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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혼잡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유형의 혼잡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을 도해적인 방법으로 대응시켜
비교함으로써 두 분석의 일치성과 차별성을 검토한다. 용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혼잡에 대한 분석
에서 기존 연구들이 대기행렬 분석의 누적도착곡선과 누적출발곡선이 만나는 시점을 대기행렬 소
멸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임을 보인다.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성은 충격파 분
석을 통해 구성하는 차량들의 궤적이 대기행렬 분석과 동일한 누적도착곡선과 누적출발곡선을 만
든다는 것에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분석을 통해 산출하는 지체는 동일하다. 대기행렬 분석이 물리
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가상의 차량을 가정하며, 고정된 지점의 관측에 기반한다는 전제는 대기
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이 산출하는 대기행렬 길이, 대기행렬 지속시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 주제어: 대기행렬 분석(입출력 분석), 충격파 분석, 대기행렬, 혼잡영역, 대기행렬 소멸시점

Queing analysis and shock wave analysis have been used to evaluate the congestion effect and have
been regarded to be consistent. The consistency and difference between two analysis are however not
explained with clarity. This paper addresses the consistency by comparing the queueing analysis and
the shock wave analysis with graphical illustration. In the case of congestion caused by varying
capacity, it is shown that the time the cumulative arrival curve meets the cumulative departure curve
in queueing diagram is different with the time the congestion regime disappears in time-space
diagram. It that means the description of queueing analysis in some literatures should be corrected
and the measures obtained with queueing analysis should be understood carefully. The trajectories
constructed by shock wave analysis make the same cumulative arrival curve and cumulative departure
curve with those constructed by queueing analysis. It ensures the consistency of two analysis and the
identical delay calculation. The prerequisite that the queueing analysis measures the vertical vehicle
at the fixed position explains the differences in queue length and queue duration calculations of both
analyses.
￭ Keywords: Queueing Analysis (Input-Output Analysis), Shock wave Analysis, Queue, Congestion
Regime, Queue Dissipate Time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성

Ⅰ. 서론

두 분석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두
분석이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Chow(1976)는 충격파

교통량의 증가 또는 용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교

분석이 물리적으로 더 의미가 있지만, 대기행렬 분

통혼잡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석이 계산이 용이하고, 교통류의 확률적 특성을 반

대기행렬 분석1) (queueing analysis)과 충격파 분석

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Daganzo(1983)는 대기행렬

(shock wave analysis)이다(Chow, 1976; Ping 등, 2008;

분석과 충격파 분석으로 계산한 지체가 같으므로

Hotaji, 2014).

계산이 쉬운 대기행렬 분석을 선호하였다. Chin

여러 교통공학 교과서와 편람에서 결정적 대기

(1996)은 충격파 분석이 병목에 접근하는 공간에서

행렬 분석(deterministic queueing analysis)과 선형 충격

대기행렬의 물리적 길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파 분석(linear shock-wave analysis)을 교통혼잡을 이해

뛰어나지만, 대기행렬 분석으로 충격파 분석과 동

하는 별개의 도구(separate tools)로 기술하고 있는데

일한 지체와 혼잡지속시간을 구할 수 있고, 교통류-

(Chin, 1996), 두 분석의 일치성(consistency)에 대한 논

속도 관계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기행

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렬 분석이 사용하기 쉽다고 평가하였다.

Chow(1976)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충격파 분석

Lawson 등(1997)과 Erera 등(1998)은 노력이 필요

으로 계산한 지체, 혼잡해소시간과 대기행렬 분석

한 충격파 분석을 하지 않고 대기행렬의 길이, 차량

으로 계산한 지체, 혼잡해소시간이 동일함을 보였

이 대기행렬에서 주행한 시간과 거리를 구할 수 있

고, Wirasinghe(1978)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두 분

도록 수정된 대기행렬 분석을 제안하였다.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석으로 구한 지체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반면, Michalopoulos와 Pisharody(1981),

Nam과

분석이 일치한다는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Drew(1998)는 각각 신호교차로와 병목지점에서 발

이는 두 분석의 산출 지표가 동일한가에 대한 검토

생하는 지체와 대기행렬 길이를 추정하는 예제를

에 기반한 것으로 두 분석의 일치성과 차별성이 논

통해 두 분석을 통해 산출한 지체와 대기행렬 길이

리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이고 두 분석의 일치성에 의
문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원인(교통량 증가 또는 용량
감소)으로 발생하는 혼잡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과

Danganzo(1983)는 Michalopoulos와 Pisharody(1981)

충격파 분석의 일치성을 도해적 방법으로 고찰한다.

