자료 구축, 

내비게이션 데이터, k-means 클러스터링, 단순회귀모형

서론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됨에 따라, 사업 추진 이전에 정

부 혹은 지자체들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삼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 및 교통부분 사업

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통수요 분석의 예측 결과는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결과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왔으며,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한 교통자료, 분석방법 및 

해석에 대한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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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교통 수요추정 방법으로 교통수요 4단계 예측모형이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단

계 모형은 통행빈도선택, 통행목적지선택, 교통수단선택 및 경로선택과 같은 통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를 단계

별로 나누어서 통행발생모형, 통행분포모형, 수단선택모형, 노선선택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요

예측모형은 통행발생모형, 통행분포모형, 수단선택모형의 결과를 KTDB(Korea Transport Data Base)에서 제공하

고 있으며 이후 노선선택모형에서의 통행배정 시 기본시간단위를 전일 혹은 첨두 ‧ 비첨두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시간 단위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도로사업의 관측교통량을 조사하고 관측교통량이 첨

두 특성을 갖는지 검토하여, 첨두의 특성을 갖는다면 KTDB의 1일 기준 OD자료를 첨두 ‧ 비첨두로 대표되는 1시간 

통행량 비율과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환산하여 구축된 대표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1시간 OD를 입력 자료로 네트워

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첨두 ‧ 비첨두의 지속시간과 교통량 비율은 한국교통원구원(KOTI)이 정부를 위탁을 받

아 지침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KTDB에서 배포하는 OD자료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율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과거에는 약 2%, 현재는 1%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표본율을 더 증가시

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낮은 표본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통관련 빅데이터가 주

목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있고, 교통 분야에서 주목하

는 빅데이터는 휴대폰자료, 내비게이션자료, TCS자료, 지점상시교통량자료, 교통카드자료 등이 있다. 전수 자료로

는 TCS자료와 지점상시교통량자료가 있지만 TCS자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전수 자료라는 한

계점이 있으며, 지점상시교통량자료는 특정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만 알 수 있어, 최초 출발지점과 최종 도착지점 

및 경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내비게이션 자료는 표본자료라는 한계점과 전수화를 위한 

내비게이션 시장점유율 모집단 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출발 ‧ 도착 지점과 통행경로의 공간적 정

보와 출발 ‧ 도착시간 및 통행시간이라는 시간적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통행자들은 통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통행목적, 출발-도착지점 간 교통서비스 수준 

그리고 통행거리(통행시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며 출발시각을 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행자 및 통행특성을 반

영한 현실적 분석을 위해서는 출발시각 선택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출발시각 교통자료가 필요하나, 기존의 정

통적 조사방법에 따른 자료에는 그와 같은 정보를 내포하지 않아 교통존 기반의 거시적 네트워크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하여 왔다. 또한 현재 첨두, 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분석지역의 집중률을 네트워크 상 

모든 지점의 모든 OD쌍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와 같이 통행거리별로 대표적인 하루 

24시간대에 걸친 출발시각 기준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통행거리별 첨두 ‧ 비첨두 시간대 

Figure 1. Research proc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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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집중률을 자료기반(data-based)으로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통행거리별 차이가 나는 출발시각 

기준의 시간대별 교통량을 융합하고,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통행을 모두 반영한 하루의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비

율 분포를 분석하고,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유사한 교통량 집중률을 보이는 시간대를 그룹화하여 구분해서 정적 통

행배정을 위한 대표 1시간의 OD 교통량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유사 통행 패턴을 보이는 시간대 그

룹별 OD 교통량을 입력 자료로 네트워크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분석할 경우 각 링크별(특정 하나의 도로

구간) 상을 오가는 출발시각 기준의 단거리에서 장거리의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한 분

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흐름은 Figure 1과 같다.

기존문헌�고찰

1. 첨두 ‧ 비첨두�교통량�비율�및�지속시간�관련�문헌

｢도로 ‧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와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제6차 개정)｣(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에서는 통행배

정을 위한 기본 시간 단위를 첨두 ‧ 비첨두 시간대의 대표 1시간 OD를 이용한 방법과 전일 평균적 교통량으로 대표

되는 1시간 OD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침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간 도로의 첨두 지속시간은 10시간, 

첨두 1시간 집중률은 7%로 제시하였다. 비첨두 지속시간은 9시간으로, 비첨두 1시간 교통량 집중률은 2.5%로 가정

하였다. 주요 광역권의 경우에도 지역의 교통 특성에 적합한 집중률 값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로 ‧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과 ｢교

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제6차 개정)｣(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을 인용하여 지역 간 

도로 및 주요 광역권 도로의 첨두 ‧ 비첨두 지속시간 및 평균 집중률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gional peak ‧ nonpeak duration and concentration ratio

Region
Duration (hour) Concentration ratio (%)

Peak Non-peak Night Peak Non-peak Night
Interzonal 10 9 5 7.00 2.50 -

Seoul metropolitan area 5 14 5 8.96 3.84 -

Busan-Ulsan metropolitan area 5 14 5 8.97 3.87 -
Daegu metropolitan area 6 12 6 9.00 3.70 -

Gwangju metropolitan area 5 13 6 9.83 3.76 -

Daegeon metropolitan area 6 12 - 8.98 3.74 -

2. 통행량�변동�관련�연구

Kim(2016)에서는 노선배정 모형의 예측 오차의 원인으로 KTDB 자료기반 분석 오차를 입력 자료의 오차, 공간 

집합화 네트워크 표현 방식에 따른 오차, 교통패턴 변동에 대한 대푯값 설정에 따른 오차, 교통류모형 단순화에 따른 

오차, 노선선택 행태 집합화에 따른 오차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교통패턴의 계절별, 시간대별 변동은 무시하고 1

년의 하루 대푯값 개념으로 구축한 KTDB OD 자료로 노선배정 분석한 링크 예측 교통량을 연평균 교통량(AADT 

혹은 AAWDT)로 해석하는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Jung et al.(2009)에서는 지점교통량 자료를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교

통량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점별로 24시간 동안의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 결과를 사용

하였다.

