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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traffic congestion and prepare solutions, studies using 

mobility data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Mobility data can manage ITS infrastructur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patial rang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trajectory of 

individual vehicles, enabling objective and consistent traffic monitoring and analysis across the

country. The problem of traffic congestion in the road section is an important constraint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assessing the level of traffic 

congestion on a section of the road is important for traffic management and control. In the 

previous studies, most of the indicators for congestion section used a single evaluation 

indicator. However,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dynamics of transportation, an evaluation 

method using various indicators can be effective. In this study, speed-based indicators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duration, congestion length, bottleneck rate, congestion rate) 

were set as congestion indicators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ata collection and 

general use. The priority of recurrent congestion severity was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composite score using various congestion indicator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help prepare various measures to improve congestion, such as monitoring 

recurrent congestion sections, support for decision-making on transportation policies, invest-

ment in road infrastructure, and pre-post evaluation of policies.

Keywords: composite-score, congestion-index, mobility bigdata, recurrent-congestion, stan-
dardization

초록

교통혼잡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빌리티 데이터는 ITS 인프라 관리 및 제한된 공간적 범위의 한계 극복이 가

능하다. 또한, 개별차량의 주행궤적 수집이 가능하여 전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도로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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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제약요소이다. 따라서 도로구간의 교통혼잡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교통관리 및 제어를 위해 중요하다. 기

존연구에서 혼잡구간 판단지표는 대부분 단일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교통의 복잡성 및 역동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평가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가능성과 범용적인 활용을 고려

하여 속도기반 지표(혼잡강도, 혼잡지속시간, 혼잡구간길이, 병목발생비율, 반복혼잡비율)를 혼잡지표로 설정하였

고,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반복혼잡 구간 모니터링, 교통정책 의사결정 지원, 도

로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사전 ‧ 사후 평가 등 다양한 혼잡개선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종합점수, 혼잡지표, 모빌리티 빅데이터, 반복혼잡, 표준화 

서론

최근 사회경제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동차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제한적인 도로자원으로 교통혼잡(traffic 

congestion)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락함과 여행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교통혼잡 문

제는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약요소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도로구간의 교통혼잡은 과도한 교통수요, 도로 기하구조,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교

통혼잡은 발생하는 빈도 및 원인에 따라 반복 혼잡(recurring congestion)과 비반복 혼잡(nonrecurring conges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복적 혼잡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구간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발

생하는 예측 가능한 혼잡을 의미한다. 반면 비반복적 혼잡은 돌발상황(교통사고, 악천후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계

획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잡을 의미한다. FHWA(2016)에 따르면 미국 혼잡구간의 약 

40%는 반복적으로 혼잡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 및 비용손실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구간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교통관리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교통관리 및 제어를 위해 도로구간(혼잡구간 위치 및 시간정보 등)의 교통혼잡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교통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통일되고 고정된 평가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역마

다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다(He et al., 2016). 교통혼잡을 판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행속도/시간/밀도 

등을 기반으로 한 단일 혼잡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교통의 복잡성 및 역동성 등을 

고려할 때 단일 혼잡지표로 도로망의 교통 혼잡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다양한 지표를 융합하여 교통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교통운영 개선의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

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혼잡측정방법이 필요하다(Hale et al., 2016a). 한정된 예산으로 혼잡구간 개선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혼잡위치를 식별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Elhenawy et al., 

2015).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반복혼잡구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국내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가 도입된 이후 교통류 변수(교통량, 속도, 밀도 등) 모니터링을 

위해 도로 내 및 도로 위의 센서(sensor)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검지기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기존 ITS 검지

기(루프검지기, 레이더 등)는 공간적 범위가 고정된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정되어 해당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

한 장치로 주로 활용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ITS 검지기를 활용하여 전국에 대한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혼잡한 구간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국 도로구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ITS 인프라의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보된 

데이터(GPS)를 활용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량 위치 좌표(포인트 궤적)를 전처리 및 공간정보 상에 맵매칭하여 전국 도로구간에 대한 

통행속도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혼잡구간 판단은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지표들을 검토하여, 통행속도 기반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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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혼잡구간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혼잡지표를 활용하여 혼잡 심

각 수준을 평가하는 반복혼잡 우선순위 산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고찰

교통혼잡이란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교통수요나 도로 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량의 지정체 및 대기행렬 현상을 말하며, 정상적인 자유류(free flow)의 통행상태에서 소요되는 통행시

간과 비교했을 때 통행시간 또는 지체의 증가로 볼 수 있다(Lomax, 1997). 교통혼잡의 주요 발생원인은 병목현상

(bottleneck), 교통사고, 날씨, 공사, 부적절한 신호, 행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은 반

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과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혼잡으로 구분된다. 반복적인 혼잡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수요와 

병목현상인데, 병목현상은 설비의 용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위치에서 차량의 진입, 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

다(Stopher, 2004).

