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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청권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 혼잡 실태 분석을 토대로 혼잡도로 개선사
업의 적용범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서 혼잡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행속도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준에 따른 분석도 진행하여 더
욱 더 설명력 있는 교통혼잡관리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혼잡관리기준 LOS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LOS E 이하가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간선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는 
아산시이며, 세종시, 공주시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 규모별 LOS E 이하의 발생빈도에 
따른 혼잡 간선도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청권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체 연장
대비 혼잡 간선도로 비율과 연장은 충청권 중소도시에서의 비율과 연장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소도시에서도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중소도시의 교통혼잡도
로 개선사업 타당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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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of congestion conditions in small ci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500,000 in Chungcheong Province, this study conducted a feasibility study on the scope of congestion 
improvement projects. Further, traffic congestion management standards were further established by 
analyzing LOS as well as the speed of traffic presented by congestion criteria in the existing Proj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congestion management standard LOS suggested in this 
study, Asan city has the most major number of highways where LOS E occurs for more than 3 hours, 
followed by Sejong City and Gongju City.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ratio of the busy main 
road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LOS E by cit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ratio and extension 
of the busy highways relative to the overall extension of the large Chungcheong area are similar to 
the ratio in small cit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Therefore, traffic congestion occurred in small 
cities and the feasibility of the improvement project was revealed.

Key words : Traffic congestion roads, Level of Service, Average speed of traffic, Congestion 

manag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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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간선도로 건설 중심의 도로정책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화 및 국토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선도로 건설 중심의 도로정책은 도시 내 도로혼잡

문제를 가중시켰다. 도로혼잡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며, 물류비가 증가하여 국가경쟁력 저하

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 2014｣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는 27.7조원이 발생하여 2015년에는 33.3조

원으로 매년 수십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도시부 혼잡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혼잡의 문제는 광역시뿐만 아니라 일반 대도시까지도 만연해 있어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국가에서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교

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추진 중에 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대도시

권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

로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현재 도로법에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국비지원 범위는 6

대 광역시 구역 내 읍·면 지역을 제외한 간선도로를 대상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도

시화 현상으로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의 일반 대도시에서도 교통 혼잡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국비지원 범위로는 국가 교통혼잡문제 극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의 증가가 지속하고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

건으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나은 광역시만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도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6대 광역시에서 광역시

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원입법발의안이 상정되었다. 혼잡

도로 개선사업 대상도시 변경은 대도시 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해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도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

해 대도시권의 간선도로, 광역도로 등의 많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구간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인구 

50만 명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복지

예산 증가, 도로사업 지원제도 폐지 등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

에서의 혼잡 실태 분석을 토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범위 타당성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혼잡관리기준(평균통행속도)과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을 비교·분석하여 교통혼잡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존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연

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심화 확대되고 있는 중소도시의 교통혼잡실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혼잡관리기준으로

써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과 평균통행속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권에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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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로는 KTDB에서 제공하는 

2016년 교통 빅데이터(교통량, 통행속도 등) 자료와 2016년 Level 6 도로망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Fig. 1> The scope of study

Ⅱ. 문헌 고찰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국내·외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민국

우리나라의 국가지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

업 등이 존재한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 통행 집중 및 교통 혼잡을 완화시

키고 교통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간선망 보완을 위해 추진된다(Hwang et al., 2000). 이러한 국도대

체 우회도로사업은 도시별로 독립된 노선 보다는 고속국도 및 기존 국도를 연계·보완하도록 일반국도 확충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도시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는 정부가 100%, 보상비는 

동 지역은 지자체 100%, 동 외 지역은 정부가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지역의 교통 혼잡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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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 비중을 증가하고 집중 투자하도록 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

업은 국가차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부 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2004년 7월 「도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진하였다(Lim et al., 2011). 교통 혼잡 정도는 높지만 재정 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으나, 지자체가 도시지역의 높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어 실효성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에서는 대도시의 교통혼잡구간 개선을 위

하여 대도시권 외곽 순환도로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램프 미터링 등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 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교통 지·정체가 해소가 불가능한 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의 확장, 단절구간 연