의 계산에 문제를 제기하며 두 분석으로 산출된 총

이 과정에서 여러 문헌이 용량 감소로 발생하는 혼

지체 또는 총통행시간의 차이가 무시할 만하다고

잡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의 산출 지표를 잘못 이해

하였다. Lovell과 Windover(1999)는 Nam과 Drew(1998)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행렬 분석이 부적절하게

의 분석에 대한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며 두 분석 방

적용되고 있음을 보인다.

법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 Rakha와 Zhang(2005)

또한 두 분석의 접근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은 Nam과 Drew(1998)가 유도한 지체식의 오류를 수

차이에 기인하는 두 분석의 일치성과 차별성을 명

정하여 두 분석에서 구한 지체가 실질적으로 동일

확하게 규명한다.

하다고 주장하였다.

1) 입·출력 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행렬 분석으로 기술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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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혼잡
교통혼잡은 교통량(수요)이 용량(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혼잡의 원인은 교통량의 증가 또는 용
량의 감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혼잡 원인에 따라
혼잡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혼잡을 구분하여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을
고찰한다.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그림 1>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의 대기행렬 분석

같다. 도로에서 용량이  인 지점   에서 시점  2)
부터 시점  3) 까지 교통류율이  , 그 이후에는 교
통류율이  로 줄어들 때,      이면, 지점
  상류에 혼잡이 발생한다.

이 혼잡의 영향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다음과

같다.4)

1. 대기행렬 분석

시점  까지 도착 차량수와 출발 차량수가 같으
므로 대기행렬지속시간은 식 (4)와 같다.
⋅  ⋅  ⋅    

(2)

  
    ⋅ 
  

(3)

  
  ⋅    
  

(4)

대기행렬 분석은 한 지점에서 차량의 도착대수,

차량  가 겪게 되는 지체는 출발시점과 도착시

출발대수의 차이로 대기행렬의 지속시간과 지체를

점의 차이    이고, 차량  가 대기행렬에 도

산출한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혼잡을 분석하는

착했을 때 대기행렬에서 대기하는 차량수는

대기행렬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이 그려진다.

   이다.

교통량이 변하는 시점  에 지점   에 도착하는
차량을  번째 차량  라고 하면  를 경계로 누적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지체는 누적도착선

 과 누적출발선
 사이의 면적(<그림 1>에

도착선의 기울기가  에서  로 변한다.

서 음영으로 표시한 ∆  의 면적)이 된다.

대기행렬 지속시간  을 대기행렬이 늘어나는

2. 충격파 분석

시간  과 줄어드는 시간  로 나눌 수 있다.
      

(1)

교통류에서 충격파(shock wave)는 상태가 다른 교
통류 경계의 이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충격파 분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   으로 가정한다.
3) 분석의 편의를 위해 번째 차량  를 경계로 교통량이 변한다고 가정한다.
4)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혼잡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대기행렬분석에서는 대기행렬(queue)로, 충격
파 분석에서는 혼잡영역(congestion regime)으로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두 용어는 의미는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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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시공간에서 이 경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추
적하여 교통류 상태의 변화를 파악한다.

차량  를 경계로 도착교통류율이 변하므로 차
량  가 혼잡영역에 도착할 때까지 혼잡영역이 성

충격파의 이동은 교통류-밀도(    ) 관계에 의

장하고 이후에는 혼잡영역이 짧아진다.

해 결정된다. 혼잡이 발생한 도로의    관계가

혼잡영역이 상류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 혼잡

<그림 2>와 같다고 하면 혼잡이 발생하면서 형성

영역과 만나는 시점은  가 아니라 ′ 라는 것에 유

되는 충격파의 속도는 식 (5), (6)에 의해 구해진다.

