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tell. Transp. Syst.

도시부 경로자료를 이용한 통행의 공간  규칙성 분석

Analysis of Spatial Trip Regularity using Trajectory Data in Urban Areas

이 수 진*․장 기 태**

 * 주저자 :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석사과정
** 교신저자 :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부교수

Su jin Lee*․Ki tae Jang**

 * The Cho Chun Shik Graduate School for Green Transportation, KAIST

** The Cho Chun Shik Graduate School for Green Transportation, KAIST

†Corresponding author : Ki tae Jang, kitae.jang@kaist.ac.kr

Vol.17 No.6(2018)

December, 2018

pp.96~110

요  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통행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신규 교통정보 생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수요 및 교통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은 교통 운영에 필수적
인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특정 지점 혹은 구간의 통행 패턴이 반복됨을 전제로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통행 규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높은 비용과 응
답자 기억에 의존하는 응답으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ETC시스템, 

스마트카드 등의 방법으로 통행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통행 규칙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경로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통행자가 여러 날에 걸쳐 공간적으로 유사한 통행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적 통행 유사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서열정렬 알고리즘인 Dynamic 

Time Warping을 이용하여 일별 통행사슬 간 공간적 차이를 산정한다. 또한 산출된 공간적 통행 
규칙성을 통해 고정적 교통수요 추정의 지표 및 교통서비스로의 활용방안을 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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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evelopment of ICT has made it easier to collect various traffic information, research on 

creating new traffic attributes is drawing attention. Estimation and  forecasts of demand and traffic 

volume are one of the main indicators that are essential to traffic operation, assuming that the traffic 

pattern at a particular node or link is repeated. Traditionally, a survey method was used to 

demonstrate this similarity on trip behavior. However, the method was limited to achieving high 

accuracy with high costs and responses that relied on the respondents’ memory. Recently, as traffic 

data has become easier to gather through ETC system, smart card, studies are performed to identify 

the regularity of trip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route-level trip data collec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re analyzed to confirm that individual traveler forms a spatially similar trip chain 

over several days. For this purpose, we newly define the concept of spatial trip regularity and assess 

the spatial difference between daily trip chains using the sequence alignment algorithm, Dynamic 

Time Warping. In addition, we will discuss the applications as the indicators of fixed traffic demand 

and transportation services.

Key words : Trip regularity, Trip pattern analysis, ATMS, D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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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때로는 주기적인 패턴으로 이루어

진다. 쇼핑과 여가가 상대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해 자유로운 반면, 일, 수업과 같은 활동은 비슷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활동장소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활동을 위해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량 등

을 이용한 통행을 수반하며, 이러한 통행들이 모여 도시 교통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통행 규칙성을 규명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도로의 정적인 교통 수요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도로 구간 및 지점에 대한 고정적 통행수요는 교통특성 

예측 및 교통관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다. 기존에는 VDS나 TCS로부터 수집한 지점 및 구간 교통데이터

를 통해 수집된 교통인프라 관점에서의 자료로 <Fig. 1>과 같이 통행특성의 반복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시간흐

름에 따른 지점 교통량 패턴과 대중교통 승객 수가 도시 교통에 반복적 패턴이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정적 교통시설 관점의 통행 패턴분석으로 개별 통행자 단위에서의 통행행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Fig. 1> Recurrent traffic patterns in urban (VDS link data)

개인 수준의 통행 규칙성 분석은 지점 및 구간에 대한 통행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경로 수준의 통행수요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카풀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분석

하기 위해 이전 연구들은 가구통행실태조사나 표본 집단의 통행 일지를 활용하여 통행의 반복성을 검토하였

다. 통행 일지 자료는 개인 정보, 통행 목적 및 수단과 같은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통행자

의 반복적 시종점 정보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xhausen et al., 2002; Schlich et al., 2013). 또한 이를 기

반으로 통행자의 특성, 통행 목적, 방문 빈도와 같은 변수들을 기반으로 통행 규칙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으로 오차가 내재되어 있으며, 높은 비용으로 인해 표본율

의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대중교통 스마

트카드, 내비게이션, 휴대 전화 통신 기록 등의 경로로부터 다양하고 고도화된 교통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

다. 시간 및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이러한 개별통행 데이터는 이용자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 개인의 이동

