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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o-temporal congestion evolution pattern can be reproduced using the VDS(Vehicle Detection System) 
historic speed dataset in the TMC(Traffic Management Center)s. Such dataset provides a pool of spatio-temporally 
experienced traffic conditions. Traffic flow pattern is known as spatio-temporally recurred, and even non-recurrent 
congestion caused by incidents has patterns according to the incident conditions. These imply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useful for traffic prediction and traffic management. Traffic flow predictions are generally performed 
using black-box approaches such as neural network, genetic algorithm, and etc. Black-box approaches are not 
designed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ir modeling and reasoning process and not to estimate the benefits and 
the risk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olution. TMCs are reluctant to employ the black-box approaches even 
though there are numerous valuable articles. This research proposes a more readily understandable and intuitively 
appealing data-driven approach and developes an algorithm for identifying congestion patterns for recurrent and 
non-recurrent congestion management and information provision.

교통 리센터에 축 되어 있는 속도 이력데이터에는 반복․비반복 정체 시공간 개에 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으나, 도해법에 의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력데이터를 처리하여 교통상황 측이나 정보제공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lassification과 Density-Based Clustering 알고리즘을 속

도 시공간 데이터 특성에 맞게 조합하고 변형하여 정체 시공간 역을 자동 인식하는 알고리즘과, 정체 길이, 
속도, 해소속도 등 정체 시공간 개 패턴의 특성치를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본 알고리즘은, 교통 리

센터에 축 되어 있는 방 한 양의 이력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자세한 정체 련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산정

된 특성치를 가지고 각 센터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2차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결과

는 향후 반복․비반복 정체에 한 측과 응이 획기 으로 개선되는데 석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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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recurrent Congestion

(b) Recurrent Congestion

Figure 1. Spatio-temporal congestion evolution pattern

(a) Non-recurrent Congestion (Incident Condition)

(b) Recurrent Congestion
Figure 2. Characteristic values of spatio-temporal congested region

문제 정의

오늘날 도로의 효율  운 리와 이용자에 한 정

보제공을 목 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설치가 범 하게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고속

도로의 경우 거의 모든 도로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  

에 있으며, 그 시스템을 운 하는 센터에는 방 한 양

의 이력 데이터들이 장되어 있다. 이들 이력 데이터에

는 과거에 정체가 어떻게 시공간 으로 되고 해소되

었는지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Elhenawy and et. 

al. 2014). 따라서 방 한 양의 이력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하면, 교통 

운  리  정보제공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으리

라 단된다.

Figure 1과 같이 속도 이력데이터를 가지고 시공도

를 그려보면 정체의 시공간 개 패턴이 정확히 재 되

고, 운 자가 실제 경험한 경로통행시간,  사고발생시 

정체 시간, 해소시간, 기행렬길이 등 모든 발생된 

교통상황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사고시 , 

종료시 , 사고내용, 발생 치 등을 포함한 사고 이력데

이터가 센터에 별도로 존재하나, 운 자 제보나 CCTV 

확인 등의 결과를 운 자가 입력한 데이터로서 오차가 

발생하며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이력데이터를 장래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등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차량검지시

스템(VDS: Vehicle Detection System)에서 수집, 

가공, 장된 이력데이터를 가지고 재 한 시공도를 분

석하여 사고 이력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hung(2007년)은 시공도 상에 사고에 의한 지체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는 방 한 양의 이력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한 이력데이터에는 지체 외에 정체의 시공간 

개에 한 보다 구체  정보가 숨어있다. 이슈는 방 한 

양의 이력데이터에 들어있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해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다. 과거에는 속도, 통행

시간 등 교통상황 측에 모델기반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방식이 우세하다. 데이터 기반 

근방식에 의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체의 시공간 

개패턴 자체에 한 것 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난 속도나 

통행시간 자체의 패턴을 찾고 그에 의거하여 측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Wejermars and Eerkum, 

2005, Yildirimoglu and Gerolimini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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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lgorithm flow chart

한 이들은 신경망모형, 유 자모형, K-NN(K- 

nearest neighbors) 등 블랙박스 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모델링 방식이나 결과 도출과정 등에 해 설명이 

불가하다. 이들 블랙박스 근 방식이 연구에서 우수한 

측력을 보여주었다 해도, 그 결과의 장 용에 있어 

어떤 효용과 어떤 험부담이 있는가를 운 자가 추정할 

수 없다면 실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Logi and 

Ritchie, 2001). 한편 정체의 시공간 개 패턴을 고려

한 연구들도, 시공간 개 패턴에 담긴 모든 정보를 다 

캐내지 않고 일부 특성치 만 상으로 하고 있다(Chen 

and et. al 2003, Jin and et. al 2006, Elhenawy 

and et. al 2014).