국내에서는 도시별 ‧ 도로관리 기관별로 ITS가 구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로구간의 통행속도/교통량/밀도 등

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등급별 속도 기준값에 따라 원활, 서행, 지

체로 구분한 교통혼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식별은 도로 시스템의 혼잡완화를 위

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Kidando et al., 2017). 병목현상은 성장하고, 소멸되고, 병합되는 등의 

동적특성을 지닌다(Lund et al., 2017). 또한, 병목현상은 교통간섭(traffic interruption), 차로감소(lane reduction), 

합류(merging), 분류(distraction)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Thakur and Singh, 2016). 이로 인해 고정적

인 검지기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지점 또는 구간속도를 측정하는 기존 ITS 검지체계로는 혼잡상황의 변화를 파악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해외 국가들에서는 HERE, INRIX, TomTom과 같은 민간 회사에서 수

집된 개별차량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의 근본원인과 실제 병목지점을 식별하고, 다양한 혼잡 및 병목

현상을 구성요소를 추적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Lund et al., 2017).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

호법 등으로 인해서 개별차량 위치 정보를 활용하기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혼잡 식별과 관련된 알고리즘 개발이 더

딘 실정이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혼잡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

이터 사업 등으로 국내에서도 가명정보 처리된 위치 정보를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외에서 기 개발된 여러 혼잡판단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e et al.(2016)은 베이징 교통관리국에서 

수집된 구간속도자료를 바탕으로 속도성능지수(speed performance index)를 산출하여 기존 도로망의 혼잡상태를 

평가한 후 도시 도로구간과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Hale et al.(2016a)은 45mi/h를 

혼잡 임계속도로 설정하여 혼잡 지속시간, 혼잡구간 길이, 혼잡발생 일자를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실제 병목현상

의 순위를 매겨 새로운 대책의 영향을 입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Kidando et al.(2017)는 교통상황별 속

도분포를 확인하여 임계속도를 추정하고, 교통 점유율을 지표로 교통상태를 자유흐름, 과도 흐름(혼잡시작), 정체 상

태로 일반화된 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Sisiopiku and Rostami-Hosuri(2017)는 미국 전역에서 수집되는 평균 통

행시간 데이터(N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Research Data Set, NPMRDS)를 기반으로 도로구간의 통행시

간지수(Travel Time Index, TTI), 혼잡지속시간, 혼잡 강도, Speed-Drop을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혼잡구간의 우

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Rui et al.(2018)는 평균속도, 도로밀도, 평균지체를 이용한 교통상태 식별

을 위해 차량 임시 네트워크(Vehicular Ad hoc NETworkS, VANETs) 환경에서 차량 클러스터링 및 퍼지 평가를 

기반으로 한 교통혼잡 감지 및 정량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Susilo and Imanuel(2018)은 포화정도(degree of 

saturation)와 통행시간비율(travel time ratio)을 기준으로 교통혼잡 수준을 첨두시간혼잡(peak-hour congestion), 

긴 혼잡(lengthy congestion), 일시적 혼잡(momentary congestion), 원활한 교통상황(smooth traffic) 총 4가지로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렇듯 해외에서는 개별차량 단위로 수집되는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상황을 

식별하고, 혼잡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활발하게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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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은 Table 1과 같이 속도 기반, 통행시간 기반, 지체 기반, 서비스 수준 및 교통량기반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통행시간 기반 지표는 구간의 연장에 따라 통행시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직감적으로 상대

적인 혼잡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체 기반 지표는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신호 및 기타 요인으로 정지한 시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Rao and Rao, 2016). 또한, 서비스 수준 및 교

통량기반 지표 산정을 위해서는 전국 도로구간의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교통량 수집의 전국 커버리지는 

3% 미만이며, 검지기 오차 등의 이유로 안정성(stability)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속도기반의 지표로 혼잡수준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범용적인 적용이 가능하다(Rao and Rao, 2012).