패턴 유사성에 관한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카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카드 태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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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언제 어떤 정류장에서 승·하차하였는지는 알 수 있어 이를 통해 통행 시작·종료 수준의 통행 유사성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a et al., 2013; Sun et al., Ma et al., 2017). 그러나 대중교통이용 데이터를 이용

할 경우, 대중교통 특성상 배차시간과 고정된 정류장 위치로 인해 통행자 특성에 대한 자유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휴대전화는 GPS 뿐만 아니라 통화상세기록(CDR), SNS 위치 표출 등으로 사용자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GPS는 세밀한 단위까지 개인의 시간 및 공간적 위치 정보 기록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이동패턴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분석이 가능하다 (Lee et al., 2010; Crawford et al., 2018). 그러나 이는 이용자의 이동 수단 

추정, 유효한 기·종점 단위로의 구분 등의 어려움이 있다. 휴대전화로부터 수집되는 다른 데이터인 CDR은 

사용자가 통화 시의 기록을 연결된 셀 타워 ID와 발생 시각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기록은 사용자의 정확

한 위치가 아닌, 고정적인 셀 타워의 위치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자의 통행 패턴이 집계적 수준에서 감지되

어 주로 VDS나 TCS와 같은 수준에서의 통행 유사성 분석이 가능하다(Sevtsuk et al., 2010). 이와 같이 통행규

칙성 분석은 각 데이터가 가진 한계에 따라 수집 규모, 개인 식별, 이동 수단 및 경로 구분 등의 어려움이 존

재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고속도로 하이패스 정보수집체계와 동일한 시

스템을 도시부에 적용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의 도시 내 통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단거리무선통신

(Dedicated Short Renage Communication; DSRC) 기술을 이용하는 본 시스템은 2016년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률이 전국 기준 60.5%로 높은 표본율을 가지며, 개별 차량 식별뿐만 아니라 지점 통행 시각 및 위치 등의 정

보를 수집한다. 또한 다른 경로 데이터와 달리 통행의 시작과 끝의 구분이 가능하여, 통행 기·종점 단위의 

규칙성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통행자 수준에서의 공간적 통행규칙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수

집되는 경로형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여러 날에 걸쳐 개별통행자가 유사한 위치 및 순서의 통행

을 반복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데이터를 일별 통행사슬 형태로 재가공하고 서열정렬 알고리

즘인 Dynamic Time Warping (DTW)을 적용하여 일 단위 공간 이동 패턴울 비교하였다. 또한 산출된 공간적 

통행 규칙성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고정적 교통수요 추정의 지표 및 교통서비스로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자 한다.

Ⅱ. 데이터  처리 방법론

1. 데이터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경로형 교통자료를 활용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첨단교

통시스템의 일환으로, 174개의 노변검지기 (Road-side Equipment; RSE)를 대구광역시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였

다. 단거리무선통신 기술인 DSRC를 사용하는 본 장비는 통행료 전자 지불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이패스 단

말기 (On board unit; OBU) 부착차량이 인식 반경 내를 통과하면 차량 단말기 정보를 포함하여 통과 시각, 해

당 RSE 정보, 차종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2017년 9월 기준, 174개의 노변검지기로부터 한 달 동안 76 만 여 

대의 차량에서 11,494 만 여 건의 통과기록이 수집되었다. 이는 약 9GB 용량의 데이터로, 기록된 정보 목록

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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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ata Type Length Description

OBU_COLL_SN

VARCHAR2

17 OBU serial number

OBU_SN 32 Recognition number (Vehicle ID)

CAR_TYP 10 Vehicle type

OBU_TYPE 10 OBU Type

INFO_CRE_DATE 14 Pass Date / Time

MANUFAC_ID 20 OBU Manufacturer ID

INDI_ID 20 RSE ID

DATA_TYP 1 Data Type

<Table 1> Data scheme for ATMS-DSRC raw data

2. 연구 범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RSE를 통해 통행정보 수집이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대구광역시

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그 면적은 883.56㎢이며, 2017년 기준 24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Fig. 2>과 같이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부 간선도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174개의 RSE가 설치되어있다. 

