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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교통 이력자료의 시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 분석  측에 필요한 신뢰성 높

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한 TCS/HI-PASS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시공간 데이터의 처리 알

고리즘은 각종 교통정보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표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차량 검지기(VDS)

를 통해 수집된 교통량, 속도, 유율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에 가공처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공간평

균속도 기반의 통행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TCS)으로 부터는 출발 업

소와 도착 업소의 진·출입시간을 기반으로 평균통행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검지

기(VDS) 데이터와 기존 TCS 데이터의 처리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TCS와 HI-PASS 데이터 기반의 

개선된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다.

1. 서론

  교통 이력자료 리시스템은 국 고속도로에서 수집되

는 다양한 교통이력자료를 장, 가공, 리하는 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

구원에서는 교통 이력자료가 다양한 목 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신의 IT기술을 이용한 교통 이력자료 

리시스템(OASIS)를 구축하 다. 교통 이력자료 리시

스템(OASIS)은 고속도로 교통 리시스템(FTMS)과 우회

도로 교통정보시스템(ARTIS)에서 수집된 차랑 검지기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데이터와 교통정보수집 

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데이터, 고속

도로 톨게이트에서 수집되는 통행료수납시스템(TCS:Toll 

Collection System) 데이터와 자 통행료 징수시스템

(Hi-Pass) 데이터, CCTV 디지털 상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CCTV 교통 상 데이터, 유고정보(VMS)  

날씨정보 등 교통 운 에 련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리한다. 이러한 교통 이력자료는 실무자나 연구자 는 교

통 이력자료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 제공된다.[8]

  본 논문에서는 약 290여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시스템

(TCS)과 자 통행료 징수시스템(Hi-Pass)으로부터 수집

된 자료에 해 오류를 단하여 제거하고, 단 시간내 큰 

차이를 보이는 값을 제거한 후 5분 단 로 집계한다. 그 

결과값을 통해 체 데이터의 극소값과 극 값을 제거하

고, 결측 자료를 정상치로 보정한 후 시간단 로 집계하는 

TCS/HI-PASS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다.

2. 련연구

  재 교통 이력자료 리시스템(OASIS)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고속도로 교통 리시스템(FTMS)로부터 수신한 

차량 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 원시자료를 

재한 후 결측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류 단, 결측통계, 

결측보정 1, 2단계(3, 4단계 옵션), 평활화 과정의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각 자료처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은 라미터화하여 다양한 설정과 조합을 통해 차로

별(LANE), 지 별(STATION), 구간별(LINK), 노선별

(LINE) 집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5]

(그림 1) VDS 자료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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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검지기(VDS) 처리 알고리즘을 상세히 살펴보면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재하고, 원시자료  결측 

된 시 , 지  자료를 ‘-111’ 값으로 생성하는 결측자료 입

력과 한개 차로의 교통량 차이(DEFAULT 2) 가 기  이

상이거나, 교통량과 유율이 0보다 작고, 속도값이 유

율, 교통량, 속도의 계산공식 오차범  이상일 때 오류로 

단하여 ‘-999’ 값을 입력하고, 동일 차로 상/하향 인 지

  동일차로 상향 인 지  값을 통해 결측 자료를 보

정한 후 평활화 단계를 거쳐 차로, 지 , 구간, 차선별 자

료를 집계한다.[7] 아래 <표 1>은 VDS 처리 작업에 

한단계별 처리과정이다.

<표 1> VDS 데이터 처리 작업 상세

처리
단계

단계명칭 처리내용

재 Import 임시 테이블에 원시데이터 장

P1 결측자료입력 결측자료 입력(-111) 

Q1 
결측율통계

(결측보정 )
결측자료 입력 후 결측 통계
산출

Q2 
결측율통계

(결측보정 )

결측보정 단계별 결측 통계 
산출(원하는 단계 처리 후 통
계 산출 가능)

F1 오류 단 오류 단자료 입력(-999)

I1 1차결측보정 상하향 N차 인 지  참조

I2 2차결측보정 상향 N차 인 지  참조

I3 3차결측보정 이 지  주기 용 참조

I4 4차결측보정 
동일지  N번째 이 주 동일
요일 참조 

S1 평활화 
자료 보정(30  이 자료 * 
0.7 + 시  자료 * 0.3)

집계 자료집계 
차로, 지 , 구간, 차선별 집계
(5분, 15분, 1시간, 1일, 1주)

  와 같은 차량 검지기(VDS) 처리와 기존 통행료 수

납시스템(TCS)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단계별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TCS와 Hi-Pass 데이터를 통합한 

처리 알고리지즘을 설계  구 한다.