의해야 한다.
충격파를 형성하는 혼잡영역 꼬리는 시점 ′ 까
지 속도   로 상류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속도  
로 하류로 이동한다.
혼잡의 지속시간  ′ 을 혼잡영역이 늘어나는 시
간 ′ 과 줄어드는 시간 ′ 로 나눌 수 있다.
  ′   ′    ′

(7)

시점  ′ 에 혼잡영역이 소멸하므로 식 (9)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교통류-밀도 관계에서 교통상태의 변화

  
  
   

(5)

  
  
   

(6)

(8)


′  ′⋅ 


(9)

<그림 3>에서 시점 ′ 까지 성장한 혼잡구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에 대한 충격파 분석을
시·공도에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    ⋅′  

길이는   ′ 동안 차량이 자유주행한 거리와 같
으므로 식 (10)이 성립한다.
′⋅     ′ ⋅   

(10)



′  ⋅   ⋅     (11)

 
  

혼잡이 해소되는 시점  ′ 은 식 (12)와 같다.


 ′  ⋅    ⋅    
  


(12)

차량  가 혼잡영역에 진입할 때, 혼잡영역의
<그림 3>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의 충격파 분석

길이는      이고, 혼잡영역의 밀도  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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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영역에 위치한 차량수를 구할 수 있다.
차량  는   ′ 시간 동안 속도   로 혼잡
구간을 주행하여 지점   을 통과한다.
<그림 3>에서  축과 두 충격파가 형성하는 음

<그림 4>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기행렬 분석에
서 차량  가 대기행렬에 도착하는 시점  와 충
격파 분석에서 혼잡영역에 진입하는 시점 ′ 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으로 표시한 삼각형은 차량이 혼잡상태로 주행한
시·공간을 의미하므로, 이 삼각형의 면적에 혼잡구
간의 밀도  를 곱하여 차량들이 혼잡상태에서 주
행한 총주행시간을 구할 수 있다.

3.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 비교
교통류 기본관계 (   ⋅ )와 충격파 속도 (식
(5), (6))을 이용하면 식 (12)는 식 (13)과 같이 전개
된다.


′  ⋅   ⋅   
(13)
   



 
 ⋅       
          ⋅ 
           
 ⋅   
    ⋅ 
     
 ⋅   
    ⋅ 
 ⋅    
 ⋅   
    ⋅ 
  
        
⋅

   
  
 ⋅   
        
  
⋅

  
  
   ⋅    
 ⋅   
    ⋅   
  
 ⋅   
  

<그림 4> 교통량 증가로 혼잡의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 비교

시·공도에서 혼잡영역에 진입하는 시점과 진출하
는 시점의 차이는 차량이 혼잡영역을 주행하는 시
간을 의미하는데, 혼잡주행시간은 혼잡이 없을 때
의 주행시간과 혼잡으로 늘어난 시간(지체)으로 구
성된다.
차량  에 대해 혼잡주행시간은   ′ 인데,
두 분석에서 대기행렬(혼잡영역)에 도착하는 시각
의 차이   ′ 는 가상의 자유주행궤적(점선)이

식 (13)을 식(4)와 비교하면  ′   이 성립하므

혼잡영역을 통과하는 자유주행시간이고, 지체는 지

로 두 분석을 <그림 4>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점   에서 가상의 자유주행궤적과 실제 주행궤적

<그림 3>의 차량 ′ 은 <그림 1>의 차량  과 동

(실선)의 차이    이다. 따라서 두 분석에서

일한 차량이다.

산출하는 지체는 동일하다. 모든 차량에 대해 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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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성립하고 혼잡을 경험하는 차량수가 같으므로
두 분석에서 구한 총지체 역시 동일하다.
시공도의 차량  가 혼잡영역에 진입하는 시점
′ 을 대기행렬 다이어그램에 점 ′ 로 대응시킬

수 있는데, 모든 차량에 대해 이 점을 연결하면

 ′ 이 그려진다. 
 이 물리적인 공간을 점
유하지 않는 가상의 대기행렬에 도착하는 누적교통
량인 반면, 
 ′ 은 공간을 점유하는 대기행렬의

교통량 증가로 형성된 대기행렬과 마찬가지로,
용량의 감소로 형성된 대기행렬은 용량을 회복하는
시점  부터 줄어들어 식 (14)에서 구한 시점  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14)

꼬리에 도착하는 누적교통량이다. 
 ′ 의 기울
기( ′ 또는 ′ )는 상류로 이동 또는 하류로 이동
하는 대기행렬의 꼬리에서 관측하는 교통류율이다.
′ 는 교통류를 거슬러 상류로 이동하면서 관측

한 교통류율이므로 ′   이고, ′ 는 교통류를
따라 하류로 이동하면서 관측한 교통류율이므로
′   이다.