평균적으로 1.7km마다 설치된 RSE를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654개의 연속적 RSE 링크가 형성되어있으며, 

대구광역시 행정구 별 RSE 설치현황은 <Table 2>와 같다. 중구의 경우, 대구 내 주요 간선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많아 단위면적 1㎢ 당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고, 대구 도심과 거리가 있는 달성군은 RSE 설치 밀도가 

가장 낮았다.

<Fig. 2> Reasearch area (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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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number of RSEs Area (㎢) Density (RSE/㎢)

Jung-gu 19 7.06 2.69

Dong-gu 25 182.19 0.14

Seo-gu 15 17.33 0.87

Nam-gu 13 17.43 0.75

Buk-gu 34 94.07 0.36

Suseong-gu 30 76.46 0.39

Dalseo-gu 33 62.34 0.53

Dalseong-gun 5 426.68 0.01

Total 174 883.56 0.20

<Table 2> RSE installation status by administrative district in Daegu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휴일과 같이 다른 통행 특성을 보이는 일 특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없

는 2017년 9월의 대규모 통행 경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요일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사람들의 

주기적인 통행특성을 장기간 살피기 위하여 1개월 동안 생성된 평일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데이터 처리 방법론

대구광역시에서 수집되는 개별통행 자료는 다른 경로형 자료와는 달리 각 차량 및 통행에 대한 구분이 가

능하다. 이 때, 통행이란 개별 차량의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의 이동을 말한다. 2017년 9월, 대구광역시 

개별 통행 자료에 기록된 승용차량은 하루 평균 300,500대, 이들이 생성한 통행기록은 3,719,529건에 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별 통행사슬의 유사성을 통해 개인의 통행 규칙성을 추정하기 위해 개별차량의 지점 통

과기록을 기종점 단위 통행으로 압축시키고 이를 하루 통행사슬의 형태로 재가공하였다. 

1) 기종점 단위 개별 통행 자료 생성

기 수집되는 교통자료의 경우, 차량 식별 및 해당 정보 유지 등의 문제로 개별 차량의 경로 정보를 취득하

기 어려워 특정 지점 혹은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만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 개별 통행 자료 수집체계를 통해 

개별 차량에 대한 경로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기종점 통행단위 자료로 가공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32 digit로 암호화된 OBU정보를 통해 차량 식별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에서 적용하는 차종 구

분 값을 통해 개별차량의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행시작을 구분하는 컬럼을 포함하는데, 차량이 시

동을 걸었을 때 혹은 대구시에 진입했을 때에 최초 수집되는 통행정보는 해당 컬럼에 특정 값이 기록된다.

기종점 단위 개별 통행 자료 생성에 앞서 통행단위로의 구분을 위해 문자열 타입의 차량식별자를 정수형 

데이터 전환하고, 전환된 차량식별자와 RSE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원본 데이터를 정렬하였다. 이후 정렬된 

데이터 각 행의 전, 후 행의 차량 정보 및 통행시작 컬럼 값에 대한 조건문을 통해 통행시종점 (Trip Origin)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통행 발생테이블과의 비교를 통해, 원본 데이터 테이블에 통행 트랜잭션(Transaction) 

ID를 부여하여, 통행 트랜잭션 ID을 기준으로, 최초 시각과 최종 시각의 자료를 병합해 해당 개별 통행의 기

종점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또한 RSE 적용 범위 외 통행, 시간 및 공간적 유효 통행 수준 미달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통행은 오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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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the data
using vehicle IDs, RSE passing time 

Fetch next row

Check the trip completion flag

Y (Trip Completion)

Insert current row
into Trip Generation Table

with the trip ID

N
(Continuous)

(Raw) 
DSRC Trajectory Data

Add Trip IDs
and Create an O/D table

<Fig. 3> Data process for distinguishing the individual trip unit

2) 통행 사슬

통행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공간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별 기종점 이동 기록을 비교하

였다. 따라서 차량과 통행 날짜, 즉 차량식별자과 RSE통과시각의 날짜부분을 사용하여 가공된 개별 기종점 

통행 자료를 연결하여 통행 사슬의 형태로 재가공하였다. 재가공 된 통행사슬 데이터는 차량 식별 값, 통행

일자, 연속적 통행 기종점 연결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차량의 각 통행날짜에 대한 통행 사슬을 이

용하여, 공간적 통행 분석에 적용하였다.