Kim and Chang(2012)에서는 2009년 수시교통량 자료를 혼합군집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첨두 ‧ 비첨두 ‧ 심야에 

대한 지속시간과 시간대별 집중률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9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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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국 수시조사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차종 별 구분을 지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전 차종을 기준으로 첨

두 지속시간 12시간, 집중률 6.08%, 비첨두 지속시간 4시간, 집중률 4.09%, 마지막으로 심야의 경우는 지속시간 8

시간, 집중률 1.33%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3. 내비게이션�자료�활용�관련�연구

Park et al.(2015b)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수요량과 패턴 분석 결과를 KTDB OD의 정확

도 평가에 활용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현대 Mnsoft의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총 

87일 동안 수집된 내비게이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 10만명당 내비게이션 자료 비율과 차량 1만대당 내비게이션 

자료 비율 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른 비율과 발생 및 도착존 기준으로 하여 자료 발생의 차이가 있어 이를 OD 전

수화 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k et al.(2015a)에서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KTDB OD의 통행 분포를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화, 수, 목 40일 동안의 현대 Mnsoft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비게이션 OD에

는 존재하나 KTDB OD에서는 통행이 0인 OD쌍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부와 지방부로 구분하였을 

때, 내비게이션 OD와 KTDB OD의 불일치가 도시부에서 높게 나타나 도시부 통행이 과소 예측되거나 오차가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k and Oh(2016)에서는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수시조사 자료의 AADT 추정시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켜 신뢰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 중 전국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도 도로를 

대상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와 약 800만대 차량의 통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K T-map자료의 활용 가능성

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및�평가

이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의 통행 데이터를 출발시각 기준으로 통행거리별로 하루 24시간대에 걸쳐 시

간 통행량 집중률 분포가 통계학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구분될 수가 있는가가 본 논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다. 따

라서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 통행거리를 그룹화 할 때 유사한 출발시각별 교통량 집중률 패턴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

한 통행거리 그룹별로 다른 시간대별 집중률 패턴을 모두 융합하여 하루 24시간대를 유사한 교통량 집중률 시간대

로 그룹화 하는 과정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 분류분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법은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이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분할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데이터 

개별 자료의 속성이 많고 데이터 밀도가 낮을 경우 분할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다른 클러스터링 기법에 비해 이상치의 영향이 큰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집중률 

자료는 이상치의 값이 없고 군집에 개수에 따라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

용하였다.

24시간을 k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실루엣 계수와 BIC, Elbow 

Method, 절편 없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즉 통행거리 그룹별 24시간 시간대별 평균 교

통량 집중률과 클러스터링 결과에 따른 거리별 평균 교통량 집중률의 유사한 정도를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의 기울기와  롤 분석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깝게 나

타날수록, 그리고 회귀모형의 기울기가 1에 가까울수록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BIC 분

석과 Elbow 분석을 통하여 군집별 상이성을 분석하여 적정 클러스터링 개수를 도출하였다.

위의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여 도출된 k값을 바탕으로 결정한 통행거리 그룹별 시간대별 교통량 집

중률 패턴을 전일 OD에 적용하여 각 패턴별 OD를 구축하여 해당 OD자료를 입력 자료로 한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통하여 하루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 패턴을 현실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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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거리별�패턴�분석

1. 연구�기초자료

이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은 원자료 형태의 SK T-map 이용자의 위치 정보 기반 내비게이션 자료를 사용하였

다. 사용된 SK T-map 자료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65일의 자료이며, 이 자료는 출발

시각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집계하였다. 적용한 공간적 범위는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노드링크를 기

반으로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출발, 도착 링크의 위치에 따라 교통존의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집계하였다. 

내비게이션 자료는 차량의 대수 단위(vehicle unit)로 집계 되었으며, 집계된 각 OD 교통량(vehicle trip)의 통행시

간을 분 단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계하였고, OD간 통행거리는 Km단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집계하였다.

Table 2. Navigation row data format

Start zone End zone Start time Vehicle trip
Travel 

time_mean
(min)

Travel 
time_STD

Travel 
distance_mean

(km)

Travel 
distance_STD

1111051500 1111051500 201607010000 3 0.8 0.5314 0.160 0.6181

       
2629058000 2635061000 201701271530 2 30.4 0.4 16.373 0.792

       

3114053000 3111060000 201706301900 2 15.4 1.6 1.669 0.431

수집된 내비게이션 자료를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발시각 기준의 OD별 하루 시간대

별 교통량 자료를 먼저 구축하였다. 전국 대상 분석에서 적용하는 교통존 규모와 일치시키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의 247개 교통존 단위로 병합하였다. 시군구 단위 교통존 OD별로 내비게이션 자료는 일주일 패턴이 평

일(월-금)과 주말(토, 일)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365일 자료 중에 평일 261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평균 교통량과 AAWDT(Annual Average Weekday Traffic) 교통량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출발시각 기

준으로 하루 24시간의 각 시간대별로 00분부터 59분까지 발행한 통행을 집계하여 시간대별 평균 교통량 자료를 구

축하였다. 내비게이션 자료는 표본 자료라는 한계로 실제 OD쌍이 존재하지만 데이터상의 실제 통행거리 집계가 없

는 OD쌍이 존재한다. 또한 공간적 집계단위가 교통존 단위로 변환되면서 분석의 용이성 및 일관성, 지역간 통행에

서는 출발 지점의 미세한 거리적 차이는 출발 시각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거시적 차원

의 불변 기준치을 위해 통행거리는 교통존 Centroid 간의 직선거리로 표준화 시킨 통행거리로 변환하여 OD별 통행

거리 자료를 구축하였다. 247개 교통존 간에는 60,762개의 OD쌍(pair)이 존재하게 된다. 구축된 자료의 형식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Average traffic volume for each time interval of a day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O D Distance 0_hour 1_hour 2_hour … 22_hour 23_hour AAWDT