 ′ 과 누적출발선
 의 차이는 차량이 혼잡

<그림 5>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의 대기행렬 분석

구간을 주행한 시간을 의미하며 ∆  ′  면적은
혼잡구간을 통과하는 총주행시간이 된다.

시점  부터  번째로 대기행렬에 도착한 차량
 가 겪는 지체는    이고, 차량  가 대기행

Ⅲ. 용량 감소로 발생하는 혼잡
용량의 감소가 혼잡을 유발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다.

렬에 진입할 때 대기차량의 수는    이다
용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총지체는 누적도착
선 
 과 누적출발선 
 사이의 면적(<그림
5>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  의 면적)이 된다.

교통량이  인 지점   에서, 시점  에 돌발상
황으로 용량이  로 감소한 후, 시점  에 용량 

2. 충격파 분석

로 회복할 때,      이면 혼잡이 발생한다.
이 혼잡의 영향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용량 감소로 인한 교통류 상태의 변화는   
관계에서 <그림 6>과 같이 표현된다. 용량의 감소
로 인해 형성되는 충격파와 용량의 회복으로 인해

1. 대기행렬 분석

형성되는 충격파의 속도는 각각   ,   이다.

용량이 감소하는 혼잡을 분석하는 대기행렬 다
이어그램은 <그림 5>와 같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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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5)


  ′   ⋅ 
  

(16)

자유속도   로 주행하던 차량  는 시점 ′ 에
지점   에서 혼잡영역을 만나   의 속도로 주행하
다 시점 ′ 에 혼잡영역을 벗어나면서   의 속도
로 가속하여 돌발상황 발생지점   을 통과한다. 차
량궤적이 두 총격파와 만나는 시점의 차이
′  ′ 는 혼잡주행시간이다.
<그림 6> 교통류-밀도 관계에서 교통상태의 변화

시공도에서 차량이 혼잡상태로 주행하는 혼잡영
역(음영 표시한 삼각형)의 면적에 밀도  를 곱하면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에 대한 충격파 분석을
시·공도에 표현하면 <그림 7>과 같다.

차량들이 혼잡상태에서 주행한 총주행시간을 구할
수 있다.

3.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 비교
<그림 7>에서 혼잡영역이 사라질 때 이 점을 통
과한 차량이 지점   을 통과한 시점을  로 놓으
면, 시점  에서  ′ 까지 혼잡영영을 형성하는 충격
파를 통과하는 교통량과 지점  에서  까지 지점
  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같으므로 식 (17), (18) 이
<그림 7>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의 충격파 분석

용량의 감소로 형성된 혼잡영역은 상류로 성장
한다. 용량을 회복하면 혼잡영역 앞의 차량이 빠져

성립한다.

⋅   ⋅′  ⋅  ⋅   


(17)

 ⋅ ′    ⋅    ′  

(18)

나가면서 혼잡영역의 머리도 상류로 이동한다. 혼
잡영역의 꼬리와 머리는 충격파를 형성하며 속도
  ,   로 이동하는데, 두 충격파가 만난 때,

(  ′   )에서 혼잡이 해소된다.

식 (14)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이므로, 대기

두 충격파가 이동한 거리가 같으므로 식 (15)가

행렬분석(<그림 5>)과 충격파 분석(<그림 7>)을

성립하고, 혼잡의 해소시점  ′ 은 식 (16)으로 구할

<그림 8>과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그림 7>의 차

수 있다.

량 ′ 은 <그림 5>의 차량  과 동일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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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이든 시공도에서
혼잡이 없을 경우의 가상주행궤적(점선)과 혼잡을
경험하는 주행궤적선(실선)이 지점   에 도착하는
시간 차(차량  의 경우,    , 차량  의 경우
   )는 대기행렬 다이어그램에서 차량이 대기

행렬에 머무르는 시간(차량  의 경우,    , 차
량  의 경우    )과 동일하므로 두 분석에서
구한 차량의 지체는 동일하다. 혼잡영역을 통과하
는 차량수가 같으므로 두 분석에서 구한 총지체 역
시 동일하다.
<그림 8>의 시공도에서 혼잡영역의 꼬리와 머리
가 형성하는 두 개의 충격파를 따라 이동하며 관측
<그림 8>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의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 비교

하는 누적교통량을 대기행렬 다이어그램에 표현하
면 각각 누적도착선 
 ′ 과 누적출발선 
 ′ 이 된
다. 이 선의 기울기를 각각 ′ ,  ′ 라고 하면, ′ ,

혼잡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용량을 회복하기 전에 혼잡영역에 진입하여
지점   을 통과하면서 혼잡을 벗어나는 차량
(시공도의 차량  ),
② 용량을 회복하기 전 혼잡영역에 진입하여 용
량을 회복한 후 지점   의 상류부에서 혼잡
을 벗어나는 차량(시공도의 차량  ),

 ′ 는 지점   로부터 각각   ,   의 속도로 교통

류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관측하는 교통류율이므로
′   ,  ′   이다.