<Fig. 4> Reorganizing individual origin-destination data into daily trip ch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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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간  통행 규칙성

1. 구 역시 통행 패턴 분석

통행 규칙성 분석에 앞서, 대구광역시의 전반적인 통행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개별 통행 자료를 이

용해 대구광역시 승용차의 통행패턴을 분석하였다. 2017년 9월 한달 간 수집된 757,499 대 승용차량의 개별 

통행 자료를 기종점 단위 개별 통행 자료로 가공하였으며, 이상 통행 제거를 위해 통행시간이 10초 미만이거

나 10시간을 초과하는 통행, 이동거리가 0km인 통행은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Fig. 5>에서는 일반적인 도시

의 시간대별 통행량 분포와 유사하게 오전 및 오후 첨두시에 통행 발생량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시간대에 따른 일별 통행 발생량을 분포시킨 결과, 각 일 특성별로 유사한 통행

량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일의 경우, 보다 반복적인 통행발생량 패턴은 통근 통행자들과 

같이 시간적으로 규칙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들의 집계적인 통행량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각 차량이 하루 몇 

건의 통행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차량수에 대한 하루 통행 건을 분석하였을 때, <Fig. 6>에서와 같이 

하루 2건의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1건,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를 기반으로 통행을 하는 경

우로 해석된다. 

<Fig. 5> Number of trip generation over time

 

<Fig. 6> Number of personal daily traffic

기종점 단위 통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행발생 시각에 따른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분포를 살

펴보았다. <Fig. 7>은 평일과 주말에 대해 각 시간대별로 발생한 통행의 평균 주행거리 및 소요시간을 표시

한 것으로 분포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해당 시간의 평균적인 통행거리 혹은 시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다

른 시간대와 유사한 거리를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교통량 정체의 영향으로 평일 첨두 시간에는 보다 

긴 통행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말과 비교하였을 때, 통행 거리는 유사하지만 통행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주말에는 공간적으로 통행이 분산되거나 적은 통행량으로 정체가 비

교적 적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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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trip duration and length according to departure time

2. 공간  통행 규칙성 정의

통행 규칙성은 통행패턴의 유사 반복성을 설명한다. 따라서 분석하는 데이터의 형태나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 크게 교통인프라 관점에서의 통행 규칙성과 통행자 관점에서의 통행규칙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

통인프라 관점에서의 통행규칙성은 지점 및 구간과 같이 고정된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통행량이나 

속도와 같은 통행 특성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관점 통행규칙성은 루프검지기와 같은 

차량 검지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이와 달리, 통행자 관점에서 살펴본 통행 규칙성

은 여러 날에 걸쳐 개인의 이동패턴이 시간 및 공간에 대해 얼마나 유사하게 반복되는가로 표현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카드나 블루투스, 고속도로 DSRC 원시자료와 같이 개별 통행자의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유사하게 반복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개별 

통행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자 관점에서의 통행 규칙성, 즉 개인의 통행이 갖는 규칙성의 정도를 공간적으로 

측정한다.

Routes of each driver

Link traffic

Node traffic

O/D traffic)

Trip sequenceRSE

(a) Infrastructure-perspective trip regularity (b) User-perspective trip regularity

<Fig. 8> Number of trip genera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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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은 시간과 공간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성 또한 시간과 공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시간적 규칙성은 특정 시간에 사람이 통행을 시작, 종료, 혹은 진행하는지에 대한 유사반복

성이다. 즉, 하루 중 이동하고 있는 매 순간이 다른 날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공

간적 규칙성은 사람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공간적 패턴의 유사반복성으로 정의된다. 이는 연속된 위치에 대

한 순서 거리로 정량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순서 데이터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

나인 DTW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간적 통행 규칙성을 산정하고자 한다.

<Fig. 9> Research flow

3. 공간  통행 규칙성 산정

1) Dynamic Time Warping (DTW, 동적 시간 워핑)

서열정렬 알고리즘(Sequence alignment algorithm)은 이중 또는 다중의 서열(Sequence)을 대응시켜 유사도를 

측정 혹은 유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서열을 재배열한다. 생명정보학이나 음성인식 분야에서 유사성 판단

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이 알고리즘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Needlman-Wunsch(NW) 알고리즘과 DTW 알고리

즘이 있다.