Table 1. Congestion indices evaluation matrix

Congestion metric Simplicity
Ease of data 

collection
Stability Repeatability

Magnitude of 
congestion

City 
comparison

Continuous 
value

Speed Y Y Y Y Y N Y
Travel time Y Y Y Y N N Y
Delay N N N Y N N Y
LOS and volume Y Y N Y N N Y

도로구간에서 측정되는 속도자료를 기반으로 혼잡수준을 식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FHWA(2017)에서 제시하

는 시공간 매트릭스(Spatio-Temporal Matrix, STM) 방법이 있다. STM은 x축을 공간범위, y축을 시간 범위, z축

을 신뢰성(reliability) 범위로 하는 3차원 시공도를 통해서 D.I.V.E(Duration, Intensity, Variability, Extent)라고 하

는 4가지 혼잡지표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속도자료 기반 혼잡판단 및 분석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4가

지 지표를 많이 사용하며, 이를 종합하여 혼잡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Impact factor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Hale 

et al., 2016b; Sisiopiku and Rostami-Hosuri, 2017).

기존 연구사례들에 대한 고찰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적 특성을 가진 혼잡과 병목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개별차량 궤적자료(GPS)를 기반으로 기존 ITS 검지체계의 공간적 범위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

잡상황 판단을 위해서 통행속도 기반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속도분포를 고려한 임

계치를 기준으로 혼잡 발생을 판단한 경우가 많았으며, 혼잡 지속시간, 혼잡 강도, 혼잡 변동성, 혼잡구간 범위 등의 

지표를 산출하여 혼잡수준을 분석하는 방법론이 국외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를 종합한 

Impact factor를 개발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혼잡분석과 관련한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별차량 이동궤적 수집이 가능한 차량 GPS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하였다. 또한 교통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표준노드링크보다 약 3.5배 상세한 네트워크(한

국교통연구원 6Lev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모든 도로의 혼잡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

하고자 한다. 

분석방법론

1. 분석개요

전국 도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혼잡구간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는 도로구간의 반복혼잡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혼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교통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기존 ITS 검지

기(루프검지기, 레이더, 영상검지기 등)를 통한 교통정보 수집은 고정된 지점 및 구간으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ITS 

인프라의 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차량 G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차량 GPS자료는 이동단말기 역할을 하며, 전국단

위 소통정보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좌표 기반의 GPS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속도정보 생성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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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필터링(outlier filtering) 및 재구조화(reconstruction)를 위한 별도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상치 필

터링은 원시(raw) 데이터 상에서 동일 OBU ID를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 수집시간 외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재구조화는 GPS 궤적오차 및 음영구간(터널/고층건물 등)에서 좌표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정 및 

보정을 통해 궤적자료를 재구조화하여 속도자료의 신뢰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혼잡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혼잡교통류와 정상교통류를 구분

하기 위하여 링크별 혼잡경계속도를 도로구간별로 산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혼잡경계속도는 도로등급에 따라 모

두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도로구간별 기하구조(차로수, 경사도 등) 및 구간특성(어린이보호구역, 톨게이

트 등)이 다르므로, 현장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구간의 교통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혼잡경계속도를 적용하였다. 

셋째, 도로구간의 혼잡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차원에서 혼잡의 시공간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 작

업이 필요하다. 즉, 병목구간 산정 및 혼잡 영향권(시점, 종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 네트워크에 교통축 정보가 

속성값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축은 노선별로 상행/하행을 구분하였고, 연속된 링크 구간 판단을 위해 링

크 순서를 구축하여 별도의 연산과정 없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존연구에서 혼잡구간 판단을 위해 제안된 지표는 대부분 단일 혼잡지표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교통의 복

잡성 및 역동성을 고려할 때 단일지표 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융합하여 교통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여건을 고려하여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지표들을 선정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점수 산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2. 데이터�구축

전국 도로구간의 소통정보 생성을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GPS 포인트 자료(2019년 2개월치)를 분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맵매칭된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별 도로구간별 통행속도 분포(profile) 자료를 구축하였다. 링크통행속도 

산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 및 가공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전처리는 차량 GPS 검지오차로 인한 오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또한, 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구간속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링크단위의 맵 매칭을 수행하