충격파를 따라 이동하면서 관측한 누적도착선과
누적출발선은 시공도의

∆  에

대응되는

∆  ′ 을 형성하는데, ∆  ′ 의 면적은 차량

이 혼잡영역을 주행한 총주행시간이다.
∆  ′ 의 면적은 ∆  의 면적과 같으므

로 ∆  ′ 의 면적과 ∆  면적의 합은 총지

③ 용량을 회복한 후 혼잡영역에 진입하여 지점

체이다. 음영으로 표시한 ∆  ′ 의 면적은 총지

  의 상류에서 혼잡을 벗어나는 차량(시공도

체에 비례하는데, 총주행시간에서 총지체를 뺀 시

의 차량    )

간이므로 차량이 혼잡이 없을 때 해당 구간을 주행
하는 자유주행시간이다.

<그림 8>은 대기행렬 분석에서 차량이 대기행렬

<그림 8>에서 주목할 것은 대기행렬 분석에서

에 도착하는 시점과 충격파 분석에서 혼잡영역에

혼잡해소시점으로 해석되고 있는 누적도착곡선과

진입하는 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용량을 회복한

누적출발곡선이 만나는 시점  이 충격파 분석에서

후에 대기행렬 분석에서 차량이 대기행렬을 벗어나

혼잡형성 충격파와 혼잡해소 충격파가 만나는 시점

는 시점과 충격파 분석에서 차량이 혼잡영역을 벗

 ′ 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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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
성 검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기행렬 분석
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성을 고찰한 Chow(1976), Ping
등(2008)이 두 분석이 동일한 혼잡해소시점을 산출
함을 근거로 두 분석의 일치성을 주장하고 있고, 수
정된 대기행렬 분석을 제안한 Lawson 등(1997), Erera
등, (1998)은 두 분석이 동일한 혼잡해소시점을 산출

(a) Chow의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 분석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충격파 분석에서 구한  ′ 이 아니라 대기
행렬 분석에서 구한  을 혼잡해소시간으로 해석한
다. Chow(1976)와 Ping 등(2008)은 <그림 9>와 같이
용량 감소로 형성된 혼잡영역을 벗어난 차량이 새
로운 혼잡영역을 주행하고 상류에서 접근하는 차량
과 만나 충격파(<그림 9> (a)에서   , (b)에서   )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8>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새로운 혼잡영역이 충격파 
 를 형성하고
이 충격파가 시점  에   도착하여 두 분석의 혼
잡해소시점이  로 같다는 것이다.

(b) Ping 등의 용량 감소로 인한 혼잡 분석
자료: Chow(1976), Ping 등(2008)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분석의 일치성

<그림 9> Chow와 Ping의 충격파 분석

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그림 8>의 시공도에서 혼잡이 해소되는
충격파 
 를 통과한 차량    이 혼잡영역

르면 새로운 혼잡영역이 형성하는 충격파(<그림 8>
의
 , <그림 9> (a)의  , (b)의  )가 지점  를






통과하여 하류로 이동한다. 이는 용량 감소로 발생

∆  를 주행하면서 발생한 차량의 지체가 대

한 혼잡영역(<그림 9> (a)의 C)이 용량 감소 지점 하

기행렬분석의 지체와 동일함을 보였는데, 만약, 시·

류에서 계속 성장하고, 지체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

공도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영역이 혼잡하여 차량이

미하므로, 혼잡영역을 통과한 차량이 자유속도까지

속도   로 주행하지 못하면 추가 지체가 발생하므

가속하여 교통류가 정상상태로 회복하는 현상과 일

로 두 분석에서 구한 지체는 동일하지 않다. 이는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격파 분석에서 두 충격파가 만나는 시

두 분석이 일치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둘째, 앞 절에서 
 의 기울기가  임을 유도했

점  ′ 을 혼잡해소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해석

는데, 자유교통류와 같은 속도를 가지는 충격파는

은 관측되는 현상과 부합하고, 이 해석을 따를 때,

만들어 질 수 없다.