1 2 3.53 17.38 12.11 7.64 … 57.34 37.16 2,127.09
1 3 5.39 6.78 4.79 2.96 … 26.2 15.54 768.69

      …   

250 246 121.92 0.01 0 0 … 0.01 0.02 1.05
250 247 137.18 0 0 0 … 0 0 0.57

OD쌍을 통행거리는 5km 단위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350km 이상의 통행은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Table 4

와 같이 통행거리를 집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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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hour traffic volume rate to daily traffic volume by travel distance

Distance 0_hour rate 1_hour rate 2_hour rate 3_hour rate … 21_hour rate 22_hour rate 23_hour rate

0-5km 0.0111 0.0078 0.0051 0.0036 … 0.0383 0.0303 0.0211

5-10km 0.0116 0.0079 0.0051 0.0036 … 0.039 0.0313 0.0215
     …   

345-350km 0.0151 0.0144 0.0129 0.019 … 0.0337 0.0269 0.0215

350km- 0.0129 0.0113 0.0126 0.0178 … 0.0271 0.0229 0.0222

2. 통행거리별�구분

통행은 최종 활동 목적지에서 활동 시작 시각을 고려하여 출발 시각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통행시간에 영향을 

주는 통행 거리와 활동 목적 종류에 따라 통상적으로 통행자들은 통행시간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여 출발시각을 

선택함으로 통행거리에 따라 출발시간대별 교통량 분포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출발지점과 도

착지점 간 통행거리에 따라 출발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하루의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분포가 유사

한 OD간 거리를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그룹화 분석하여 거리로 그룹화된 OD그룹별로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

률 분포패턴 자료를 구축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플랫폼인 RapidMiner를 사용하여 군집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5km단위로 OD

간 통행거리를 집계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자료 하루 중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의 24

시간대 분포가 유사한 OD간 거리구간별 그룹을 나누는 분석이 수행되었다. Figure 2는 RapidMiner의 k-means 

클러스터링 결과로 각 통행거리 패턴별 집중률 그래프를 나타낸다.

Figure 2.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rate by distance section

그룹의 개수인 k에 따른 ASW(Average Silhouette Width) 도출결과는 Table 5로 정리 할 수 있으며 수치상으로 

k=3의 경우 ASW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50km 이상의 거리를 나누는 것 보다는 350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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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분류 분석 하는 것이 해석상 의미성이 더 높고 통행시간 관점에서 통행자의 출발시각 선택행

태 측면에서 더 명확한 행태 임계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k=7로 7개의 OD간 거리구간별 그룹으로 

군집화 하였다.

Table 5. ASW (Average Silhouette Width) of distance clustering

k 2 3 4 5 6 7 8

ASW (Average Silhouette Width) 0.37 0.44 0.39 0.40 0.37 0.38 0.29

클러스터링 결과 Table 6과 같이 각각의 임계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10-40km 거리를 가진 OD쌍의 AAWDT

가 803,274.59대로써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였다. 또한, OD간 거리별 교통량 비율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각 

거리구간별 집중률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6. Clustering results by travel distance

Distance interval (km) Number of zone AAWDT AAWDT rate

0-10 644 470,615.39 30.48%
10-40 4,802 803,274.59 52.03%

40-130 16,292 225,617.62 14.61%

130-240 22,804 35,122.46 2.28%
240-300 9,594 6,793.87 0.44%

300-350 5,568 2,288.34 0.15%

350+ 1,058 105.77 0.01%
Sum 60,762 1,543,818.04 100.00%

Table 7. Traffic ratio of travel distance

Distance interval
Time interval

0-10 10-40 40-130 130-240 240-300 300-350 350+ Total

0-1 1.15 1.10 0.70 0.69 0.83 1.02 1.37 1.05

1-2 0.79 0.71 0.49 0.58 0.74 0.89 1.16 0.70
2-3 0.51 0.46 0.36 0.60 0.87 1.07 1.27 0.47

3-4 0.36 0.35 0.41 0.96 1.34 1.55 1.76 0.38

4-5 0.36 0.47 1.02 1.72 2.11 2.47 2.49 0.56
5-6 0.63 1.44 2.80 2.84 3.20 3.55 3.74 1.44

6-7 1.64 3.70 4.23 3.82 4.04 4.09 3.67 3.16

7-8 3.72 5.56 4.63 4.29 4.31 3.96 3.90 4.83
8-9 4.49 5.17 5.20 5.30 5.06 4.57 5.42 4.97

9-10 5.05 5.58 6.60 6.64 6.14 5.99 6.69 5.59

10-11 5.84 5.99 7.08 6.76 6.47 6.82 7.36 6.13
11-12 6.43 5.97 6.59 6.09 6.18 6.62 7.28 6.21

12-13 6.09 5.87 6.23 5.85 6.12 6.24 5.88 5.99

13-14 6.99 6.63 6.83 6.64 6.78 6.48 6.09 6.77
14-15 7.18 6.63 6.97 7.25 6.97 6.49 6.21 6.86

15-16 7.19 6.59 7.10 7.34 6.78 6.22 5.47 6.86

16-17 7.15 6.78 7.12 6.82 6.27 5.91 4.86 6.94
17-18 7.57 7.16 6.61 6.10 5.85 5.54 4.59 7.17

18-19 7.91 6.73 5.43 5.42 5.41 5.20 5.19 6.86

19-20 5.55 4.66 4.09 4.48 4.49 4.45 4.42 4.84
20-21 4.28 3.94 3.45 3.71 3.70 3.77 3.54 3.96

21-22 3.88 3.61 2.78 2.85 2.85 3.10 3.03 3.55

22-23 3.10 2.91 2.01 1.97 2.07 2.32 2.51 2.81
23-24 2.14 1.98 1.27 1.30 1.42 1.68 2.1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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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거리별�구분에�따른�첨두 ‧ 비첨두 ‧ 심야�군집화�및�현행지침�비교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하루를 첨두, 비첨두 및 심야 3개의 시간

대로 나누어, 각 시간대의 대표 1시간 교통량 패턴으로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을 단순화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

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3개 시간대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게 현실의 시간

대별 교통량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측 자료를 가지고 확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통행거리별 출발시각 선택의 차이를 반영한 상태에서 시간대별 집중률이 유사한 하루 중 시간대를 일단 3

개로 하는 그룹화 분석 수행하였다.