였다. 속도정보를 교통운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분단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프로브 자료 

보급률(약 1%)로 인한 네트워크 커버리지 문제로 1시간 단위로 속도분포를 구축하였다. 도로구간() 대표속도() 

산정을 위해서 시간별() 프로브 샘플수()가 30건/시 이상일 경우는 중위값(median), 그 밖의 경우에는 평균값

(avg)을 적용하였다. 이는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 ), 그 표본집단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과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이룬다. 즉, 중심극한정리를 사용하여 표본의 통계치로 모집단의 모수치를 추

정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정보 산정 시 중위값이 더욱 신뢰할만한 값이므로 해당 값을 대푯값으로 설정하였다. 

        ≥ 

  
∀   (1)

또한 프로브 자료의 보급률 문제로 일부 구간 및 시간대에서 프로브 대수가 0인 시간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정

보 미수집으로 인한 결측 구간의 존재는 교통정보 서비스의 품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계열 기반 방법론 중 적용이 간편하고, 해당 링크의 통행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누락자료 보정 방법론을 적용

하였다. 즉, 인접 시간대의 이력 데이터만을 통해서 누락자료를 보정 수 있는 인접 자료 평균 방법과 평균 대체법(동

일요일의 시간대 평균값)을 융합한 방법을 통해 누락자료 보정을 수행하였다.

정상교통류와 혼잡교통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혼잡여부 판단을 위한 경계 값이 필요하다. 혼잡경계속도() 산정

을 위해서 2017년 1년치 차량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도로구간별 속도분포(1km 단위)를 활용하였다.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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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속도 산정 기본개념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교통류가 와해되는 시점, 즉 서비스 수준 기준 LOS E와 F 사이를 혼잡

경계속도로 정의하였다(Figure 1). 도로등급별 동일한 혼잡 기준을 설정할 경우 현장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지의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 오르막차로 등은 주변 도로와 통행특

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혼잡을 판단할 경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도로구간별 혼잡경계속도는 기존연구(Cheon et al., 2014)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순응형 KNN 확률밀도(Adaptive 

K-Nearest Neighbor Probability Density)와 순응형 파라곤 창(Adaptive Paragon Window)을 이용한 최적화 모

형의 이중구조 모형(Bi-level model)을 이용하여 혼잡경계값을 산정하였다.

Figure 1. Concept of congestion boundary speed

도로구간에 발생한 혼잡은 해당구간의 혼잡강도도 중요한 요소지만, 혼잡이 발생한 시점정보(병목구간), 혼잡 영

향권(혼잡전이길이) 등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 전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해당 혼잡지표를 산정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네트워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선별 방향별 링크순서(시퀀스) 정보가 구축되어야 

시공도 분석을 통해 병목구간 위치 및 혼잡구간길이 등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며, 시스템 상에서 별도의 경로탐색 없

이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링크순서 정보를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속성 값으

로 입력하였다.

3. 교통혼잡�지표�개발

기존연구에서 혼잡구간 선정을 위하여 속도, 통행시간, 지체시간, 서비스 수준, 교통량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

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데이터 수집 가능성과 범용적인 활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복혼잡구간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혼잡지표는 링크별 속도정보를 기반으로 산정 가능한 지표들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지표는 

혼잡강도, 혼잡지속시간, 혼잡구간길이, 병목발생비율, 반복혼잡비율 총 5가지 지표이다(Figure 2). 지표들은 기본

적으로 시간대별로 산정한 후 일 단위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단, 혼잡지속시간은 시간대별로 산정이 불가능하여 일 

단위 평균값만 산정하였다. 혼잡지표별 정의 및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혼잡강도(Congestion Intensity, )는 혼잡의 심각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혼잡경계속도()를 평균속도( )로 

나눈 값이다. 는 평균속도가 혼잡경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0으로 산출되며, 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다. 여기서 혼잡발생여부()는 혼잡일 경우 1, 비혼잡일 경우 0으로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별()로 혼잡이 발생

한 시간대 개수() 자료를 이용하여 일단위 평균혼잡도( )를 산정한다. 특정기간에 대한 지표 산정을 위해서

는 분석일수()를 고려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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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혼잡비율(Congestion Rate, )은 전체 분석일수 중에 혼잡이 발생한 일수의 비율로 정의한다. 즉, 특정기