두 분석에서 구한 지체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두 분



셋째, Chow(1976)와 Ping 등(2008) 등의 주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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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일치성도 성립한다. 대기행렬 분석에서 누적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성

도착곡선과 누적출발곡선이 만나는 시점  은 용량

충격파 분석에서는 시공간에 형성된 충격파를 경계

이 감소한 지점   상류에서 혼잡이 소멸하는 시점

로 형성된 혼잡영역으로 표현한다. 두 분석에서 표

 ′ 에 그 지점   을 통과한 차량이 용량이 감소한

현하는 대기행렬과 혼잡영역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점을 도착하는 시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그림 4>와 <그림 8>에서 충격파 분석을

혼잡해소시점(혼잡지속시간)은 교통관리에서 혼

통해 구성한 차량의 궤적을 살펴보면, 임의의 차량

잡의 영향을 대표하는 지표인데, 여러 문헌에서 이

 가   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대기행렬 분석에

지표의 산출방법으로 대기행렬 분석을 제안한다.

서 차량  가   를 통과하는 시점과 같다. 대기행

교통류 분석을 다룬 교재들(TRB, 1975; May 1990;

렬 분석의 지표는 차량이 지점   에 도착, 출발하

Roess 등, 2011)은 용량(서비스율) 감소로 인한 혼잡

는 시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충격파 분석에서

의 대기행렬 분석에서 누적도착곡선과 누적출발곡

차량이 자유주행시 지점   에 도착하는 시점과 혼

선 만나는 시점  을 대기행렬 소멸시점(time that

잡주행시 지점   에 도착하는 시점이 대기행렬 분

queue is dissipated), 또는 대기형렬 지속시간(time

석의 두 시점과 동일하다는 것은 두 분석을 통해 산

duration of/in queue)으로 기술하고 있고, 여러 연구

출하는 개별 차량의 지표와 집계지표가 동일하고,

가 돌발상황으로 발생한 혼잡의 해소시점을 구하기

두 분석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위해 대기행렬분석을 적용한다(Hotaji, 2014).

대기행렬 분석에서 차량과 대기행렬은 공간을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용량의 감소로 발생

점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 가

하는 혼잡에 대한 대기행렬 분석에서 누적도착곡선

정은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에서 구한 공간

과 누적출발곡선이 만나는 시점  을 혼잡해소시점

차원의 지표가 다름을 설명한다. 이 가정으로 인한

으로 보는 것은 오류이고, 따라서 돌발상황으로 발

대기행렬 분석의 한계는 널리 인식되어 있다.

생한 혼잡의 해소시점을 구하기 위해 대기행렬 분

Chin(1996), Lovell과 Windover(1999), Roess 등(2011)은

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기행렬 분석이 가상의 대기행렬을 가정하기 때문
에 공간 차원의 지표(대기행렬길이, 최대대기행렬길
이)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Ⅳ.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의 일치
성과 차별성

하지만,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공간차
원의 지표뿐만 아니라 시간차원의 지표도 다른 값
을 산출한다. 용량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혼잡에 대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교통량 보존법

한 대기행렬 분석으로 구한 대기행렬 소멸시점으로

칙에 근거한다. 대기행렬 분석은 지점 교통량의 보

이해되고 있는 시점은 충격파 분석에서 산출한 혼

존으로부터 유도되고, 충격파 분석은 시공간에서

잡의 해소시점과 다르고, 현실에서 관측하는 대기

이동하는 상태가 다른 교통류의 경계(충격파)를 통

행렬 소멸시점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널리 인식

과하는 교통량의 보존으로부터 유도된다.

되지 않고 있으며, 대기행렬 분석결과에 대한 잘못

두 분석은 혼잡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 대기
행렬 분석에서는 관측지점   에서의 누적도착교통
량과 누적출발교통량의 차이로 형성된 대기행렬로,

된 이해, 대기행렬 분석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이어
지고 있다.
대기행렬 분석의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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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대기행렬 분석의 전제는 대기행렬 분석이 고

용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혼잡에 대한 대기행렬

정된 한 지점에서의 관측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충

분석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대기행렬 소멸시점으로

격파 분석은 시간과 공간차원(time-space dimension)

이해되는 지표가 충격파 분석의 혼잡 해소 시점과

에서  번째 차량의 지표 ′   를 산출하는 반

다름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두 분석의 불일치에 기

면, 대기행렬 분석에서는 고정된 관측지점  에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가 대기행렬 분석의

시간 차원(time dimension)에서  번째 차량의 지표

지표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차이임을 보였다.