속도 시공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 인 도해법은 

직 으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체 길이, 경로통

행시간 등의 추정이 가능하나, 방 한 양의 이력데이터

를 분석하여 교통상황을 추정하고 측하는데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 방 한 이력데이

터에 내재되어 있는 정체 시공간 개 패턴 정보를 자동

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 으로 한다.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속도 시공간 이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정체 시공간 역을 자동인식하고, 정체 시공간 

개 패턴의 특성치를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정체 시공간 개 패턴의 특성치는 정체의 시공간  

과 해소 행태를 규명하는 값들로서 정체 길이, 

속도, 해소속도로 정의하 다. 특성치 산정은 정체시

공간 패턴을 특성치로 인식  장함으로써 정체패턴에 

포함된 정보를 손실 없이 디멘젼을 여 장할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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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ighbors and Noise Filtering

(b) Noise Filtering Example

Figure 4. Noise filtering

Figure 2 (a)와 (b)는 각각 비반복정체와 반복정체 

역과 특성치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반복정체는 수요 

즉 도착교통량이 어들면서 정체가 해소되는 것이고, 

비반복 정체는 사고가 처리되는 등 비반복 정체의 원인

이 되는 요소가 제거되는 즉 용량이 다시 회복되면서 해

소된다. 이러한 차이에서 Figure 2의 (a)와 (b)처럼 정

체가 해소되는 부분에서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정체 시공간 역을 자동 인식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Classification과 Density-Based Clustering 알고리

즘(M. Ester, and et. al.,1996)을 속도 시공간 데이

터 특성에 맞게 조합하고 변형하여 개발하 다. 즉 정체

와 비정체 경계에 속도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속도 시공

데이터 특성에 의거 Classification을 용하되, 단순 

속도 Fluctuation을 정체로 인식하는 것을 보정하기 

해 Density-Based Clustering 알고리즘의 개념을 일

부 변경시켜 조합하 다. 이처럼 정체 시공간 역을 ‘도

형’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도형’의 기하학  특성, 즉 변

의 길이와 기울기를 구함으로써 정체 길이, 속

도, 해소속도 등 정체 시공간 개 패턴의 특성치를 산정

하는 알고리즘도 함께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Figure 3의 과정으

로 구성된다:

단계 1. 분석 상 시간 공간 범 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간 공간 범 의 속도 이력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속도 

시공도를 생성한다. 이때, 정체 패턴의 특성치를 기하학

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값의 왜곡을 방지하기 해, 

처리 과정을 거친다. 속도가 수집되는 검지기 간격이 불

규칙 한 경우, 시공도를 그렸을 때 정체형태의 왜곡을 피

하기 해 불규칙한 간격의 검지기데이터를 등간격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이력데이터에 결측보정과 평활화 처리

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공도 생성 에 처리가 필요하다.

단계 2. 경계 속도 값(Threshold1)을 가지고 정체와 

비정체 두 그룹으로 classification을 한다. 반복정체나 

비반복정체 모두 정체 발생시 정체 역과 비정체 역을 

구분 지을 수 있는 Speed drop이 발생하고 이러한 속도

의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교통류이론에서 알려

진 사실이다. 이러한 경계가 되는 속도 값은 도로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이론 혹은 기 에 의한 값 추정보다

는 분석 상 이력데이터의 간단한 사  검토를 통해 도

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사례연구는 상지의 이력데이

터 사  컴토를 통해 60kph를 경계 속도 값으로 도출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단계 3. 단계 2에서 경계속도 값만 가지고 반복과 비

반복 두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실제 정체 역에 속하지 

않으나 정체 그룹으로 분류된 경우와 그 반  경우가 존

재한다. 이를 잡음으로 정의하며 분류된 정체그룹에 

하여 Figure 4와 같이 잡음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잡음 

제거 과정은 Figure 4의 (a)로, 구체 으로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구성된다:

(1) 분류된 정체그룹 내에 속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

들에 하여 시공간  연결성을 체크하여 이웃한 

포인트들이 일정 수 이상 함께 정체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면 잡음으로 간주하여 정체그룹에서 제

거한다. 