NW 알고리즘은 연속적인 값들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치, 불일치, 그리고 공백에 대한 점수 스키마

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지점에 대한 최단경로거리를 기반으로 서열을 비교하기 때문에, 

NW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공백 점수를 설정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반면 DTW 알고리즘은 고정적 

파라미터 없이 서열의 유사성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통행 규칙성을 산정하기 위해 

DTW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한 두 서열을 비교할 때 <Fig. 9>와 같이 동일 축 위치에서의 거리를 비교하

는 유클리드 거리 비교와는 달리, DTW는 왜곡 혹은 변형된 형태의 서열들을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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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ean distance method DTW method

<Fig. 10> Dynamic Time Warping

DTW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두 시계열 서열에 속한 노드를 일대일로 비교하면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노드끼리 매칭시켜 결과적으로는 두 서열의 전체 거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고리즘이다. 본래 

알고리즘은 포인트 간 직선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는 차량의 통행 패턴에 대한 분석으

로 노드, 즉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지점들 간의 최단 경로 거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전에 계산된 RSE 지

점 노드 간 최단 경로거리를 이용하여, 개별 차량의 일별 통행 순서의 공간적 유사성을 산정하였다. 이때, 최

단 경로거리는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준노드링크 중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중

심으로 산출하였다.

DTW 알고리즘으로 두 서열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용 행렬(Cost matrix)을 사용한다. <Fig. 10>은 

변형된 DTW 알고리즘의 처리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두 서열 비교에 앞서 비용 행렬을 초기화를 통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식(1)에 따라 누적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두 서열 간 차이를 최소화하여 최적 거리

를 구하기 위해, 식(2)를 사용하여 나머지 행렬부분을 완성한다. 최종적으로 식(3)과 같이 비용 행렬의 마지

막 행·열에 위치한 값은 변형 DTW 알고리즘의 결과 값으로, 이는 두 통행사슬 간의 공간적 최소 거리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한 달 동안 개인의 통행에 따른 공간적 규칙성을 산정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든 통행일자에 대해 비교·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DTW 특성상 장거리를 주

로 통행하거나, 하루 통행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식(4)와 같이 

개인의 하루 평균 통행거리를 개별특성 변수로서 개인 DTW 값을 표준화하여, 개인이 갖는 공간적 이동 범

위에서의 통행 불규칙 정도(Spatial irregularity score)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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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dified DTW algorithm

2) 공간적 통행 규칙성 분석

공간적 통행 규칙성 분석은 앞서 Ⅱ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비교적 일 특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2017

년 9월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보다 일상적인 통행패턴 분석을 위해 승용차량의 통행 패턴을 분석하였다. 

2017년 9월 한달 동안 통행이 관측된 757,499대의 승용차량 중 일회성 방문 통행목적 혹은 세컨드카(second 

car) 등으로 인한 결과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일주일 1회 이상 4주 이상 동안 통행한 프로브 

차량을 선별하였다. 해당 336,295대 중 2,000대를 임의추출하여 통행 규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개별 통행 자료로부터 생성된 통행사슬 구조의 재가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 차량들의 공간적 통행규칙성을 산출한 결과, <Fig. 11>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공간적 통행 규칙성 

점수(spatial trip irregularity score)는 개별적으로 산출된 DTW 결과를 개별 통행 특성인 하루평균 이동거리로 

표준화된 값이다. 따라서 DTW 결과가 클수록 서열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규칙성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 차량이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하루 통행 패턴을 가진다. DTW는 두 통행 사슬의 각 노드 간 거

리를 비교 및 누적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 값의 범위에 상한이 존재하지 않아, 공간적 통행규칙성 또한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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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stribution of Spatial trip irregularity score

min 1st quartile median average 3rd quartile max

0.000 1.136 1.504 1.520 1.825 18.063

<Table 3> Summary of spatial trip irregularity score

더 나아가 통근통행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공간적 통행 

규칙성과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근통행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에 따라 표본차

량을 통근통행 집단과 비통근통행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통근통행자는 (i) 같은 시간(hour)에 통행을 시작 및 