        를 산출한다.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이 다른 접근방법

용량 감소로 발생하는 혼잡에 대한 대기행렬 분

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에 대한 대기

석에서 차량은 한 시점에 대응되어 누적출발곡선으

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일치한다. 충격파 분석

로 표현되는데, 이 시점은 대기행렬을 벗어난 시점

을 통해 구성한 차량들의 궤적으로 대기행렬 분석

이 아니라, 대기행렬을 벗어나서 자유주행한 후 관

과 동일한 누적도착곡선과 누적출발곡선을 그릴 수

측지점   에 도착한 시점이다. 교통량 보존에 근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치성에 따라 두 분석방법

한 대기행렬 분석에서 차량의 도착시점과 출발시점
이 같다는 것은 대기행렬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는데, 대기행렬 분석에서 관측지점 상류에서
대기행렬이 소멸한 시점이 아니라 소멸시점에 소멸
지점을 통과한 차량이 관측지점에 도착한 시점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시공간에서의 관측을 표현하는
충격파 분석과 달리 대기행렬 분석은 고정된 관측
지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으로 산출하는 지체는 동일하다.
대기행렬 분석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고정된 지점의 관측을 전제하므로 충격파 분
석과 다른 지표를 산출한다.
대기행렬 분석은 단순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대기행렬 분석을 통해 산출하는 대기행렬길이, 최
대 대기행렬 그리고 대기행렬 해소시점 등의 주요
지표는 현실에서 관측하는 값과 다르다. 대기행렬
분석이 산출하는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대
기행렬 분석의 전제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Ⅴ. 결론
대기행렬 분석과 충격파 분석은 혼잡을 분석하
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두 분석이 동일한 지표를 산출하는가에 대한 문
제 제기와 반론을 거치면서 두 분석이 일치한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만, 두 분석의 일치성과 차별
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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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rk는 가속도의 미분 값으로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인 운전자가 가감속
할 때 Jerk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에서 자주 활용되는 개념은 아니며, 철도나
승강기에서 활용하는 개념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조향 및 가속 장치를 자동화하여 운전자의 역할
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술로서, Jerk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Jerk의 제한을 낮춰
서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반대로 주행속도와 주행성을 고려하여 Jerk의 제한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혼재된 교통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의 제한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교통흐름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로 인해 일반 자동차와 전체 교통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으로 행위자기반모형 시뮬레이션 툴인 Netlogo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
행하였다. 기본구간과 진입출구간, 밀도와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
정하고, 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
본구간에서는 저혼입율일수록 고밀도일 때 낮은 Jerk의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진입출
구간에서는 혼입율과 상관없이 저밀도일 때 낮은 Jerk의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즉, 승
차감이나 주행안정성을 고려하여 Jerk를 반영하여도 일반자동차나 전체 교통류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주행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Jerk를
반영하여 주행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Jerk의 제한을 여유있게 두어 주행성을 향상시
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Jerk, 주행안정성, 교통흐름, 행위자기반모형, Netlogo

Jerk is a differential value of accelerating or decelerating speed that influences on driving stability
and riding comfort. Since ordinary drivers feel difficult to control jerks when they adjust speed, it is
rarely used in road traffic. By applying the concept of jerk that affects driving stability, the study
analyzed average vehicle speed changes both on main and entry-exit sections in a freeway according
to varying entrainment rate and density of Automated Vehicles (AVs). This study finds, in main freeway
sections, that low jerk with low entrainment rate in a high density showed a high average vehicle speed,
while in entry and exit sections showed a low jerk high average vehicle speed regardless of entrainment
rate. As jerk increases, the gap between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widens and a deceleration becomes
more frequent due to shock wave. Since ordinary cars are rarely affected by AVs under a low traffic
density, it is assumed that average vehicle speed of high jerk is higher. By contrast, ordinary cars are
more or less affected by AVs due to indispensable conflicts in entry and exit sections. Overall the
application of jerk into AVs does not have great impacts on traffic flow. So that when jerk is limited
in consideration of driving stability and riding comfort for passengers, it has limited influence over
general traffic flow. Furthermore, it can be asserted that loosening limitations of jerks for AV can
promote traffic flow more smoothly or improve driving capability rather than driving stability.
￭ Keywords: Automated Vehicles, Jerk, Driving Stability, Traffic Flow, Agent Based Model, NetLogo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화 분석

