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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고란 도로상에서 교통량의 주기 인 집 에 의한 혼잡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통사고, 도로보수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비 반복 인 정체의 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유고는 막 한 통행시간이 추가

로 발생하고 연료소모,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교통손실을 최소화하기 하여 자동 

유고감지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수 이다. 이를 하여 재 다양한 검지기에서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고를 감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유고 상황을 인지하여 제 
2의 사고를 방할 수 있는 효율 인 유고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하여 퍼지논리와 패턴을 함께 

사용하 다. 먼  퍼지논리와 패턴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루  검지기에서 5분 마다 수집된 교통정보
(교통량, 유율, 속도)를 이용하 다. 교통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요일  시간 별 패턴과 함께 퍼

지논리를 이용하여 도출된 유고 소속도를 가지고 유고를 감지하 다.

1. 서론

   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문제 반을 해결하기 하여 재 지능

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며, 이러한 지능형 교

통 시스템에서 가장 을 두고 추진되는 사항은 

교통 혼잡을 완화 하는 것이다[1]. 이러한 교통 혼잡

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크게 차량의 과포화 교통량으

로 인한 반복 인 정체와 각종 도로상의 공사, 사고, 

차량의 고장, 자연재해와 같은 비반복 정체로 나

어질 수 있다. 이  비반복 정체의 상황을 유고라 

한다. 유고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상에서 정체의 

주요 요인으로 교통류의 정상흐름을 와해시켜 도로

의 유효용량 감소와 함께 기 오염, 이차  사고 

유발의 잠재력을 포함한 도로 안  여건 하 등과 

같은 사회에 경제  손실과 같은 부가 인 수요의 

증가를 래한다[2]. 이러한 악 향을 제거하기 하

여 유고상황의 향을 최소화하고 유고상황을 신속

하게 응할 수 있는 효율 인 자동유고감지 알고리

즘을 필요로 한다. 

   재까지 유고 검지 알고리즘에 한 연구는 패

턴인식, 통계  기법, 시계열 계열과 필터링을 이용

한 기법 등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소개가 되었다. 최

근에는 이 의 유고감지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었

던 문제 들을 해결한 첨단 유고검지 기법인 퍼지 

논리와 신경망을 이용한 기법들을 이용한 알고리즘

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3][4][5][6]. 본 연

구에서는 퍼지 논리와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유고감

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겠으며,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루 검지기를 통하여 5분 마다 수집된 교

통정보(속도, 유율, 교통량)와 CCTV를 통하여 수

집된 유고데이터를 활용하겠다.

2. 유고 감지를 한 퍼지 논리

   퍼지 논리는 미국 버클리  L.A.Zadeh교수의 "퍼

지집합(fuzzy set)"에 기 를 두고 있다[7]. 퍼지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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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과 1사이의 임의 실수값을 갖는 집합으로서 ‘불

확실 시스템’ 는 ‘개략  추론’ 등과 같이 수학

으로 모형화가 어려운 시스템의 규명 방법으로 각

받고 있다. 유고검지를 하기 한 퍼지추론 엔진을 

가동하기 해서는 먼  소속함수(membership)와 

기본규칙(rule base)을 구성해야 한다.

기본규칙의 한 로 소속함수는 (그림 1)과 같은x-y 

그래 로 표 되는데, 여기서 x축은 변수, y축은 소

속정도를 나타내며, 소속정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림 1) 각 변수에 한 소속함수

   퍼지의 기본규칙은 아래와 같이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계를 묘사하는 “IF-THEN"과 같은 세트의 

규칙들로 구성되며, IF 은 선행조건, THEN 은 결

과이다. 

Rule 1 : IF 통행량(VS) and 속도(VS) and 유율(VL) THEN 

유고(L) ····

Rule 125 : IF 통행량(VL) and 속도(VL) and 유율(VS) 

THEN 유고(S)

   유고가 발생할 확률은 통행량  속도와는 반비

례 계이며 유율과는 비례 계라는 것을 퍼지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고 소속도를 구하기 

한 퍼지 규칙은 max-min규칙을 용하 고 비퍼지

화 방법으로는 무게 심값을 사용하 다. 여기서 

유고 소속도란 유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하며 0～1사

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유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루 검지를 통하여 수집된 통행량, 속도, 유율 

데이터에 따라 디퍼지화를 통하여 유고 소속도를 구

할 수 있다. 결과값인 유고 소속도는 유고감지 모형

에서 패턴과 함께 활용되어 유고를 단하는 요한 

기 이 된다.

3. 모형의 설정

   이 모형의 목표는 퍼지 논리 시스템  패턴을 

이용하여 유고를 감지하는 것이다. 퍼지 논리 시스

템  패턴에 사용되는 교통 데이터는 서울시 내부 

순환로에 있는 성산램 에서 정릉터 입구까지 총 5

개의 루  검지기(성산램 →연희램 , 연희램 →

홍제램 , 홍제램 →홍은램 , 홍은램 →홍지문터

입구, 홍지문터 입구→정릉터 입구)에서 수집된

다. 기간은 2005년 9월 1일(목)부터 2005년 11월 30

(수)까지 총 3달간의 데이터 이며, 데이터의 종류는 

루 검지기에서 5분마다 수집된 차량의 통행량, 속

도, 유율이다. (그림 2)은 수집된 지역을 나타낸다.