결 등을 통해 교통처리 용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도로정책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기존 광역도로와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내부 

간선도로망 개선 사업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2. 미국

미국의 도로교통 혼잡 개선사업으로는 상시 혼잡지점 개선사업, 능동형 교통관리 프로그램, 버지니아 및 

로드아일랜드 주의 STARS 프로그램, 미시간 주의 도시혼잡완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Cho et al., 2010). 상시 

혼잡지점 개선사업은 IC 구간, 터널 및 지하차도 등 고속도로 또는 도시부 도로 접속지점 중 특정시간에 반

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며, 소규모 기하구조 및 운영 개선을 통해 혼잡을 완화

시키는 저비용 단기사업이다. 능동형 교통관리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써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고속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갓길(hard shoulder)통행을 허용하여 빠르게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 및 지정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

는 능동형 교통관리 체계의 범위를 확장하여 갓길 차로 운영뿐만 아니라 가변진입통제, 시간제 길어깨 사용 

등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능동형 교통관리는 통행비용과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Park et al., 1994). 버지니아 및 로드아일랜드 주의 STARS(Strategically Targeted Affordable Roadway Solutions) 

프로그램은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규모 도로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하기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병목구간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심각한 교통 혼잡 

및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시간 주의 도시혼잡완화 프로그램

(Category C-Urban Congestion Relief Program)은 혼잡이 극심한 도심지역의 LOS 개선, 도시부 혼잡도로의 사

고비율 감소, 도시부 혼잡도로의 노면상태 개선에 부합하는 교통개선사업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다. 도시혼잡완화 프로그램은 미시간 주에서 인구 4만 명 이상의 시 또는 군 규모의 도시에 해당되며, 최소 

일 통행량 기준을 마련하여 2차로 미만 도로에서는 하루 교통량 1만 대 이상,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하루 

교통량이 2만 대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원한다(Sim et al., 2010). 주요 사업은 차로 확장사업, 좌회전 차로 

개설 또는 개선사업, 교차로 개선사업 또는 TSM(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이

며, 국가 재정지원은 운영 및 관리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3. 국

영국의 국가지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으로는 도시혼잡개선 프로그램(UCP)과 혼잡개선성과기금(CPF), 교통

혁신기금(TIF)과 도시도전기금(UCF) 등이 있다(Yeo et al., 2003). 영국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정부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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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목표(National Public Service Agreements, PSA)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교통부문의 달성 목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Hong et al., 2015). 교통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도시교통혼잡개선 사업이다. 도시혼잡개선 프로

그램은 PSA의 성과지표인 혼잡개선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및 관리, 감독에 목적이 있다. 대상 지역은 

영국의 10대 광역 도시권이며, 이 지역 내의 혼잡이 심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도로로 선정한다. 

혼잡개선성과기금(CPF)은 영국 교통성과 재정성과의 협의 하에 관련기금을 조성하여 도시혼잡개선 프로

그램에 따라 혼잡개선 목표를 달성한 각 지자체에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된다(Kwon et al., 1999). CPF는 일

반적인 국가의 재정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선투자로 인한 결과 또는 성과 중심으로 정량적 목표달성 여

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는 성과방식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자발적 혼잡개선을 유도한다. 영국 정부는 미래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교통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2004년 교통혁신기금(TIF)을 마

련한다. 기금의 일부는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혼잡기금으로 가격정책(ex, 혼잡통행료)을 

수반하는 혼잡개선사업 또는 수요관리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점 교통 혼잡 개선사업은 혼잡

통행료, 가격정책을 수반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신호최적화 등의 사업이다. 도시도전기금(UCF)은 그간 

운영되어 오던 교통혁신기금(혼잡부문)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혼잡통행료 정책 중심의 사업에서 교통안

전,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 질 향상과 같은 환경개선 그리고 무동력 교통수단 활성화 정책(보행 및 자전거 

교통개선)을 포함한 사읍을 위한 기금이다. UCF는 교통가격정책 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교통혁신기금에 비

해 보다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각 지자체에 적용이 확대된 점과 지속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와 교통안전 문제를 강조한 측면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금조성이 아니라 기존의 기금운용방

식을 좀 더 다양하게 운용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교통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Back 

et al., 2009). 