3. 제안하는 처리 알고리즘 구

3.1 기존 알고리즘 분석

  교통 이력자료 관리시스템(OASIS)은 고속도록 통행료 

수납시스템(TCS) 이력자료에 해 기 시간을 선택하여 

오류를 단하고, 시간단 별 푯값을 선정, 결측 처리 

시 기 으로 사용하고, 평활화를 통해 극단치값을 제거하

도록 처리 알고리즘이 설계되었다.[7]

▪ 오류 단

  편차(MAD : Median Absolute Deviation)를 이

용한 오류 단으로 반복값의 개수가 3이상일 경우에는 

MAD를 이용하여 보정처리를 한다. 여기서 MAD는 자료

의 분포를 악하기 하여 표 편차 신에 robust 

estimation에서 종종 고려되는 통계량이다.  

▪ 푯값

  O/D(Origin-Destination)구간에서 통행시간 정보를 제

공하기 해서는 O/D구간별 5분단 로 수집된 원시자료

들을 보정처리 한 후 구간, 시간 단 별 단일 푯값을 

산출하고, 이상치가 존재하는 자료에 민감하지 않은 성질

을 가진다고 알려진 수(median)를 사용한다.

▪ 결측처리

  푯값이 존재할 경우와 푯값이 결측인 경우 결측지

속정도가 6시간  이내인 경우와 6시간  이상인 경우 

표값 산출 알고리즘에서 최종계산 된 값을 활용하여  

한 시 의 일정 구간에 결측된 통행시간을 산정하여 보

정 한다.

▪ 평활화(Smoothing 기법)

  일정 시   구간에서 극소값과 극 값을 일정 비율로 

반 하여 산출한 값을 평활화 처리를 한다.

3.2 개선된 처리 알고리즘

  기존 TCS 자료처리를 기반으로 처리단계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TCS와 Hi-PASS로 부터 1∼6종의 차량 데이터

를 통합하고, 단계별 처리에 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그 수행 차는 수집 데이터에 

한 오류 단, 이상치 제거, 5분 원시집계, 극단치 보정과 

결측 보정의 총 5단계를 거쳐 5분, 15분, 1시간의 업소

간 통행량과 통행시간을 집계한다. 

▪ 1단계. 오류 단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TCS)과 하이패스(Hi-Pass)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정상 인 값을 제거한다. 통합 기

은 출발시간을 기 으로 하며, 오류 단 기 은 출발 업

소, 도착 업소 같은 데이터, 자유통행시간 5배 과 데이

터, 오류로 인해 출발 업소 코드값이 '000' 이거나, 통행

일자가 오류인 데이터를 제거한다.

▪ 2단계. 이상치 제거

  차종별 통행시간에 해 단 시간 내 자료  큰 차이

를 보이는 자료에 해 MAD 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

한다.

중위절대편차   ×     

표준점수 
    

   여기서   는 OD구간 일정 시 에 수집된 통행시

간 측시의 앙값(median)이다. MAD에 의한 표 수

(A) 값이 3보다 크면 이상치로 단  ‘-999’ 로 처리한 

후 직  데이터를 장하고, 작으면 원래 값을 그 로 유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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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5분 원시집계

  오류 단과 이상치 게거 후 데이터 보정을 해 5분 단

로 집계한다. 집계 기 은 출발 업소, 출발시각 기

으로 하며 폐쇄식은 업소별 입출입 교통량 산정시에만 

사용한다. 결측 자료에 해서는 ‘-111’로 처리하고, 5분 

집계시 단 시간별 통행시간은 값을 이용하여 산정한

다. 한 요일통행시간에 한 패턴값 추출  요일별 날

씨정보 등과 연계한 자료 검색을 해 요일을 기록한다.

▪4단계. 극단치 보정

  5분 집계 데이터에 해 통행시간의 변동이나 불연속성

에 한 극단치를 제거하는 단계로써 아래와 같은 비율로 

용한다.

   ×    × 

  시점평활화계수   

   : od 구간에서 t시 의 평활화(Smoothing)된 

값으로 이 주기 평활화값의 70%와 재주기 평활화값의 

30%를 반 하여 용한다. 

