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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 고속도로의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액과 건수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각각 약 

4.2배, 3.5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 증가로 국토

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내 장치(운행기록계, 블랙박스, ADAS)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

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운전자 및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류 및 

단속류를 대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설정한 3개 시나리오들을 검

증하였다. 그 결과,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가 81.88%로 도출되었고 통합평가의 목적과 가정을 

고려하여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 GPS 좌표 위치와 알고리즘 관련 오류들만 본 통합평가 시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 중에서 GPS 오류 데이터들을 보정하여 전체 90.15%(도로파손의 

확률: 99.38%, 결빙: 84.45%,안개: 94.42%)의 정확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용 차량

이 수집할 위치기반 정보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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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 number of cases owing to car damage from pot holes on 

highways across the country increased by about 4.2 times and 3.5 times, respectively, in 2019 

compared to 2015. Due to the increase in damage caused by these road hazard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develop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that can collect road 

hazard information by using devices on commercial vehicles (DTGs, black boxes, ADASs).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this study conducted an integrated assessment 

of algorithms developed for interrupted-flow and uninterrupted-flow traffic under three scenarios in 

order to provide road hazard information to drivers and road managers. As a result, the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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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국정감사에 제출(2020년 10월)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국의 고속도

로에서 포트홀 발생건수는 47,213건이고, 이러한 포트홀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은 각

각 2,266건, 17억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건수의 경우 2019년에 707건으로 2015년(199건) 대비 

약 3.5배 수준이고, 보상금액의 경우 2019년 6억 4천만원으로 2015년(1억 5천만원) 대비 약 4.2배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로 위의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운전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해 포트홀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으

로 발생위치와 보수실적이 등록되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 포트홀 빈발 추적지도를 구축하는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탐지, 보수관리 매뉴얼 마련 및 각 도로관리청 배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는 안개, 결빙 등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공의 중요

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운수 차량에 블랙박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ADAS(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2010년 6월에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러

한 사업용 차량 내 의무장착 장치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도로교통

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Chae et al.(2018)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을 대비하여 도로위험정보 데이터 수집 처리 알고리즘(이

벤트 지점 통합·분리)을 개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블랙박스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센서로 수집한 동일한 

위험(포트홀, 안개, 결빙 등) 정보를 다수의 차량이 검지했을 경우에 이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실제 이벤트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Sim et 

al.(2019)은 주행속도에 따른 GPS 오차 편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벤트 지점을 통합·분리할 적정 통합 범

위(m)를 도출하는 분석을 수행하여 주행속도별 평균 오차(주행속도 100km/h일 때, 평균오차 9.72m, 주행속도 

40km/h일 때, 평균오차 4.69m)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벤트 지점의 적정 통합·분리 범위는 주행속도와 관계없

이 동일지점 인식률 90% 이상인 20m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용 차량이 도로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브 차

량으로 활용되어 이벤트 정보를 수집했을 때 각 GPS 좌표 간 거리가 20m 내에 분포하는 경우에 해당 이벤

트는 하나의 이벤트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에서 수행했던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단위 테스트를 바탕

accuracy of the integrated assessment was derived at 81.88%. Errors generated in this integrated 

assessment reflect only missing data in less than 1 minute, GPS coordinate location and algorithm 

related errors,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assumptions of the assessment. Among them, we 

derive an accuracy of 90.15%overall by calibrating GPS error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location-based information collected by commercial 

vehicles and for policy development.

Key words : Probe car, Commercial vehicles, Digital Tachograph, Road Hazardous Informati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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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 도로위험정보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평가를 실시하여 알고리즘 개발 및 이를 검

증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향후에 사업용 차량이 수집하는 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다음의 <Fig. 1>과 같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고 위치정보 정확도와 도

로위험 정보 제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3가지 시나리오(도로파손의 확률, 결빙/안개)를 설정하

였다. 그다음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나리오 상황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지 2개 구간을 선정하여 통합평가를 실

시하였다. 그리고 오류 데이터 유형들을 분석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작성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ss