국내·해외사례 중심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투자 규모를 비교할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통

혼잡비용 절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규모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범위가 국한 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 중 미국과 영국은 주 단위 또는 각 지자체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

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달리 중·소도시를 고려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실정에 맞는 우리

나라의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교통혼잡비용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50만이상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의 혼잡 실태 분석을 고려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범

위 타당성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Ⅲ. 데이터 구축

본 연구의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및 운영을 위해 전국 기반의 GIS Data와 교통 빅데이터(교통량, 통행속도 

등)를 충청권의 중·소도시로 세분화하여 연결하였다. 교통 빅데이터는 KTDB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써 교통량

은 시간대별, 차종별, 도로별로 데이터가 구축되어져 있으며, 통행속도는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로써 교통량

과 동일하게 도로별로 DB가 구축되어져있다. 또한, 혼잡관리 기준 제시를 위한 링크별 도로종류별 용량, 

V/C, 서비스수준(LOS) 등을 추가한 분석 DB를 구축하였다. <Fig. 2>는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의 과정을 표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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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ss of data building

또한, 기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를 사업의 대상도로

로 지정하였다. 도시별 간선도로를 선정하기 위해 각 도시의 도로교통 관련 법정계획 중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지만 중·소도시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지 않은 도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간선도로의 조작적 정의를 도시별 모든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화 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왕복 4차로 이상, 시·군도는 왕복 6차

로 이상으로 간선도로를 정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시별 GIS Data와 교통 빅데이터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도시 중 충주시가 링크 5,676개, 

연장 1,153.9km로 가장 많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룡시가 링크 703개, 연장 84.7km로 가장 적은 도로

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교통 빅데이터 중 교통량과 평균통행속도의 기초통계를 살펴보

면, 아산시가 전체 교통량이 거리가중평균 3,784대/일/km로 가장 많았으며, 보령시가 거리가중평균 1,642대/

일/km로 가장 적게 분석되었다. 평균통행속도는 제천시가 평균 40.5km/h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룡시가 

평균 57.8km/h로 나타났다.

City
Link

(EA)

Length

(km)

Total traffic 

volume

(v/d/km)

Car traffic 

volume

(v/d/km)

Bus traffic 

volume

(v/d/km)

Truck traffic 

volume

(v/d/km)

Average traffic 

speed

(km/h)

Gyeryong 703 84.7 1,963 1,611 34 318 57.8

Gongju 3,714 839.6 3,237 2,384 112 741 56.4

Nonsan 2,711 633.6 2,879 2,070 81 728 51.9

Dangjin 4,192 875.2 2,331 1,670 31 630 50.2

Boryeong 2,635 594.7 1,642 1,167 32 444 53.1

Seosan 3,381 639.2 2,540 1,920 42 578 46.4

Sejong 4,720 727.0 3,276 2,703 27 546 44.0

Asan 5,109 828.1 3,784 2,776 37 972 42.2

Jecheon 3,440 720.7 1,933 1,404 45 484 40.5

Chungju 5,676 1,153.9 2,375 1,690 52 634 45.7

Total 36,281 7,096.7 2,677 1,981 51  645 46.6

<Table 1> GIS Data and Basic Statistics of Traffic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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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혼잡실태분석

본 연구는 충청권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 교통혼잡실태 분석을 위하여 기존 혼잡도로를 구분하는 척

도인 통행속도 분석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LOS)에 따른 발생빈도 분석 또한 실시하여 기존 혼잡관련 사업 

및 연구와 차별성을 두어 본 연구의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분석 시, 공간적 범위의 분류는 도시별 도시전

체(동 지역+읍･면 지역),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총 3가지 형태의 공간적 구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서비스수 에 따른 분석