간에 대한 반복혼잡비율 산정을 위해서 구간별 시간대별 혼잡비율을 산정한 후   인 시간대 값을 평균화

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구간별 혼잡지속시간 지표가 별도로 산정되므로, 시간대별 혼잡이 발생한 시간대만을 대상

으로 평균화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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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지속시간(Congestion Duration time, )은 혼잡발생 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시간길이를 의미한다. 지

표값 산정은 링크별 시간대별 혼잡강도가 1.0 이상인 경우의 시간대를 합산하여 일단위로 지표를 산정한다. 또한, 

특정기간 단위 지표 산정을 위해서 전체 분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  ∀   (4)

혼잡구간길이(Congestion Length, )는 혼잡이 발생한 위치부터 최종 혼잡이 종료된 지점까지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충격파로 인해 상류부로 혼잡이 전이되는 만큼 혼잡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중요한 지표이다. 지표값 산정은 우선 링크별() 시간대별()로     인 경우 혼잡이 종료된 지점까지의 링

크 연장을 합산한다. 여기서, 혼잡이 다중구간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구간(  ⋯)에서 혼잡종료구간까지의 연장

의 합을 의미한다. 일 단위 평균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산정된   을 합산한 후 혼잡이 발생한 시간

대 개수()를 나누어 산정하였다. 특정기간 단위 지표를 산정은 전체 분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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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병목구간()은 시공간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병목구간을 판단하기 위하여 노선별 교통축 자

료(링크순서)를 구축하였고, 시공도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혼잡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공간 지점을 병목구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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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으며, 병목구간일 경우     로 산정하였다. 병목발생비율(Bottleneck Rate, ) 산정은 특정기

간 중 병목구간으로 선정된 일수의 비율을 통해 산정되며, 기본적으로 구간별 시간대별로 산정한 후 병목구간이 발

생한 시간대 개수를 활용하여 구간의 평균값을 산정한다. 

 
 ×


  








  

×  if     ∀   (6)

Figure 2. Congestion index concept 

4. 반복혼잡�우선순위�평가방법(종합점수)

본 연구에서 반복혼잡구간 산정 방법론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혼잡지표를 이용하여 혼잡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구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복혼잡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서는 개

별지표 산출 값을 하나의 평가지수로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두 개 이상의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평가지수를 개발할 때,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거나, 

측정 단위가 다른 경우 지표 간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표준

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표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Equation 7

과 같이 지표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
 )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이상

치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표별 동일한 분포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였다. 

 표준화 방법은 여러 그룹의 지표 값을 기준 평균( ) 및 표준편차(  )인 분포 상태를 갖도록 지표

값을 변환한 점수로, 자료의 수치가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화한 값을 의미한다. 

도로등급별로 지표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표준화할 경우 특정 도로등

급의 혼잡이 크게 산정될 수 있다. 실제 일평균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살펴보면 평균속도는 103km/h, 

62.5km/h, 표준편차는 11.2km/h 20.5km/h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

준화 시 도로등급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정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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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혼잡 우선순위 산정을 위하여 5가지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들의 절대적인 크기의 차이로 인한 영향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가지의 혼잡지표가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가

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잡지표들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을 위하여 9점 척도로 이원 비교하는 방식의 AHP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AHP조사는 교통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

중치 결과는 조사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Table 2. result of congestion index relative importance (weight)

Contents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rate)



(congestion duration time)



(congestion length)



(bottleneck rate)
Weight 0.204 0.204 0.372 0.166 0.054

반복혼잡 우선순위 판정을 위한 종합점수(Composite Score, )는 도로구간별 지표별 가중치와 표준화 결과를 

곱하여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Equation 8과 같이 최종적으로 산출하였다.