▪ 5단계. 결측 보정

  결측 보정은 5분 원시집계를 통해 결측 데이터에 값이 

‘-111’ 인 데이터를 차종별로 보정한 후 산술평균한다. 한

개 차종이라도 보정이 되면 나머지 차종은 0으로 채우며,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결측된 데이터를 보정한다. 선형보

간법, k는 라미터로 가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기본값은 3(데이터 사이 3개 빈 값 의미)으로 하고, 보정

된 데이터는 차종별로 통행시간과 통행량을 산출한다.

      
       ×       

       

   :  결측 시 의 통행시간을 산정하는 알고리즘.

     :  이  통행시간(이후 TRAVEL_TIME)

      :  이후 통행시간(이  TRAVEL_TIME)

     :  이후 집계단  시간(이후 SAMPLE_TIME)

     :  이  집계단  시간(이  SAMPLE_TIME)

    :  재 집계단  시간(SAMPLE_TIME)

▪집계

  단 시간 기 은 5분, 15분, 1시간으로 집계하며, 5분 원

시집계 데이터를 극단치 제거와 결측 보정한 데이터를 

상으로 집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극

단치 보정과 결측 보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집계 과

정 에도 결측된 데이터는 ‘-111’로 처리한다.

3.3 처리 알고리즘 실험  검증

  본 실험은 TCS로 부터 수집한 이력자료  2007년 용

인-천안 간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샘 링하여 개선된 

TCS/Hi-Pass 처리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이며, 아래

와 같이 검증하고 있다.

▪오류 단 결과값

  (그림 2) 는 오류 단 차에 의해 생성된 결과 데이터

이며, 이상치 제거 알고리지즘에 의해 ‘-999’로 보정되었다.

(그림 2) 오류 단 결과값

▪이상치 제거 알고리즘

  (그림 3) 은 원값에 편차 알고리즘을 용하여 

이상치를 선별하는 과정과 이상치로 선별된 데이터에 

한 처리 방법이다. 

 (그림 3) 이상치 제거 알고리즘 용

  이상치 선별 방법은 후 10개의 원값(x_i)을 Median()

함수를 이용하여 값(x_med)을 찾아낸 후 1.48261을 

곱한 결과값으로 원값(x_i)에서 값(x_med)를 뺀 

값을 나 값(z_MAD)이 3보다 크면 이상치로 단하여 

‘-999’로 처리한다. (그림 4)는 기존 속도 원값에서 보정되

어야 할 이상치 값을 그래 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제거

- 1007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극단치 보정

  (그림 5)는 평활화 기법을 통해 원값을 후 시  데이

터의 비율을 7:3 비율로 용하여 보정한 결과이다.

(그림 5) 극단치 보정 용

  (그림 6)은 보정 의 극 값과 극소값이 평활화 처리

되어 보정 후 완만한 그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극단치 보정(평활화) 결과값 비교

▪결측 보정

  (그림 7)은 결측된 시 에 해 선형보간법을 용하여 

통행시간을 보정한 결과이다.

(그림 7) 결측 보정 결과

▪집계(5분/15분/1시간)

  (그림 8)은 5분 단  집계와 그 결과값을 통해 15분, 1

시간 단 로 평균을 구한 결과이다.

(그림 8) 5분/15분/1시간 집계 결과

4. 결론

   본 논문에서 구 한 TCS/Hi-Pass 처리 알고리즘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TCS 자료처리 알고리즘에 Hi-Pass 

데이터를 통합하고, 단계별 처리 과정을 재정립하 으며,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해 처리과정의 알고리즘을 

개선하 다. 재 교통 이력자료는 데이터의 품질문제로 

그 활용이 제한 이었으나, 개선된 TCS/Hi-Pass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통행량과 통행시간을 

집계하고, 기존 차량 검지기(VDS) 이력자료와 연계한 검

증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휴일

이나 명 에 교통상황을 측하고, 도로 설계 등과 같은 

교통 략 수립 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TCS와 Hi-Pass로 부터 수집된 통행시

간 정보에 해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는 다 경로환경으로 어느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 TCS와 Hi-Pass의 입·출구 정보로는 추 이 

불가능하며, 고속도로 이용자의 본선외 주행시간(휴게소 

체류 등)을 제외한 경로통행시간 산출이 제한된다는 문제

이 있다. 즉, 구간 통행시간에 해 VDS의 공간평균속

도를 기반으로 한 통행시간 산정이 실질 으로 업소에

서 수집된 통행시간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확보되어

야 하며, 통행시간 산정 알고리즘이 보완되어야 한다. 

재 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반에서 기지

국과 차량에 설치된 Hi-Pass단말기(OBU) 간 송수신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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