서비스 수준에 따른 분석으로는 다음과 같다. 도시전체(동+읍·면지역)의 서비스 수준(LOS) E가 3회 이상일 

때, 충주를 포함한 10개의 도시 중 연장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는 아산시(11.6%), 세종특별자치시

(6.8%), 계룡시(3.5%) 순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3회 이상일 때, 아산시(11.6%), 세종특별자

치시(6.8%)로 분석되었고.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4회 이상일 때, 아산시(10.9%), 세종특별자치시(6.6%)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아산시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비하여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지역의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3회 이상일 때, 충주를 포함한 10개 도시 중 연장 대비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도시는 아산시(6.7%), 세종특별자치시(6.3%), 계룡시(3.5%) 순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수준

(LOS) E 이하가 3회 이상일 때, 아산시(6.7%)가 세종특별자치시(6.7%)에 비하여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4회 이상일 때, 세종특별자치시(6.1%)와 아산시(6.1%)

가 계룡시(3.2%)에 비하여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의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3회 이상일 때, 충주를 포함한 10개의 도시 중 연장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는 아산시(4.9%), 논산시(0.6%), 세종시(0.5%) 순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3회 이상일 때, 아산시(4.9%), 논산시(0.6%)로 분석되었고, 서비스 수준(LOS) E 이하가 4회 이상일 때, 

아산시(4.8%), 논산시(0.6%)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아산시가 논산시에 비하여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별 LOS E 이하의 발생빈도 분석 내용은 다음 <Table 2>와 <Fig. 3>과 같다. 

No
City

name

Main 

Road 

length

All Urban area Local area

3 hours 4 hours 3 hours 4 hours 3 hours 4 hours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1 Gyeryong 14.4 0.5 3.5 0.5 3.5 0.5 3.2 0.5 3.2 - - - -

2 Gongju 205.8 6.2 3.0 4.7 2.3 6.2 3.0 4.7 2.3 - - - -

3 Nonsan 133.9 0.9 0.7 0.8 0.6 0.1 0.1 - - 0.8 0.6 0.8 0.6

4 Dangjin 148.2 3.3 2.2 3.0 2.0 3.3 2.2 3.0 2.0 - - - -

5 Boryeong 87.9 - - - - - - - - - - - -

6 Seosan 132.3 2.9 2.2 2.3 1.7 2.9 2.2 2.3 1.8 - - - -

7 Sejong 143.9 9.8 6.8 9.5 6.6 9.1 6.3 8.8 6.1 0.7 0.5 0.7 0.5

8 Asan 142.1 16.5 11.6 15.5 10.9 9.6 6.7 8.6 6.1 6.9 4.8 6.9 4.8

9 Jecheon 97.3 0.6 0.6 0.6 0.6 0.6 0.6 0.6 0.6 - - - -

10 Chungju 231.0 3.7 1.6 3.6 1.6 3.7 1.6 3.6 1.6 - - - -

Total 1,336.8 44.3 3.3 40.5 3.0 35.9 2.7 32.1 2.4 8.4 0.6 8.4 0.6

<Table 2> Frequency of occurrence of LOS E in eac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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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of LOS by City

2.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분석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분석은 KTDB의 교통 빅데이터 중 통행속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Data 자체가 시

간대별 평균통행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데이터 본연의 값을 사용하였다. 평균통행속도

에 따른 발생빈도 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전체(동+읍·면지역)의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35km/h 이하 기준일 때, 충주시를 포함한 10개 도시 중 연장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

시는 아산시로 분석되었고, 상습적으로 교통혼잡구간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계룡시는 모든 구간에

서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지역의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35km/h 이하 기준일 때, 충주시를 포함한 10개 도시 중 연장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는 충주시로 분석되었다. 15km/h 이하 기준 일 때, 당진시(1.3%)는 충

주시를 포함한 10개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로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구간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5km/h 이하일 때를 제외한 20km/h 이하 ~ 35km/h 이하 기준일 때, 충주시는 10개의 도시 

중 연장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구간이 많을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단, 계룡시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의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35km/h 이하 기준일 때, 충주시를 포함한 10개 도시 중 연