기존에 제시된 첨두 ‧ 비첨두 지속시간과 비율은 ｢도로 ‧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현행 지침과 

비교를 위해서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k=3인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였으며 구분된 3개의 그룹 중 평

균 교통량 비율이 가장 큰 그룹을 첨두시, 평균 교통량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을 심야로 해석하여 첨두 ‧ 비첨두 ‧ 심

야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즉 지침에서 첨두 ‧ 비첨두 ‧ 심야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가 없어 3개의 그룹으로 고정하여 그룹화를 하여 첨두 ‧ 비첨두 ‧ 심야로 해석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지속시간

은 그룹에 소속된 시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첨두 ‧ 비첨두 ‧ 심야의 3개 시간대로 시간대 구간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8, Table 9와 같다. 첨두시간대는 각 통

행거리 그룹에 대해지속시간이 10시간, 11시간, 혹은 12시간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통행거리 그룹 간에 지속

시간은 같아도 하루 중 해당 시각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내비게이션 자료 전체로 분석할 경우는 첨두 지속시

간이 10시간으로 나타났다. 첨두시간대의 평균 교통량 비율은 장거리로 갈수록 낮아지게 분석되었으며 지침의 7%

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비첨두시간대의 지속시간도 5시간, 6시간 혹은 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지속시간은 같

Table 8. Peak ‧ non-peak ‧ night classification result of navigation data

Departure 
time

A B C D E F G Total

0-1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1-2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2-3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3-4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4-5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5-6 Night Night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ight
6-7 Night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7-8 Non-peak 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8-9 Non-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Non-peak
9-10 Non-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0-11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1-12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2-13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3-14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4-15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5-16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6-17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7-18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8-19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Peak

19-20 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20-21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21-22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Non-peak

22-23 Non-peak Non-peak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on-peak

23-24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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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해당 시간대는 다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료 전체 자료의 비첨두 지속시간은 7시간으로 지침의 9

시간 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비첨두시간대의 평균 교통량 비율의 경우 통행거리 그룹별로 3.66에서 4.09%로 지침

의 2.5%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심야시간의 지속시간은 7시간 혹은 8시간으로 분석되었으며, 역시 같은 지속시간이

라도 통행거리 그룹별로 해당 시간대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심야시간대 지속시간

도 7시간으로 지침의 5시간 보다 높게 분석 되었다. 심야시간대의 평균 교통량 비율은 장거리로 갈수록 높아지게 결

과가 나왔다.

Table 9. Summary of peak ‧ non-peak ‧ night classification analysis result

Division A B C D E F G Total

Peak Analysis
result

Average trip ratio 6.79 6.22 6.52 6.38 6.18 6.01 5.91 6.54
Duration time 10 12 11 11 11 11 11 10

Existing
guide

Average trip ratio 7.00

Duration time 10
Nonpeak Analysis

result
Average trip ratio 4.09 3.76 3.66 3.67 3.77 3.82 3.72 4.02

Duration time 6 5 6 6 6 6 6 7

Existing
guide

Average trip ratio 2.50
Duration time 9

Night Analysis
result

Average trip ratio 0.95 0.93 0.89 1.12 1.34 1.57 1.81 0.93

Duration time 8 7 7 7 7 7 7 7
Existing
guide

Average trip ratio 1.50

Duration time 5

도시교통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하루에 오전 첨두와 오후 첨두로 구분되어 보이는데 내비게이션 자료에서는 

Table 7과 같이 오전과 오후의 첨두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출퇴근 통행과 같은 반

복적인 통행의 경우 통행자들이 너무 익숙하여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성과 OD교통량을 네트워크 

분석 시 교통존의 내부 통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비게이션 자료 중 내부통행 자료는 제거하여서 

출퇴근 통행과 같이 오전과 오후 첨두 특성이 확연히 구분되는 자료가 누락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고려된다. 이

와 같이 단거리 통행 및 반복되는 통행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내비게이션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고, 통행거리별 특성 

반영된 시간대 그룹별 집중률 및 지속시간 분석 결과와 지침에서 제시한 값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고려가 된다.

시간대별�통행패턴�분석

1. 통행거리�그룹�시간대별�교통량�집중률�패턴�분석

본 연구에서는 또한 시간대별 집중률이 유사한 하루 중 시간대를 몇 개의 그룹으로 그룹화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가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즉 하루를 유사 집중률 패턴을 보이는 시간대 구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대 구간의 OD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각 시간대 구간의 대표 1시간 OD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

워크 분석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루의 시간대 집중률 패턴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

래서 출발시각 기준 하루 24시간의 각 시간대별 집중률 분포가 유사한 OD거리별 그룹화 된 앞의 절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하루 중 시간 집중률이 유사한 시간대 그룹을 나누는 그룹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하루를 첨두, 

비첨두 및 심야의 3개 시간대로 나누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시간대별 집중률 변동 패턴을 잘 표현할 수가 있도록 하

루를 몇 개의 시간대로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한지를 분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OD 거리에 따른 출발시각 차이를 반영하면서 하루 중 통행량 집중률이 유사한 시간대 그

룹으로 구분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구분된 24개의 데이터와 OD 거리별 데이터의 조합 

속성인 24×7의 데이터 셋으로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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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sun Delen(2016)에서는 사전 지식으로 군집의 개수를 알 수 없을 때 군집분석 이전의 k값을 설정하는 

Heuristic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 방법을 활용하여 군집 개수의 초기 값을 설정하고 그 주변의 다양

한 군집수를 시도하며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탐색했던 것 가운데 통계학적으로 가장 최적의 군집 수로 나타나는 것으

로 결정하였다. 특히 데이터 개수가 n인 경우에 k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계산 방법은 Equation 1과 같다.