Ⅱ. 선행연구고찰

Jagadeesh et al.(2004)은 GPS 맵매칭 연구 알고리즘을 검증을 위해 SiRF GPS 수신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평균 GPS 오류 범위는 0~15m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2개 이상의 연속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그 오차는 분석 대상의 95% 이상에서 2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5)

은 입체구간에서 고가도로와 하부도로에 대한 차량 위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의 GPS 기

반 차량 궤적좌표를 가공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선 알고리즘을 적용한 링크 매칭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특성

이 상부구간과 하부구간으로 나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오류율 비교결과 기존 맵매칭 오류율 78%에서 

80.3%로 2.3%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위치정보의 맵매칭, GPS 오차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

위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과 제공하는 단말기 관련 연구가 최근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Min(2016)은 기상관측장비(AWS)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의 CCTV 영상을 이용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기상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안개, 비, 눈 등의 기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처리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속도로 구간에서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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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 8.8%로 비, 눈, 안개를 감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장비를 활용한 세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수집의 위치 기반이 기존의 CCTV 설치 위치와 같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본 연구와 차이

가 있다. Kim et al.(2019)는 과속, 사고다발, 낙석주의 등 고정위험이 아닌 보다 위험성이 높은 가변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실시간 위험상황 알림을 운전자 Map에 표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보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위험상황알림을 위한 단말장치 구현에 중점을 두고 하드웨어 플

랫폼을 개발하여 실험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구까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프로브 차량이 검지한 자료로부터 이벤트 

유무, 시작과 종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연구사례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다. 

Ⅲ. 시나리오 설정

통합 평가에 설정한 주요 시나리오는 도로파손의 확률과 결빙/안개이며 다음의 <Table 1>에 나타내었고,  

<Fig. 2>와  <Fig. 3>에 지점형 데이터(도로파손)과 구간형 데이터(결빙, 안개 시나리오)에 대한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확률 시나리오는 도로파손 정보의 검지 확률에 따라 동일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

이더라도 차량별로 도로파손 유무 정보가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확률별 도로파손 유무를 판단하는 지점형 

데이터(도로파손)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나리오이며, 도로파손의 존재 확률이 50% 이상이면 `생성’으로 

50% 미만이면 `소멸’로 결과를 도출한다. 통합 평가는 ‘생성’에서 ‘소멸’, ‘소멸’에서 ‘생성’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빙/안개 시나리오는 시간대에 따라 이동하고 크기가 변화하는 등의 구간형 데이터(결빙/안개) 알고리즘

을 검증하는 시나리오이며, 안개/결빙 최초 검지의 `생성’, 크기 변화 및 이동에 대한 `확장’/`분리’/`통합’/`축

소’, 비검지의 `소멸’로 총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다.

<Fig. 2> Point Data(Road Damag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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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ction Data(Fog, Road Freezing/Surface Freezing) Algorithm

Scenario Survey Site

Road Damage probability
S1 Creation ⇒ Extinction

Gangwon
S2 Extinction ⇒ Creation

Road Freezing/Surface Freezing/Fog

S3/S9 Creation

Gangwon, 

Sejong·Gongju

S4/S10 Extension

S5/S11 Separation

S6/S12 Integration

S7/S13 Reduction

S8/S14 Extinction

<Table 1> Scenarios for Integrated Assessment

  

 

Ⅳ. 통합 평가

1. 실험용 시작품(이하 ‘입력 단말기’) 제작  가정사항

본 연구에서 수집하는 이벤트 정보는 시판 중인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이용하였고, 적용된 GPS 모듈은 

Telit사의 ‘M2122SMT3’이다. 그리고 통합 평가 당시에 도로위험정보 검지 센서를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운

행기록계 제작 업체인 (주)엔탑전자에 의뢰하여 운행기록계에 이벤트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

을 별도로 추가한 입력 단말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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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말기의 해당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에 데이터 값이 ‘1’ 로 출력되고, 자동으로 ‘0’ 값으로 

전환되도록 설정하였으며, 구간형 데이터인 안개와 결빙 시나리오에서는 최초 ‘1’ 로 출력이 되고 다음에 입

력시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적용된 GPS 모듈의 기술적 사양과 별도로 추가한 입

력 단말기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또한 운행기록계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Data collection time, 

GPS, Speed 등 총 8가지이고, 데이터 형태는 다음의 <Fig. 4>와 같다.