장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는 아산시로 분석되었고, 상습적으로 교통혼잡구간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보령시와 제천시, 계룡시는 모든 구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별 평균통행속도발생빈도 분석 내용은 <Table 3>과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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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ity
name

Main 
Road 
length

All Urban area Local area

3 hours 4 hours 3 hours 4 hours 3 hours 4 hours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length
(km)

ratio
(%)

1 Gyeryong 14.4 - - - - - - - - - - - -

2 Gongju 205.8 14.2 6.9 14.2 6.9 5.4 2.6 5.4 2.6 8.8 4.3 8.8 4.3

3 Nonsan 133.9 10.3 7.7 6.0 4.5 2.9 2.2 3.0 2.2 7.4 5.5 3.0 2.2

4 Dangjin 148.2 10.7 7.2 10.4 7.0 2.8 1.9 2.8 1.9 7.9 5.3 7.6 5.1

5 Boryeong 87.9 1.9 2.2 1.9 2.2 1.9 2.2 1.9 2.2 - - - -

6 Seosan 132.3 20.9 15.8 20.5 15.5 8.6 6.5 8.2 6.2 12.3 9.3 12.3 9.3

7 Sejong 143.9 5.9 4.1 5.6 3.9 3.3 2.3 3.1 2.2 2.6 1.8 2.5 1.7

8 Asan 142.1 25.8 18.2 23.1 16.3 6.1 4.3 6.0 4.2 19.7 13.9 17.1 12.0

9 Jecheon 97.3 6.3 6.5 6.3 6.5 6.3 6.5 6.3 6.5 - - - -

10 Chungju 231.0 16.5 7.1 17.1 7.4 15.1 6.5 14.5 6.3 1.4 0.6 2.6 1.1

Total 1336.8 112.5 8.4 105.1 7.9 52.4 3.9 51.2 3.8 60.1 4.5 53.9 4.0

<Table 3>  Frequency of occurrence of Average traffic speed less than 35km/h in each city

<Fig. 4> Analysis of the average speed per city(3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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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에 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도시의 혼잡실태분석을 위하여 혼잡을 표현하는 척도로 통

행량과 도로의 용량을 감안한 LOS 또는 도로의 통행속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

선사업」에서는 교통혼잡관리 기준을 단속류와 연속류를 구분하여 통행속도 및 발생횟수를 기준으로 제시

하였다. 하지만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도로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며, 모든 도로의 혼잡 정도를 

추정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한, 통행속도 값만으로는 도로의 특성을 반영한 혼잡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 A와 B의 통행속도가 모두 20km/h라 할지라도, 간선도로 A의 설계(자유)속

도 70km/h, 간선도로 B의 설계(자유)속도 40km/h라면 간선도로 A와 B의 혼잡강도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잡판정을 위한 효과척도로 통행속도, 통행량, 도로용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혼잡정도 지표인 서비스 수준(LOS)을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LOS E는 자유속도(법정제한속도)의 1/3 이

하의 통행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혼잡을 표현할 때의 지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

혼잡관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LOS E 이하가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구간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구

간을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시혼잡을 정의할 수 있는 1일 혼잡발생시간(빈도수)은 1일 외부활동 평균

시간(15시간)의 20%인 3시간 이상 교통 혼잡을 경험하는 것을 최종 교통혼잡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도시규모 별 LOS E 이하 3시간 기준 발생빈도에 따른 혼잡 간선도로 비율의 광역시 도시는 대전광역시

로 24.6%로 분석되었고, 50만 이상~100만 명 미만 대도시는 청주시와 천안시로 혼잡 간선도로 비율은 9.8%

로 분석되었다. 충청권 중소도시를 인구규모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중도시)과 15만 명 미만(소도시)으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 15만 명 이상 중도시는 혼잡 간선도로 비율은 4.5%로 분석되었으며, 15만 명 

미만 소도시는 혼잡 간선도로 비율은 1.5%로 분석되었다. 충청권의 15만 명 이상 중도시(4.5%)와 15만 명 미

만 소도시(1.5%)를 합한 비중은 기존 대도시 혼잡 간선도로비율(9.8%) 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혼잡 