(그림 2) 서울시 내부 순환로

유고감지 모형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 모형의 흐름도

   먼  교통 데이터를 퍼지 논리 시스템을 통하여 

유고 소속도를 구하게 된다. 여기서 유고 소속도의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유고 소속도

는 패턴과 함께 유고를 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게 사용된다. 패턴 구축은 수집된 교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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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가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며 패턴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패턴 구축 흐름도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  유고가 없는 

교통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  루 검지기의 

오류로 인해서 ‘0’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의 이상치를 

제거하게 된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0’으로 

수집된 시간 에서 ·후 5분간의 데이터들의 합의 

평균값을 구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게 된다. 이상치를 

제거한 후 요일별 패턴을 구축하게 되는데, 요일별 

패턴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요일별패턴데이터= ∑5분단위요일별데이터데이터수집일

   (그림 5)는 에서 홍제램 →홍은램  구간에서 

수집된 3달동안의 월요일  시간 별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 월요일  시간 별 패턴 

(홍제램 →홍은램 )

   패턴에는 요일별  시간 별 패턴까지 포함 되

어있다. 패턴을 살펴보면 새벽시간 에는 교통량이 

매우 어지지만 속도와 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한 출/퇴근시간 (7시~11시/18

시~22시)는 갑자기 교통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속도

는 어들고 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

은 평일에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토요일의 

경우 12시~24시까지 항상 속도가 느리고 유율이 

높았으며 공휴일의 경우는 속도와 유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요일  시간 별로 패턴의 변

화가 있는 패턴을 유고검지 모형에 활용할 경우 퍼

지 논리만을 이용할 때 보다 더욱 향상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패턴을 활용한 유고기  임계치 흐름

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유고기  임계치 흐름도

   (그림 5)에서 차이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과 속도의 결과 값을 뺀 이유는 교통량과 속도는 유

고와 반비례이기 때문이다. 유고를 별하는 임계치

는 유고 소속도와 차이값을 곱하여 구하게 된다. 여

기서 임계치의 설정에 따라 유고를 단하는 기 이 

다르게 되므로 임계치의 설정은 매우 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임계치를 0.8로 설정하 다.

4. 제안된 모형의 성능 평가 

   제안된 모형의 성능 평가는 유고의 감지율

(Detection Rate, DR)과 오감지율(False Alarm 

Rate, FAR)에 의해서 평가된다. 실험에서, 입력 값

으로 유고 소속도와 입력 데이터와 구축된 패턴 데

이터와의 차이값을 활용하며 한 임계치 설정과 같

은 조건들을 달리하여 감지율)과 오감지율을 평가한

다. 유고감지의 감지율과 오감지율은 다음과 같다.

DR = ( Nda / Nta ) × 100%

FAR = ( Ntd - Nda ) / Ntd  × 100%

   Nda는 실제 발견된 유고의 수, Nta는 실제 유고

의 총 수, Ntd는 감지된 모든 유고의 수이다. 여기

서 감지율은 특정 시간동안 실제로 발생한 유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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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감지 알고리즘에 수행에 의해 감지된 유고의 비

율을 나타낸다. 오감지율은 유고감지 알고리즘이 감

지한 유고  잘못된 유고감지의 비율을 말한다. 패

턴 데이터를 이용하 을 때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하여 실제로 퍼지추론 시스템  패턴을 이용한 알

고리즘과 퍼지 논리 시스템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의 

유고 감지율  오감지율을 알기 하여 실제로 총 

167건의 유고가 발생한 데이터를 입력하 으며 임계

치가 0.8을 넘을 경우 유고로 별하 으며 그 결과

는 아래의 <표 1, 2>와 같다.

구간 유고발생횟수 감지율 오감지율

성산램 →연희램 14건 12건(86%) 2건

연희램 →홍제램 40건 35건(88%) 3건

홍제램 →홍은램 40건 34건(85%) 2건

홍은램

→홍지문터 입구
13건 11건(85%) 2건

홍지문터 입구

→정릉터 입구
60건 52건(87%) 2건

<표 1> 퍼지 논리  패턴을 이용한 유고 감지율 

 오감지율

구간 유고발생횟수 감지율 오감지율

성산램 →연희램 14건 12건(86%) 11건

연희램 →홍제램 40건 37건(93%) 13건

홍제램 →홍은램 40건 36건(90%) 10건

홍은램

→홍지문터 입구
13건 10건(77%) 9건

홍지문터 입구

→정릉터 입구
60건 53건(88%) 13건

<표 2> 퍼지 논리를 이용한 유고 감지율  

오감지율

   <표 1, 2>의 결과를 살펴보면 퍼지 논리를 이용

한 알고리즘이 퍼지 논리  패턴을 이용한 알고리

즘보다 감지율이 높지만 오감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퍼지 논리만을 이용

한 알고리즘의 경우 요일  시간 별 패턴을 무시

하고 단순히 교통량, 속도, 유율만을 가지고 유고

를 단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통패턴을 함께 

이용할 경우 감지율은 조  낮았지만 오감지율이 크

게 어들어 더욱 효율 인 유고감지 알고리즘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퍼지추론  패턴을 이용한 유고검지 

모형을 제시하 다. 결과를 살펴보면 퍼지 이론만을 

이용한 알고리즘보다 퍼지 이론  패턴자료를 함께 

이용한 알고리즘이 오감지율에 있어서 더욱 향상된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더욱 향

상된 패턴 자료를 구축하여, 반복  정체 상황과 유

고 상황과의 분류를 하는 새로운 입력 자료를 추가

하여, 더욱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이외에도 앞 뒤 링크에서의 유고상황으로 인

한 해당 링크의 패턴과 기상 조건과 도로의 특성과 

같은 기타 변수들도 고려할 때 더욱 정확한 유고 검

지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임계치의 설정에 따라 유고를 단하는 기 에 다르

게 되므로 임계치에 한 연구를 할 경우 더욱 향상

된 유고 감지 모형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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