Frequency GPS L1, 1575.42 Mhz, CLONASS L1, 1598.0625~1609.3125Mhz

C/A code 1.023 MHz chip rate

Acquisition Engine 99 Channel

Tracking Engine 33 Channel

Position 2.5m CEP / 2.0m SBAS

Velocity 0.1m/s

Time 1PPS

<Table 2> Technical specifications of DTG

  

Vehicle number Data collected time GPS(Y) GPS(X) Azimuth Volume Speed Event

D001002 20200316104649 128.1839 37.68478 226 0 036 0

7 digits 14 digits 10 digits 10 digits 3 digits 3 digits 3 digits 1 digits

<Fig. 4> Format of DTG data

 

앞서 언급한대로 통합 평가 당시에 도로위험정보 검지 센서를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정확한 

입력 값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

항들을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1) 시험차량 수집 입력 값

도로파손과 같은 지점형태의 도로위험정보는 개별 정보로 구분되어 ‘있음’(출력값 : ‘1’)/‘없음’(출력값 : 

‘0’)과 같은 이진형 데이터 형태로 수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입력 단말기의 경우 저장주기가 1초 단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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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실제 버튼을 누른 시각과 저장시각이 다를 수 있고 실험자의 인지반응 차이에 따라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한계는 실제 개발될 상용품에는 발생하는 않을 사항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자 한계로 인한 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시 현장조사원의 

오입력이 발생된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2) 국가표준노드링크체계 기반 맵매칭

국토교통부는 ITS 정보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네트워크 단위를 정의한 국

가표준노드링크체계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도로파손, 결빙 등의 도로위험 상황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운

영·관리 활동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위험정보의 1차적인 수요처는 도로관리청과 같은 공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위험정보 맵매칭 대상이 되는 전자지도를 국가 

표준노드링크체계로 설정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프로브 차량의 GPS 좌표를 국가표준노드링크체계를 포함하는 전자지도 상에 정확하게 

맵매칭하는 기술보다는, GPS 좌표 기반으로 수집된 다수의 도로위험정보를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동일지점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전자지도 상에 특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도로위험

정보가 입체구간(동일한 방향의 링크가 2개 이상 입체적으로 건설된 경우)에 발생된 경우 복수의 링크에 맵

매칭되는 문제점 등의 맵매칭 기술측면의 한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상 구간, 이벤트 지  선정  통합 평가 방법

1) 대상지 선정

통합 평가 대상지는 국가표준노드링크 체계 기반인 일반국도와 안개 및 결빙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 상

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강원도청에서 선정한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인 국도 19호선(강원도 횡성군·홍천군)과 용수천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국도 1

호선(세종·공주시)을 고려하여 각각 결빙, 안개 시나리오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차량의 통행속도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강원도와 세종시에 각각 30~50km/h, 60~80km/h로 주행속도를 계획하였다.

2) 이벤트 지점 선정

대상지 내의 이벤트 지점은 회차 가능 여부, 도로·교통 조건과 같은 안전성 확보와 지형지물의 시인성 및 

도로 상의 고정 위치와 같은 현장조사원의 조사 용이성, 정확도 시나리오 구현이 가능한 20m 내 간격, 최소 

유효 표본 수(시나리오별 50개 이상), 기종점간 왕복 주행시간, 안전을 고려한 회차지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도와 세종·공주시에 각각 31개(상행： 12개, 하행 : 19개), 36개(상행 : 16개, 하행 : 20개)를 선

정하였다. 또한 시작/종료 지점 갱신 등의 실험 항목에 따라 입력 단말기를 누르는 시점(도로표지 및 교통안

전표지)과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다음의 <Fig. 5>는 이벤트 지점의 표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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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of road sign as a event point

3) 평가 방법

통합 평가에서는 도로파손 및 결빙/안개 정보와 같은 도로위험 정보를 수집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통합분