간선도로 연장의 경우 15만 명 이상 중도시(36.1km)와 15만 명 미만 소도시(8.2km)를 합한 연장은 50만 이

상~100만 명 미만(34.1km) 보다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충청권 15만 이상 중도

시와 15만 미만의 소도시의 간선도로의 교통혼잡구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o City Scale

Main Road 

length

(A)

The Number of City

(B)

Congestion Main Road

LOS E hours

Length (C) Ratio (C/A)

Length per 

Ctiy

(C/B)

1 Gwangyeoksi 300.8 1 73.9 24.6 73.9

2 500,000~1,000,000 346.8 2 34.1 9.8 17.1

3 More than 150,000 797.5 5 36.1 4.5 7.2

4 Less than 150,000 539.3 5 8.2 1.5 1.6

Total 1,984.4 13 152.3 7.7 11.7

<Table 4> The ratio of Congestion Main Roads to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LOS E



소도시 교통혼잡도로 용범 에 한 연구

44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2019년 6월)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 혼잡 실태 분석을 토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범위 타당성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TDB에서 제공하는 GIS Data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도시 생활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혼잡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행속도 뿐만 아니라 서비스수

준에 따른 분석도 진행하여 더욱 더 설명력 있는 교통혼잡관리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범위인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들과 혼잡 실태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범위 타당성과 합리적 개선을 위해 교통혼잡관리 기준으로 통행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모

든 도시부 도로의 혼잡 정도를 추정하기에 대표성이 부족하고, 통행속도 값만으로는 도로의 특성을 반영한 

혼잡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혼잡판정을 위한 효과척도로 통행속도, 통행량, 

도로용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혼잡정도 지표인 서비스 수준(LOS E)을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상시혼잡을 정의할 수 있는 1일 혼잡발생시간은 1일 외부활동 평균시간(15시간)의 20%인 3시간 이상 교통 

혼잡을 경험하는 것을 최종 교통혼잡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혼잡관리기준 LOS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LOS E 이하가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간선도로가 가장 많

은 도시는 아산시(16.5km)이며, 세종시(9.8km), 공주시(6.2km)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 규모별 LOS E의 

발생빈도에 따른 혼잡 간선도로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

상)의 전체 연장대비 혼잡 간선도로 비율(22.4%)과 연장(34.1km)은 충청권 인구 15만 명 이상 중소도시에서

의 비율(23.7%)과 연장(36.1km)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충청권의 중소도시에서도 교통 혼잡이 발생하며,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와 비교하였을 때 교통 

혼잡 정도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반 중소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적 제언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첫 번째,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도로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도로법 시행

령에 일반 중소도시 국비지원 비율 또는 범위 확장 등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도시부 혼잡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의 신설·확장 사업인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뿐만 아

니라 주요 교차로 및 단거리 병목구간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 및 효율화 개선기법을 적용하는 소규모 건설사

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도시를 위한 교통 혼잡 발생 지점 및 단구간 개선을 위한 저비용·단기간의 

소규모 도로건설사업이 필요하며 사업유형을 다각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커서 지자체 매칭펀드 미확보, 낮은 국가지원 비율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사업지연 발생

하고 있어, 교통혼잡도로 관련 사업의 실효성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비

보조비율의 합리적 향상 또한 필요로 하다고 생각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연구에서는 전국 중소도시의 교통혼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정책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상범위로 설정하였으나, 정책적, 경제적 요소의 문제가 해결되어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고, 신속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될 것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IS Data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수준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교통혼잡관리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도로의 기하구조 등 세밀한 교통여건에 대해 LOS 분석시 고려하

지 못하여 불완전한 LOS 값으로 구축되었으며, 교통 빅데이터 중 교통량은 지역 간 이동되는 교통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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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끼리의 통행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도로의 기하

구조 등 공간적 요소와 도시별 사회적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다면, 더욱 현실적인 LOS 분석을 실시하여 혼

잡구간을 도출됨과 동시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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