  
 





 (단, k : 군집의수, n : 데이터 개수) (1)

본 연구의 경우 n은 24시간에 해당되므로 24가 되며, Equation 1에 n값을 넣으면 k의 값은 3.46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k값을 참고하면서, 또한 행태적 논리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색 시도 할 k값의 범위를 2부터 

5까지로 결정하였다.

k값을 순차적으로 2에서 5까지 하나 씩 고정시켜 가며 7개의 통행거리 구간 그룹에 대해 24시간의 24개 시간 구

간별 집중률 자료를 속성으로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를 가지고 7개 

통행거리 그룹 간 시간대 집중률 조합 패턴이 유사한 패턴을 구분 분류하였으며, 구분된 패턴별로 단위 시간당 평균 

집중률과 지속시간을 산출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Table 11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k=2의 결과를 보면 집중률 조합패턴 2-1의 지속시간은 13시간, 조합패턴 2-2는 1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통행

거리별로 평균 집중률은 각각 5.9%와 2.0%로 나타났다. 조합패턴 2-1의 평균 집중률 조합패턴은 통행거리가 길어

질수록 집중률은 낮아지게 분석된 것이며, 조합패턴 2-2의 평균 집중률은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높아지게 패턴으

로 나왔다.

Table 10. Traffic pattern classification result of navigation data by distance

Departure time interval
Pattern analysis result of k-mean clustering

k=2 k=3 k=4 k=5

0-1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1-2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2-3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3-4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4-5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5-6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3 Pattern 5-4

6-7 Pattern 2-2 Pattern 3-2 Pattern 4-3 Pattern 5-4
7-8 Pattern 2-1 Pattern 3-2 Pattern 4-2 Pattern 5-3

8-9 Pattern 2-1 Pattern 3-2 Pattern 4-2 Pattern 5-3

9-10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2
10-11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2

11-12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2

12-13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2
13-14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4-15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5-16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6-17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7-18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8-19 Pattern 2-1 Pattern 3-1 Pattern 4-1 Pattern 5-1 
19-20 Pattern 2-1 Pattern 3-2 Pattern 4-2 Pattern 5-3

20-21 Pattern 2-2 Pattern 3-2 Pattern 4-2 Pattern 5-3

21-22 Pattern 2-2 Pattern 3-2 Pattern 4-3 Pattern 5-4
22-23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3 Pattern 5-4

23-24 Pattern 2-2 Pattern 3-3 Pattern 4-4 Patter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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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traffic pattern classification analysis result

Division
Average trip ratio Duration 

timeA B C D E F G

k=2 Pattern 1 6.24 6.10 6.19 6.08 5.91 5.73 5.64 13
Pattern 2 1.71 1.88 1.77 1.91 2.11 2.32 2.42 11

k=3 Pattern 1 6.74 6.39 6.66 6.49 6.30 6.15 5.96 10

Pattern 2 3.93 4.44 4.06 4.08 4.08 3.99 4.00 6
Pattern 3 1.13 1.18 1.13 1.33 1.57 1.82 2.05 8

k=4 Pattern 1 6.74 6.39 6.66 6.49 6.30 6.15 5.96 10

Pattern 2 4.51 4.83 4.34 4.45 4.39 4.19 4.32 4
Pattern 3 2.31 2.92 2.96 2.87 3.04 3.27 3.24 4

Pattern 4 0.89 0.85 0.71 0.98 1.22 1.45 1.69 6

k=5 Pattern 1 7.33 6.75 6.68 6.60 6.34 5.97 5.40 6
Pattern 2 5.85 5.85 6.63 6.34 6.23 6.42 6.80 4

Pattern 3 4.51 4.83 4.34 4.45 4.39 4.19 4.32 4

Pattern 4 2.31 2.92 2.96 2.87 3.04 3.27 3.24 4
Pattern 5 0.89 0.85 0.71 0.98 1.22 1.45 1.69 6

k=3의 경우는 통행거리 그룹 간 집중률 조합패턴 3-1의 지속시간이 10시간, 조합패턴 3-2는 6시간, 조합패턴 

3-3은 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집중률은 각각 6.3%, 4.0%, 1.4%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Table 10에 정리

되어 있다.

k=4의 경우, 조합패턴 4-1의 지속시간은 10시간, 조합패턴 4-2는 4시간, 조합패턴 4-3은 4시간, 조합패턴 4-4

는 6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집중률은 각각 6.3%, 4.4%, 2.9%, 1.1%로 나타났다.

k=5의 경우는 조합패턴 5-1의 지속시간이 6시간, 조합패턴 5-2는 4시간, 조합패턴 5-3은 4시간, 조합패턴 5-4

는 4시간, 조합패턴 5-5는 6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집중률은 각각 6.4%, 6.3%, 4.4%, 2.9%, 1.1%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2. k-means 클러스터링�결과�평가�및�최적�클러스터링� k값�제시

여러 개의 그룹 수 k값에 대한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중 가장 현실적으로 통행거리에 따른 출발시각 차이 행태를 

반영하면서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차이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시간대 그룹 구분 개수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적합한 그룹 개수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는 SAS를 사용해 내비게이션 자료의 통행거리 그룹별 하루

의 각 시간대 구간의 평균 교통량 집중률과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에서 추정된 집중률의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방

법과 클러스터링 평가 지표를 적용하였다. 즉 Elbow method와 ASW(Average Silhouette Width), 상관계수 분석 

그리고 Equation 2와 같은 절편이 없는 단순회귀모형 분석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 (2)