석알고리즘의 성능 변화와 통합평가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검증 및 위치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통합 평

가는 가상의 도로위험지점 및 구간을 설정하여 5대의 시험차량이 일정한 주행 간격으로 출발한 뒤 이벤트 

발생 지점으로 설정한 지점을 지날 때 조사원이 입력 단말기에 해당 버튼을 눌러 이벤트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통합 평가는 강원도와 세종·공주시에 각각 2020년 3월 6일~27일(10일), 2020년 4월 1

일~10일(5일)에 총 평일 15일간 수행하였으며, 강원도와 세종·공주시 각각의 이벤트 지점을 다음의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 Integrated Assessment Site(Gangwon(Left), Sejong·Gongju(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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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통합 평가를 통해 수집된 4,214개의 데이터 중에서 3,041개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여 총 72.16%의 수집 정

확도를 나타내었고, 각 시나리오별 조사 데이터 대비 유효 표본의 비율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시나리

오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파손의 확률 시나리오의 유효 표본율은 95.12%로 매우 높았으며 결빙과 안

개 시나리오는 조사원이 단말기를 누르지 않는 소멸 시나리오를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6~70%의 유효 

표본율을 나타내었다.

Scenario No. of Survey Sample No. of Valid Sample Accuracy(%)

Road 

Damage
Probability

S1 Creation ⇒ Extinction 82 78 95.12

S2 Extinction ⇒ Creation 82 78 95.12

Sum 164 156 95.12

Road Freezing/Surface 

Freezing

S3 Creation 315 205 65.08

S4 Extension 315 197 62.54

S5 Separation 315 196 62.22

S6 Integration 315 208 66.03

S7 Reduction 315 209 66.35

S8 Extinction 315 308 97.78

Sum 1,890 1,323 70.00

Fog

S9 Creation 360 247 68.61

S10 Extension 360 250 69.44

S11 Separation 360 240 66.67

S12 Integration 360 236 65.56

S13 Reduction 360 252 70.00

S14 Extinction 360 337 93.61

Sum 2,160 1,562 72.32

Total Sum 4,214 3,041 72.16

<Table 3> Ratio of Valid sample to survey sample

  

오류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오류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현장조사원이 단말기를 잘못 누르거나 안 누르

는 등의 조사원 오입력으로 인한 오류(70개), 통신 장애로 인해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오류(758개), GPS 

좌표가 20m 이상 벗어나는 GPS 오류(339개), 시나리오별로 개발한 알고리즘 오류(6개)로 구분되었다. 이 중

에서 통신 장애로 인한 오류는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과 1분 단위(1초에 1개씩, 총 60개 데이터)의 데이터 

누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오류 유형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는 정보 수집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설정한 시나리오에 맞

게 현장조사원이 수동으로 이벤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통신 장애로 인한 데이터 오류 중에서 

1분 단위 데이터 누락의 경우에는 주행속도와 상관없이 rpm이 500~800rpm 이하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데이터 외에 기존의 상용 DTG에서 산출된 데이터에서도 속도와 

상관없이 rpm이 낮은 상황에서 1분 단위의 데이터 누락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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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단위의 데이터 누락 오류는 본 연구의 도로교통 정보 알고리즘과 관련이 없는 단말기 자체의 오류로 판

단되어 결과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과 수집된 GPS 좌표 위치가 20m 

이상 오류가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알고리즘 구현 과정상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통합

평가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량의 주행경로와 인접도로를 실시간으로 매치시켜 인접도로와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이터들은 조사 범위의 도로 구간으로 좌표를 보정하였다. 따라서 실

시간 좌표 상에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GPS 오류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알고리즘을 수

정하였고, 이에 GPS 오류 데이터 총 339개 중에서 307개를 유효한 데이터로 보정하여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

를 81.88%에서 90.15%로 8.27% 개선하였고, 최종 분석 결과는 GPS 오류 개선 전과 후로 구분하여 다음의 

<Table 5>에 나타내었다.