  × × × × × (8)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반복혼잡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속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가능한 혼잡지표들을 선정하여 

지표값을 산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였다. Table 3은 2019년 12월 한 달치의 내비게이

션 자료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본선구간을 대상으로 혼잡지표들의 분석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산정한 종합점수를 기

준으로 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GPS 자료는 전국 도로망에 대한 자료수

집이 가능하므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Figure 3과 같이 링크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등급별(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노선별, 차로수별, 지역별(시도, 시군구, 행정동), 도로유형별(일반

도로, 교량, 터널 등) 등에 따른 현황분석이 가능하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by expressway (top 20)

Rank Link ID

Link information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analysis result

Route Lane
Length
(km)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length 
(km)

Congestion 
duration 
(hour)

Congestion 
rate 
(%)

Bottleneck 
rate 
(%)

Composite
score

1 57155541801 Gyeongbu 7 0.16 1.28 0.17 22.5 93  0 146.22
2 64540966801 Jungbunaeryuk 2 0.02 1.41 0.02 22.5 93  0 145.87
3 64540967201 Jungbunaeryuk 4 0.04 1.48 0.04 22.4 93  0 145.72
4 64841192701 Jungang 3 0.06 1.27 0.13 21.5 89 10 144.90
5 47660312801 Seoul ring 4 2.07 1.16 8.16 12.4 77 11 143.30
6 65632323601 Saemangeum pohang 2 0.1 1.62 0.12 20.6 85  4 139.51
7 77250375501 Donghae 2 0.09 3.12 0.17 18.9 78  5 134.59
8 57164643001 Gyeongbu 4 0.03 1.33 5.78 12 75 14 133.74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2호, 2021년�4월 173

LEE, Soongbong ･ KIM, Jeongmin ･ CHEON, Seunghoon •Article•

Table 3.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by expressway (top 20) (continued)

Rank Link ID

Link information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analysis result

Route Lane
Length
(km)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length 
(km)

Congestion 
duration 
(hour)

Congestion 
rate 
(%)

Bottleneck 
rate 
(%)

Composite
score

9 57164664101 Gyeongbu 4 0.01 1.6 4.95 13 76 10 133.12
10 47867926201 Seohaean 2 0.36 3.4 3.57 14 70 13 132.56
11 47660313001 Seoul ring 4 0.39 1.86 6.19 12.2 76  0 132.48
12 47660313301 Seoul ring 4 0.84 2.32 5.87 12.1 75  0 131.26
13 57164662201 Gyeongbu 4 0.55 1.4 5.86 12 74  5 131.03
14 64720988401 Namhae 3rd branch 2 0.24 1.9 0.37 18 74  7 130.46
15 64841193201 Jungang 3 0.09 1.12 0.14 18.9 78  0 130.44
16 57164664501 Gyeongbu 4 0.01 1.68 4.94 12.8 79  0 130.31
17 57164642401 Gyeongbu 4 0.59 2.08 2.25 15.6 81  0 130.04
18 57164822701 Gyeongbu 5 0.87 1.82 4.96 12.3 76  6 129.98
19 57164664601 Gyeongbu 4 0.05 1.66 4.95 12.9 75  0 129.46
20 57160661901 Gyeongbu 4 0.21 1.77 5.17 12.1 80  0 129.35

(a) Expressway (b) Urban freeway (c) General national road

Figure 3.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by level of roads (composite score)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국도를 대상으로 노선별 평가를 위하여 링크의 연장을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가중평균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부간선도로가 가장 혼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뒤를 이

어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혼잡이 심한 노선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주변의 노선들로 분석되었다.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국도67호선(군위-칠곡), 국도87호선(철

원-포천)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노선은 대부분 편도 1차로에 산간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인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by route (top 15)

Rank Route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length (km)

Congestion 
duration (hour)

Congestion 
rate (%)

Bottleneck 
rate (%)

Composite
score

1 Seobu 1.69 1.64 7.32 42.04 2.31 61.98
2 Gyeongin 1.50 0.77 1.31 12.18 3.96 60.72
3 Seoul ring 1.36 0.79 1.30 12.33 1.77 59.99
4 Yongin Seoul 1.39 0.54 1.08 9.80 1.82 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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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by route (top 15) (continued)

Rank Route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length (km)

Congestion 
duration (hour)

Congestion 
rate (%)

Bottleneck 
rate (%)

Composite
score

5 Gangbyeonbuk-ro 1.65 2.08 4.04 30.44 2.88 57.49
6 Olympic-daero 1.62 1.73 3.29 25.85 2.72 55.52
7 The 2nd gyeongin 1.09 0.47 0.63 8.81 1.70 55.31
8 Pyeongtaek siheung 0.94 0.79 0.49 7.37 0.98 55.28
9 Dongbu 1.47 1.18 3.71 27.04 2.68 55.06
10 Gyeongbu 0.65 0.36 0.86 6.44 0.63 54.07
11 General national road-67 2.02 0.13 3.82 17.72 3.33 53.59
12 Namhae 3rd branch 1.25 0.08 0.85 4.90 1.18 53.48
13 General national road-87 2.10 0.17 3.16 15.31 3.21 53.12
14 Ulsan 0.57 0.06 1.06 5.13 0.44 53.05
15 Jungbu 1.06 0.39 0.30 5.09 0.95 52.66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순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광역시들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Table 5). 이밖에도 시군구, 행정동 단위로도 분석이 가능하