(2) 꼭지 -즉 시공간 좌표로 볼 때 가장 끝에 해당하

는 -들은 그 지 않은 들에 비해 이웃수가 

을 수 밖에 없으며, 같은 문턱치를 용하면 잡음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음으로 걸러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정체그룹의 꼭지 에 

해당되는 의 이웃에 해당되는 이 잡음으로 

제거되었다면 다시 정체그룹으로 복귀시켜 주고 

이 과정을 복귀시킬 잡음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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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peed data preprocessing

Table 1. Encoded accident data for Seoul-Chuncheon highway

Source: Seoul Chuncheon Highway Homepage (http://www.schighway.co.kr)
Figure 5. Case study site (Seoul-Chuncheon highway)

단계 4. 정체로 분류된 그룹에 한 특성치를 산정한

다. 특성치에 한 설명은 Figure 2를 참고한다. 속

도와 해소속도는 정체 역의 꼭지 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로, 정체 길이는 아래  두 꼭지  사이 거리

로 산정한다.

사례 연구

1. 상지  이력데이터

사례연구 상지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향(남춘천

JCT→강일IC구간)을 선정하 으며, 총연장 61.4km로 

9개의 진출입 램 가 존재하며 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는 서울방향 67개 지 에 약 0.9 

k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Figure 5 참고). 분석은 

2012년 6-9월까지의 4개월간 VDS 이력 데이터를 이

용하여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체패턴의 특성치 

산정을 기하학  원리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

공도를 그렸을 때 정체형태의 왜곡을 피하기 해 불규

칙한 간격의 검지기데이터를 등간격으로 조정하 다. 

한 결측에 하여는 후방 검지기의 평균값으로 결측치

를 보정하고, 1분 데이터의 무의미한 변동을 제거하기  

해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하고 5분주

기 1분 데이터를 생성하 다(Figure 6 참고).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센터의 수기로 작성된 사고 이

력자료를 분석의 용이성을 해 인코딩 작업을 수행했

고, 여기에는 발생 일자, 요일, 시각, 처리시간, 발생지

, 발생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Table 1 참고).

VDS 이력데이터는 정체패턴 자동인식  특성치 산

정 알고리즘 코드의 입력자료가 되며, 사고이력 데이터

는 알고리즘 코드 수행결과와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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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java program code 

Figure 8. Java program I/O interface

2. 사례 연구 실험 환경

개발된 알고리즘은 Figure 7과 같은 모듈로 구성하

여, Java 로그램 코드로 구 했다. 교통 리센터 기

존 DB 테이블 형식 변경 없이 본 사례연구에 필요한 데

이터 항목만 쿼리하여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

는 실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Java 로그램 언어를 선

택하 다. Figure 8은 알고리즘 수행결과를 보여 주는 

인터페이스로서 시공도, 인식된 정체 역, 제거된 잡음, 

산정된 정체패턴 특성치를 보여 다.

3. 정체 역 자동인식  특성치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방향 4개월 치 이력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한 결과 

16개의 사고에 의한 비반복정체 패턴이 인식되었고, 3

개의 반복정체 패턴이 인식되었다. 그 추출된 정체 패턴

을 Figure 9에 Case별로 정리하여 제시하 으며, 자동 

인식된 정체 시공간 패턴의 산정된 특성치는 Table 2에 

제시하 다.

통상 으로 반복정체와 사고 등에 의한 비반복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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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xtracted congestion patterns

Figure 10. Correspondency between the extracted patterns and 
the real data (Case 8)

역은 다른 도형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앞서 언 한 

바 있다.