여기서, k : 클러스터 개수(본 연구는 k=2에서 부터 k=5까지를 차례로 시도 함)

d : 통행거리그룹 d

h : 하루 0시부터 24시간까지의 1시간 구간으로 h번째 출발시간대

a : 계수

 : 통행거리 그룹 d의 h 시간대 평균교통량 집중률

 : 클러스터 개수 k일 때 통행거리 그룹 d의 h 시간대가 속한 패턴의 평균 집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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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클러스터 개수 k의 경우에 대하여 통행거리그룹 7개와 24개의 조합 7×24개 총 168개의 와의 상관

계수를 도출하였고 또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회귀식의 기울기 a와  을 계산하였다.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날수록 모든 시간대에서 시간대별 집중률과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도출된 해당 집중률 조합패턴의 평균 집중률

과 유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Equation 2의 절편 없는 단순회귀모형에서 기울기가 1에 가깝게 

나올수록 두 값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Figure 3과 같이 군집내, 군집간 상이성을 보는 BIC 분석 결과 다양한 군집의 크기, 형태에서 적정 군집의 개수가 

3-4개로 도출되었으며, Figure 4의 Elbow method의 분석결과 군집내 상이성이 크게 감소하는 클러스터링의 개수

는 3개로 도출되었다. ASW(Average Silhouette Width) 산출 결과는 Table 12와 Table 13에 요약되어 있듯이 k=2

일 때 ASW는 0.61로 가장 높았으며 k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k=5일 때 0.38로 가장 낮게 분석 결과가 나왔다. 

ASW의 변화율은 k가 2에서 3으로 변할 때가 -9.84%로 다른 군집 개수의 변화의 경우보다 가장 낮은 규모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 Result of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Figure 4. Result of Elbow method

Table 12. Summary of traffic pattern classification

k ASW(Average Silhouette Width) ASW rate of change Pearson’s correlation

2 0.61 2→4  -9.84% 0.8799
3 0.55 0.9448

4→5 -16.36%
4 0.46 0.9608

5→6 -17.39%5 0.38 0.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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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ummary of simple linear regression result

Division k=2 k=3 k=4 k=5

R-square 0.9483 0.9754 0.9824 0.9857

Parameter estimate 1.0001 0.9999 0.9999 0.9999
Parameter T-value 55.54 81.68 96.8 107.76

Parameter P-value <0.0001 <0.0001 <0.0001 <0.0001

Table 12, Table 13, Table 14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듯이 군집의 세분화가 할수록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게 된다. 즉 k=2의 경우 상관계수 값이 0.8799, k=3은 0.9448, k=4는 0.9608, k=5는 0.9683

로 나타났으며, 군집수가 증가할수록 상관계수 값의 증가 정도가 점차 작아지게 증가하게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모든 군집 개수 k값에 대해 기울기가 1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기각할 수 있게 

t-value가 충분히 크고 따라서 P-value 값도 0.0001보다 작게 분석 결과가 나와 클러스터링에 의한 군집 분류에 의

한 시간대별 집중률은 관측치를 매우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결정계수  의 값도 k=2의 경우 

0.9483, k=3은 0.9754, k=4는 0.9824, k=5는 0.9857로 모든 군집 개수의 경우에서 매우 높은 값으로 시간대별 집

중률 변동패턴을 군집분류의 각 패턴에 의해 그 변동이 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논리적 예상과 마찬가지로 

군집 개수가 증가할수록 결정계수  의 값 역시 증가하게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군집 개수가 증가될수록 그 증가

율 폭은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k=2, k=5 일때의 회귀식 그래프를 나타낸다.

Table 14. Summary of clustering evaluation results

Division
Pearson’s correlation Parameter estimate Adjusted R-square

Result Change ratio Result Change ratio Result Change ratio

k=2 0.8799 7.38 1.0001 -0.02 0.9483 2.86
k=3 0.9448 0.9999 0.9754

1.69 0.00 0.72
k=4 0.9608 0.9999 0.9824

0.78 0.00 0.34k=5 0.9683 0.9999 0.9857

Figure 5. k=3, k=5 distance pattern regression graph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군집 개수 k값이 증가함에 따라, 즉 현상 패턴을 상세히 구분할수록 상관계수

와 회귀모형의 수정결정계수  이 증가하여 내비게이션 자료의 실측 현상을 점차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군집 개수가 증가할수록 그 설명력의 향상 정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군집 개

수가 증가함에 따른 OD 자료의 시간대별 개수 증가에 의한 모형 분석의 복잡성 증가와 상세화를 통한 모형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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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간의 상쇄효과(trade-off)를 고려하며 하루 시간대별 군집의 적합한 개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하루의 시간대별 그룹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 첨두시, 비첨두시 그리고 심야의 3개 시간대 그룹으로 통

상 분석하고 있다. 즉 각 시간대 구간의 네트워크 상 평균 통행량을 예측 분석하기 위해서는 3개 시간대의 OD자료

를 구축하고 3회의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패턴에 따라 편

익 산출도 3차례 수행하여야 전형적 하루의 교통량 패턴과 편익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즉 하루 중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 패턴을 상세히 나누어 여러 개의 시간대 그룹과 집중률 조합패턴을 적용할 경우 통계학적 설명력은 향상됨을 

앞의 분석에서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반면에 분석 시간대별 그룹이 증가할수록 구축해야 할 시간대별 OD 수도 증

가하게 되고, 또한 노선배정과 편익 산출의 횟수도 증가하여 많은 분석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분화에 의

한 복잡성 증가에 의한 분석 노력과 시간의 증가에 비해 하루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패턴의 묘사 정확성 증대가 크지 

않을 경우는 불필요하게 상세성을 높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상세성을 높일 경우 노력에 비해 정확성 향상 효

과가 크다면 하루 시간대 그룹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앞의 통

계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복잡성과 분석결과의 현실 정확성 사이에서 하루 중 적합한 시간대별 그룹 개수