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정책시행에 따른 사전 ‧ 사후 평가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Table 5. Analysis result of recurrent congestion priority by cities and provinces

Cities and provinces
Congestion 

intensity
Congestion 
length (km)

Congestion 
duration (hour)

Congestion 
rate (%)

Bottleneck 
rate (%)

Composite
score

Seoul 1.76 0.41 4.18 21.61 3.13 55.32
Incheon 1.62 0.21 3.16 14.85 2.65 53.59
Busan 1.59 0.17 2.76 14.30 2.71 52.03
Daegu 1.97 0.12 2.38 12.38 2.75 51.64
Gwangju 1.89 0.11 2.48 12.50 2.79 51.40
Daejeon 1.79 0.08 2.13 11.04 2.40 50.93
Gyeonggi-do 1.61 0.13 1.92 10.34 2.20 50.62
Ulsan 1.55 0.08 2.09 10.44 2.30 50.21
Gangwon-do 1.46 0.12 1.60 9.13 2.22 49.92
Jeollabuk-do 1.53 0.10 1.65 9.30 2.25 49.86
Gyeongsangnam-do 1.46 0.10 1.58 8.83 2.08 49.66
Chungcheonbuk-do 1.44 0.09 1.55 8.70 2.00 49.46
Jeollanam-do 1.43 0.11 1.41 8.15 1.98 49.43
Sejong 1.35 0.06 1.85 9.36 1.93 49.29
Gyeongsangbuk-do 1.38 0.10 1.35 7.74 1.88 49.26
Chungcheongnam-do 1.38 0.09 1.49 8.36 1.91 49.19

결론

지금까지 교통소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ITS 정보는 지점검지 기반으로 정보제공의 공간적 범위가 전체 도로의 

20%에 불과하고, 차량의 통행패턴 분석이 불가능하여 전국 도로의 세부 교통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

다.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차량 GPS)는 기존 ITS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위 통행특성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GPS)의 위치 좌표를 수집데이터로 활용하여 전국 도로 구간의 시간대별 속도분

포를 구축하였고, 속도자료를 기반으로 혼잡수준 판단을 위해 5가지 지표(혼잡강도, 혼잡구간길이, 혼잡지속시간, 

반복혼잡비율, 병목발생비율)를 선정하였다. 이는 교통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일지표를 통한 분석보다는 다

양한 지표를 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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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5가지의 혼잡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지표별로 절대적인 값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가 동일한 형태로 지표 값들을 표준화하였

다. 또한, 지표별 가중치는 교통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하였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도로부문 반복혼잡 우선순위 분석방법은 전국 도로의 혼잡수준을 평가 시 혼잡이 심각한 

구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로등급별, 행정구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일단위로 지표값을 산정하여 

혼잡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관련 통계자료, 교통정책 의사결정 지원, 도로 인프라 투

자, 정책효과 사전 ‧ 사후 평가 등 다양한 혼잡 개선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교통혼잡에 대한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교통운영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분석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혼잡발생요인의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서 

통행속도기반의 지표뿐만 아니라 교통량, 기후, 돌발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반복혼잡 우선순위 분석결과 도로연장이 짧은 구간이 다수 포함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원시데이터(포인트 데이

터)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상에 맵매칭하여 기존 민간에서 제공된 링크 맵매칭 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의 이상치 문

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속도자료의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 링크 연장의 최소 기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반복혼잡구간 

선정을 위해 종합점수 산정을 통해 상대적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혼잡수준에 대한 절대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준설

정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통운영측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표값은 최소 15분단위로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브 자료의 보급률로 인한 네트워크 커버리지 문제로 1시간 단위로 속도분포를 구축하였지

만, 추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누적된 이력자료를 기반으로 장래 

혼잡패턴 예측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방안 및 교통운영 서비스 제공 시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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