Scenario
Surveyor 

error

Communication failure

GPS error
Algorithm

error
SumLess than 1 

minute

1 minute 

increment

Road 

Damage
Probability

S1 Creation⇒Extinction 1 0 0 3 0 4

S2 Extinction⇒Creation 2 0 1 1 0 4

Sum 3 0 1 4 0 8

Road 

Freezing/Surface 

Freezing

S3 Creation 1 45 47 17 0 110

S4 Extension 2 55 44 17 0 118

S5 Separation 2 51 41 25 0 119

S6 Integration 0 54 34 19 0 107

S7 Reduction 3 44 41 18 0 106

S8 Extinction 3 0 0 4 0 7

Sum 11 249 207 100 0 567

Fog

S9 Creation 10 13 35 51 4 113

S10 Extension 10 13 30 56 1 110

S11 Separation 12 17 47 44 0 120

S12 Integration 6 23 60 35 0 124

S13 Reduction 14 13 50 30 1 108

S14 Extinction 4 0 0 19 0 23

Sum 56 79 222 235 6 598

Total Sum 70 328 430 339 6 1,173

<Table 4> Results of Error type by assessment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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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No. of data 

planned

Before Calibration After Calibration
Difference in 

Accuracy(%)No. of Valid 

Samples

Accuracy

(%)

No. of Valid 

Samples

Accuracy

(%)

Road 

Damage
Probability

S1 Creation⇒Extinction 81 78 96.30 80 98.77 2.47

S2 Extinction⇒Creation 79 78 98.73 79 100.00 1.27

Sum 160 156 97.50 159 99.38 1.88

Road 

Freezing/Surface 

Freezing

S3 Creation 267 205 76.78 221 82.77 5.99

S4 Extension 269 197 73.23 212 78.81 5.58

S5 Separation 272 196 72.06 219 80.51 8.46

S6 Integration 281 208 74.02 225 80.07 6.05

S7 Reduction 271 209 77.12 224 82.66 5.54

S8 Extinction 312 308 98.72 311 99.68 0.96

Sum 1,672 1,323 79.13 1,412 84.45 5.32

Fog

S9 Creation 315 247 78.41 294 93.33 14.92

S10 Extension 320 250 78.13 303 94.69 16.56

S11 Separation 301 240 79.73 282 93.69 13.95

S12 Integration 294 236 80.27 265 90.14 9.86

S13 Reduction 296 252 85.14 279 94.26 9.12

S14 Extinction 356 337 94.66 354 99.44 4.78

Sum 1,882 1,562 83.00 1,777 94.42 11.42

Total Sum 3,714 3,041 81.88 3,348 90.15 8.27

<Table 5> Results of Analysis by integrated assessment scenario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차량 내 장치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대비하여 여러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수행했던 단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통합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위험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실험용 운행기록계를 제작하였으며, 알고리즘과 

유사한 조건의 대상 구간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3,041개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

으며, 조사 데이터 대비 총 72.16%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오류 데이터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장조사원, 통신 장애, GPS, 알고리즘 오류로 분류할 수 있었고, 본 

연구의 목적과 가정을 고려하여 1분 미만 데이터의 누락, GPS 좌표 위치와 알고리즘 관련 오류들만 본 통합

평가 시 발생한 오류로 간주하였다. 통합평가의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량의 주행경로와 인

접도로를 실시간으로 매치시켜 인접도로와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이터들은 조사 범위의 도

로 구간으로 좌표를 보정하였다. 이에 GPS 오류 데이터 총 339개 중에서 307개를 유효한 데이터로 보정하여 

통합평가 전체 정확도를 81.88%에서 90.15%로 8.27% 개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보 수집에서 제공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점과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값의 차이가 지역 및 주행속도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보정한 GPS 좌표들이 실시간으로 알고리즘 가공 및 정보 제공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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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운행기록계의 데이터는 초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이는 곧 주행속도가 빠르면 동일한 1초라도 차량은 더 멀리 나아가기 때문에 주행속도가 빠

른 곳의 GPS 좌표 값간 거리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운행기록계 데이터 저장 주기로 인해서 정밀

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저장 주기가 더 

짧거나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운행기록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에 사업용 차량이 수집하는 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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