평일에 대해 반복하며, (ii) 해당 반복 통행은 같은 기·종점을 통행하고, (iii) 이를 주 3회 이상 3주 이상 반복

한다. 조건 (i), (ii), (iii)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검색한 결과, 2,000대의 표본 승용차량 중 267대의 차량이 통

근통행차량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에 대해 공간적 통행 규칙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통근통

행자 그룹의 점수가 비통근통행자 그룹의 점수보다 낮게 분포되었다. 즉, 비통근통행자와 비교했을 때, 통근

통행자의 이동 패턴이 여러 날에 걸쳐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Distribution of Spatial trip irregularity score on commuter and non-comm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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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in 1st quartile median average 3rd quartile max

commuter 0.141 0.610 0.937 0.992 1.306 3.227

non-commuter 0.000 1.235 1.566 1.602 1.875 18.063

<Table 4> Summary of spatial trip irregularity score for groups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부에서 수집되는 경로형 통행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통행자가 갖는 공간

적 이동 규칙성을 정의 및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통행규칙성의 의미 및 수준에 대해 고찰하고, 개별 

통행자 수준에서의 규칙성 산정을 위해 2017년 9월 한달동안 수집된 대규모의 개별 통행 자료를 기종점 통

행 단위로 가공하고 이를 일단위 통행 사슬로 재생성하였다. 또한 통행 규칙성을 공간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서열정렬알고리즘 중 하나인 DTW를 최단 경로거리를 기준으로 변형하였다. 개별 통행 특성에 영향을 

받는 변형 DTW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차량마다 일평균 통행거리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공간적 통행규칙성

을 구현하였다.

반복적 이동패턴 분석에 앞서,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의 개별차량 통행정보 수집체계가 적용된 대구

광역시의 전반적 통행패턴을 살펴보았다. 시간흐름에 따른 통행 발생량이 평일과 주말에 대해 유사한 패턴

을 통해 집계적 통행자 관점에서의 시간적 통행 규칙성 또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한 통행거리를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통행 시작 시간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어, 이는 출퇴근 시간과 같이 교통량이 많

아지는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그동안은 수행하기 어려웠던 차량의 

기종점 통행 추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방안을 이용하여, 대구시 내 통행 행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인프라 관점에서의 통행규칙성을 통해 가정하였던 개별 통행자의 통행규칙성을 정량적 

지표로써 나타내고 이러한 통행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간적 통행 규칙성은 

하루단위로 사람들의 통행이 얼마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보여준다. 따라서 이 개념을 통해 대구광역시 승용차

량의 통행 유사도를 추정함으로써 고정적인 공간적 통행수요 추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이는 지점 및 

구간에 대한 고정적 수요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특히, 평일에 주로 같은 장소를 오고가는 통근통행자와 

그렇지 않은 비통근통행자를 비교하였을 때, 공간적 통행 규칙성의 분포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통수요관리 부문 정책을 결정할 때 반복적 통행 행태가 주요 전제사항으로 요구된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 반복적 통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통행규칙성을 정량화 할 수 없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공간적 통행 규칙성 지표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교통정

책에 있어서 타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규칙적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

로에 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노선 도입 등을 통한 통행 수요 관리가 가능하다. 시간적 통행 규칙성 또한 통

행 규칙성의 다른 개념으로, 도로 네트워크에 특정 시간에 분포하는 통행수요를 추정 및 예측할 수 있는 주

요 파라미터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는 첨두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도시부 도로 정체 및 특송 기간 고속도로 

정체 완화를 위한 동적 신호 조정 및 램프 미터링 등의 기법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

후 연구를 통해 통행규칙성에 근거한 정책 적용 방안을 구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구시에서 수집된 경로형 데이터는 차종에 대한 분류는 가능하지만 택시나 택배 차

량과 같은 사업용 차량은 분석을 통해 구분하기 어려워, 이는 데이터가 가진 한계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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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공간적 통행 규칙성과의 스케일(scale) 및 분석 수준(resolution) 한계로 시간적 통행 규칙성을 다루지 못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DSRC 기반의 대규모 통행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형 자료를 검토를 통해 

공간 및 시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 규칙성에 대해 재정의 및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두 차원의 규칙성의 관계와 함께 토지 및 건축물 용도와 같은 외부요인이 해당 규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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