그 외에 비반복 정체의 경우, 정체가 되는 시 이 

사고처리가 완료되어 용량이 회복되는 시  에 끝나고 

기행렬 성장이 소강상태가 되는 경우와, 용량이 회복되

는 시 까지 기행렬이 성장하는 두 경우가 Figure 9

에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고에 의한 용량감도 정도와 

도착교통량 수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결과로 단된다.

알고리즘 코드로 추출한 정체패턴 특성치와 사고DB

에 기록된 특성치를 비교해 보았고, 그  Case 8 비교

결과를 Figure 10에 제시하 다. 상할 수 있었듯이 

운 자제보와 CCTV 확인 등에 의해 운 자가 수기로 

기록한 사고DB와 실제 속도 시공데이터에 의해 자동 추

출한 결과와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고DB

에 기록된 사고 규모와 실제 속도시공도 상에 나타난 정

체규모와 일부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고DB

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가능하나, 이는 보

다 면 한 검증이 요구되며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

도록 한다.

맺음말

센터에 축 되어 있는 이력데이터에는 반복․비반복 

정체의 시공간 개 패턴 정보가 모두 내포되어 있으나, 

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제까

지 속도 시공간데이터에 의해 나타내는 정체시공간 패턴 

문제는 도해법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는 직 으로 이

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체 길이, 경로통행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으나, 많은 양의 이력데이터를 처리하고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교통상황 측이나 정보제공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

즘을 통하여 그간 축 해 놓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

하여 자세한 정체 련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실시간 

운 리와 목하여 센터에서 요구되는 정보생성에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정체 시공간 역을 자동인식

하고, 정체의 시공간  과 해소에 한 특성치를 산

정한다. 이 특성치만 있으면, 정체 길이, 시간, 

해소시간, 경로 통행시간 등 어느 하나에 국한 되지 않고

각 센터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정체 시공간 역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식된 ‘도형’의 특성치로 디멘젼을 여 장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효율 인 시스템이다. 이는 방 한 이력데이

터에 들어있는 반복, 비반복 정체의 구체  개과정을 

정확히 재 하고 이를 정체 리나 정보제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의 개

발이 반복․비반복 정체에 한 측과 응의 정확성 

 효과성을 획기 으로 개선하는데 석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월 치 데이터에 의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 다. 향후 동시 인 구간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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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current Congestion (Case 1-16)
Accident on 2nd Lane Accident on 1st Lane

2-vehicle accidents
More than 3-vehicle 

accidents
2-vehicle accidents

More than 3-vehicle 
accidents

case
Value 

11)
Value 

22)
Value 

33)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Traffic 
Volume 
800vphpl
and less

Basic
Sections

 1 2.0 -10.9 -60.0  2 2.5  -7.9 -50.0  3 2.5 -7.5 -30.0  4 3.5 -7.2 -30.0

On-Off-
Ramps
Sections

 5 1.5 -12.9 -30.0  6 2.5  -8.3 -18.8  7 2.5 -7.9 -21.4  8 3.5 -8.8 -23.3

Traffic 
Volume 
800vphpl 
and more

Basic
Sections

 9 2.5  -6.0 -25.0 10 3.5  -7.0 -26.3 11 3.5 -5.7 -23.3 12 4.5 -4.4 -13.5

On-Off-
Ramps
Sections

13 4.5  -8.2 -20.8 14 6.5 -10.5 -20.5 15 5.5 -8.0 -18.3 16 6.5 -8.3 -16.3

Recurrent Congestion (Case 17-19)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case Value 1 Value 2 Value 3

Traffic Volume 
1100-1500vphpl

17 8.5 -3.6 5.15 18 10.0 -5.8 5.17 19 10.0 -5.6 5.13

1) Value 1 : Max. Queue Length(km)
2) Value 2 : Queue Propagation Speed(km/h)
3) Value 3 : Queue Dissipation Speed(km/h)

Table 2. Case study results

생된 정체, 명   휴가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체 등에 

한 분석이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특성치 정의가 별도로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보다 방 한 시간범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된 

결과에 의한 패턴 DB 생성과 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상황 측에 한 구체  방법론 제시를 향후과제로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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