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BIC 분석의 경우 다양한 군집의 크기, 분산, 모양의 분석결과 3-4개의 군집이 적정하다고 나타났으며 Elbow 

method의 경우 군집이 3개 이상일 때부터 군집 내 상이성의 변화가 미비했다. ASW의 경우는 k=2일 때 그 값이 1에 

가장 가깝게 분석 결과가 나온 반면에 k=4부터는 ASW가 0.5미만으로 군집간 구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군집 개수를 증가시킬 때의 ASW의 변화율을 검토하면 k가 2에서 3으로 변할 때 -9.84%로 가장 낮게 도출

되어 군집 개수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상관분석 결

과와 회귀분석의 결과를 볼 때 모든 그룹 개수에서 높은 상관계수 값과 좋은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군집 개수가 증가할수록 상관계수와 회귀분석 결과가 점차 좋아지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를 분석해 볼 경우 k=2에

서 k=3으로 군집 개수를 증가시킬 때가 상관계수와 회귀모형의 수정결정계수  의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가 있다. 분석의 복잡성과 분석결과 정확성 간의 상쇄효과와 통계학적 의미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하루의 시간대

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k=3일 때의 클러스터링 결과가 현실 정책분석에 적용하게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 연구에

서는 판단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시간간격범주(Time slice)가 위의 분석과 다르게 매시간으로 짧을수록 정확

성은 향상되겠지만 현재 모집단의 참값을 알 수 없어 실재 시간대별 통행 배정결과의 검증이 불가 하였으며, 본 연구

는 현재 대규모 교통시설투자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정적 통행배정 OD자료 구축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첨두, 비첨두, 심야시간대의 3개 구간 시간대 그룹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이,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7개의 OD간 거리를 고려하여 출발시각 차이를 반영하고, 통행거리별 유사 집중률 패

턴이 반영된 3개의 시간대 그룹으로 분석하는 것이 실무적 분석 용이성도 반영하면서 분석 결과의 정확성도 충분히 

향상시키는 시간대 구분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판단했다.

내비게이션�통행패턴�구분�분석�결과�통행배정�적용방법�제시

본 연구에서 OD간 통행거리별 출발시각 차이를 반영하여 클러스터링 분석한 결과로 도출한 하루 중 1시간 교통

량 집중률 조합패턴이 유사한 3개 시간대 그룹의 7개 OD 통행거리별 시간 교통량 집중률과 지속시간은 Table 14와 

같다. 3개의 시간대 그룹의 유사 집중률 조합패턴을 활용하여 각 3개 시간대 그룹에 대한 OD 자료 구축 방법을 간

단한 예시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일 OD 교통량에 각 시간대별의 통행거리별 교통량 집중률 조합패턴을 적

용하여 해당 시간대 그룹의 OD를 구축함으로써 3개의 대표적 시간대별 OD자료를 입력 자료구축이 가능하다. 이

와 같은 OD자료로 수행한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수행하여 하루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패턴을 좀 더 현실

적으로 예측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때 정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교통량-지체 함수(VDF)가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동적 OD자료 구축 후 통행배정 수행에는 새로운 교통량-지체 함수(VDF)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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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Average traffic ratio and duration time of k=3

Division
Average vehicle trip ratio Duration 

timeA B C D E F G

k=3 Pattern 1 6.74 6.39 6.66 6.49 6.3 6.15 5.96 10
Pattern 2 3.93 4.44 4.06 4.08 4.08 3.99 4 6

Pattern 3 1.13 1.18 1.13 1.33 1.57 1.82 2.05 8

단순화된 예시로써 6개의 가상 교통존을 가정하였다. Table 15는 본 연구의 결과로써 하루의 3개 시간대 그룹에 

대한 각 통행거리 그룹의 교통량 집중률 조합패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Table 16은 본 연구에서 예시로 가정한 6

개의 교통존 OD 간의 통행거리에 따라 각 OD쌍에 대해 해당 거리그룹을 할당 정리한 것과 6개의 교통존간의 OD 

교통량을 정리한 것이다. 각 시간대 그룹별로 대표 1시간의 OD 교통량 자료 구축은 하루 교통량 OD에 각 OD쌍의 

통행거리에 해당하는 해당 시간대의 집중률을 곱함으로써 해당 시간대 그룹의 해당 OD쌍의 교통량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예시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계산하여 시간대 그룹 1과 2 그리고 3에 대해 구축하여 정리한 것이 각각 

Table 17, Table 18과 Table 19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3개의 각 시간대 그룹별 OD 교통량 자료를 입력 

자료로 노선배정 분석을 수행할 경우 통행거리별 출발시각 차이를 반영한 네트워크상의 각 링크의 시간대별 교통량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Table 16. Example OD table of application method

Distance group OD vehicle trip

OD pair 1 2 3 4 5 6 OD pair 1 2 3 4 5 6

1 - A C D E F 1 - 300 250 100 150 100
2 A - B C F G 2 200 - 200 300 350 150

3 C B - B B C 3 250 400 - 100 150 100

4 D C B - A E 4 100 150 250 - 200 300
5 E F B A - C 5 150 200 100 100 - 200

6 F G C E C - 6 100 150 150 150 300 -

Table 17. OD table of Pattern 1

Pattern 1
Vehicle trip ratio OD vehicle trip of Pattern 1

OD pair 1 2 3 4 5 6 OD pair 1 2 3 4 5 6

1 - 6.74 6.66 6.49 6.30 6.15 1 - 202 167  65  95  62
2 6.74 - 6.39 6.66 6.15 5.96 2 135 - 128 200 215  89

3 6.66 6.39 - 6.39 6.39 6.66 3 167 256 -  64  96  67

4 6.49 6.66 6.39 - 6.74 6.3 4  65 100 160 - 135 189
5 6.30 6.15 6.39 6.74 - 6.66 5  95 123  64  67 - 133

6 6.15 5.96 6.66 6.30 6.66 - 6  62  89 100  95 200 -

Table 18. OD table of Pattern 2

Pattern 2
Vehicle trip ratio OD vehicle trip of Pattern 2

OD pair 1 2 3 4 5 6 OD pair 1 2 3 4 5 6

1 - 3.93 4.06 4.08 4.08 3.99 1 -  70.74 60.90 24.48 36.72 23.94
2 3.93 - 4.44 4.06 3.99 4.00 2 47.16 - 53.28 73.08 83.79 36.00

3 4.06 4.44 - 4.44 4.44 4.06 3 60.90 106.56 - 26.64 39.96 24.36

4 4.08 4.06 4.44 - 3.93 4.08 4 24.48  36.54 66.60 - 47.16 73.44
5 4.08 3.99 4.44 3.93 - 4.06 5 36.72  47.88 26.64 23.58 - 48.72

6 3.99 4.00 4.06 4.08 4.06 - 6 23.94  36.00 36.54 36.72 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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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OD table of Pattern 3

Pattern 3

Vehicle trip ratio OD vehicle trip of Pattern 3

OD pair 1 2 3 4 5 6 OD pair 1 2 3 4 5 6
1 - 1.13 1.13 1.33 1.57 1.82 1 - 27.12 22.60 10.64 18.84 14.56

2 1.13 - 1.18 1.13 1.82 2.05 2 18.08 - 18.88 27.12 50.96 24.60

3 1.13 1.18 - 1.18 1.18 1.13 3 22.60 37.76 -  9.44 14.16  9.04
4 1.33 1.13 1.18 - 1.13 1.57 4 10.64 13.56 23.60 - 18.08 37.68

5 1.57 1.82 1.18 1.13 - 1.13 5 18.84 29.12  9.44  9.04 - 18.08

6 1.82 2.05 1.13 1.57 1.13 - 6 14.56 24.60 13.56 18.84 27.12 -

결론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통수요 

분석 결과의 정확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자료의 부정확성은 교통 수요분석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 중 하나로 KTDB의 OD자료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되는데 1-2%의 낮은 표본율과 짧

은 조사기간이 한계점으로 인식되어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전수에 가까운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와 빅데이터 자료들의 교통 분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 연구 또한 교통 빅데이터 중 하나인 내비게이

션 이용자 통행 자료를 활용한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 패턴에 관한 연구이며, 경로보다는 출발 ‧ 도착 지점과 시각에 

의한 도로 이용 시간대에 초점을 맞췄다.

KDI 도로철도 표준 지침 및 타 기관 지침에서 지역별로 시간대별 집중률과 지속시간을 장래 수요 예측 및 편익과 

같은 사업시행 시 효과를 측정할 때 적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상 모든 지점과 모든 OD쌍에 대

해 분석 지역의 첨두시와 비첨두시와 같은 특정 시간대 그룹의 통행량 집중률이 동일하다는 경직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이 발생하는 시점은 직장활동, 쇼핑활동, 위락여가활동, 업무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이 시

작되는 시점과 장소, 그리고 해당 활동 목적지로 향하는 출발지점과의 거리에 따라 통행자의 출발시각이 선택됨에 

따라 하루 중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 현상과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의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거리별 출발시각 선택의 차이를 반영하여 네트워크상의 OD

쌍 거리별로 하루 중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이 유사한 시간대 그룹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TDB 네트워크 및 존체계와 연계분석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실제 출발점 및 도착점을 

교통존 체계로 집계하고 통행거리를 계산하여 출발시각 기준으로 통행거리별 시간대별 교통량 분포를 분석하였다. 

통행거리를 5km 단위로 나눈 후 하루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분포패턴이 유사한 통행거리 군집그룹을 2개에서 8

개 그룹 개수를 차례로 클러스터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ASW(Average Silhouette Width) 분석에 의한 지표 

검토와 통행거리별 명확한 군집의 형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개 통행거리 군집그룹 개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결정하였다. 즉 0-10km, 10-40km, 40-130km, 130-240km, 240-300km, 300-350km, 그리고 350km 이

상의 7개 통행거리 구간의 그룹 개수로 나누었을 때 시간대별 교통량 집중률 패턴이 그룹 간에는 차별화되며, 그룹 

내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대별 집중률 패턴이 유사한 시간대 그룹을 찾기 위해 앞에서 분류한 각 7개의 통행거리 그룹별로 하루 24개

의 1시간 구간별 교통량 집중률 자료 즉 7⨯24의 행렬자료를 가지고 각 집중률 조합패턴이 유사한 그룹은 2개에서 

5개로 점차 증가시키며 클러스터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Elbow 분석, ASW 분석, 상관분석, 절

편 없는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실무적 분석 용이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하루를 3개의 시간대 그룹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7개의 통행거리그룹으로 구성되는 각 시간대의 집중률 조합패턴이 유사한 3

개 각 시간대 그룹의 정적 통행배정을 위한 교통량 OD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

명하였다. 즉 OD의 거리별 출발시각 선택 차이를 반영한 하루의 3개 시간대 그룹에 대한 OD를 구축하여 통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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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출발시각의 차이가 반영된 네트워크상의 각 도로구간(링크) 교통량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 보다 표본율은 높지만 내비게이션 자료도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 자료라는 한계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는 내비게이션의 이용률에 따라서 분석의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실과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

낸다. 특정한 통행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대별 통행 분포는 보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표본자료가 아닌 모

집단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는데,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보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도시교통의 출퇴근 통행과 같이 반복적 통행경우에 익숙한 경로정보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전, 오후 첨두의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점도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출퇴

근 통행과 같은 단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보완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향후, 내비게이션 자료의 수집 ‧ 가공의 완결성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방법론 응용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증대

되어 정교성 ‧ 정확성 증대가 기대된다. 다른 수단(버스, 화물차 등) 통행 설명을 위한 휴대폰 자료 및 DTG 자료 등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는 자료 간의 융합으로 더욱 정확성과 정교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본 연구가 장래에

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성을 감안하고, 통행거리 및 경로 그리고 출발 ‧ 도착시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표본율이 높은 내비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분석의 정확성을 기존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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