Ⅰ. 서론
Jerk는 가속도의 미분 값으로 가속도의 변화에 영

Ⅱ. 이론적 고찰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향을 주며, 주행속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Jerk는
일반적으로 승강기나 열차와 같이 탑승자의 승차감

자율주행자동차는 조향 및 가속 등 운전자의 역

에 민감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Jerk의 크기가 작을수

할을 일부 수행 혹은 돕는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록 승차감 및 주행안정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으

의미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2015.08.11. 개정).

며, 반대로 Jerk의 크기가 클수록 주행성이 향상된다
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조향
및 가속, 전방주시의 유무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역할을 일부 대신

계 구분을 짓고 있다.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수행하여 속도제어 및 가감속을 수행할 수 있다는

Administration(NHTSA)은 0~4의 5단계, Society of

점에서 기존 도로교통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Jerk의

Automation Engineers(SAE)에서는 0~5의 6단계로 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

분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를 0단계, 현재 일부 고급

행자동차의 Jerk 제한을 낮춰서 승차감을 향상시키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수준이 1~2단계에 해당

거나, 주행성 및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Jerk의 제한을

되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5단계로 정의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자동차와 혼재

하고 있다.

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Jerk를 적용

국내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는 2~3단

하였을 때, 전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

계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는 SAE 기준 2~3단계의

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의 제한을 낮출

자율주행자동차를 기준으로 차간거리 유지, 차선변

경우 가속도가 감소하여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줄

경, 군집주행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수도 있고, Jerk의 제한을 높이더라도 감가속도가 잦
아짐으로 인해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율주

2. 선행연구 검토

행자동차의 승차감 및 주행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Jerk의 제한을 낮추었을 때, 교통류에 악영향을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미친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계 Jerk 값은 충분히

있다. 다만 통신, 전기, 전자 등의 분야 또는 법·제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자율주행자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에 Jerk의 개념을 적용
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동차의 교통공학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만을 검토하였다.

다. 분석방법으로 행위자기반모형 시뮬레이션 툴인

Kesting et al.(2008)은 연속류 3차로, 10㎞ 구간에

Netlogo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 ACC(Adaptive Cruise Control)가 적용된 자율주행

연속류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구간과 진입출구간에

자동차의 도입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과 밀도에 따른 평균주

IDM((Intelligent Driver Model)을 활용하였으며, 자율

행속도 변화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영향을

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하여 평균주행속도 증가

분석하였다.

및 주행시간 감소 효과를 도출하였다.
Arnaout et al.(2010)는 Netlogo를 이용하여 시뮬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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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효과를 검

내외의 결과를 보임으로서(<표 1> 참조), 본 연구에

토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255m 연속류 1차로이

서 활용되는 IDM, MOBIL 모형과 Netlogo를 활용한

며, 자율주행자동차 1대가 도입되었을 때 평균주행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의 신뢰성을 높인 연구이다.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rnaout et
al.(2014)는 이전 연구를 발전시켜 시뮬레이션 환경

3. Jerk의 개념

을 연속류 6㎞, 4차로로 업그레이드 하였고, 차종 분
류를 하여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였다. 자율주

Jerk는 가속도의 미분 값으로 철도 및 승강기에서

행자동차에는 CACC(Cooperative Adaptive Cruise

승차감 및 주행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되는

Control) 기능을 적용하였고 혼입율에 따른 교통혼

개념이다. 국내 철도 차량은 ‘도시철도 차량 성능

잡 개선 효과를 평균주행속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험에 관한 기준’에 의거 Jerk를 0.8  으로 제한

Ma et al.(2012)는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하여 1차

하고 있다. 가속도는 가속할 경우 뒤로 쏠리는 현상,

로 연속류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효과를 검토

감속할 경우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만약 가속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CACC 기술이 적용된 것

중에 Jerk 값이 변화할 경우 뒤로 쏠리는 상황에서

으로 설정하였다.

앞뒤로 미세하게 진동하게 된다. 자동차 운전자가

Mitra(2013)은 다차로 교차로에서 ACC가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대기
시간 및 평균주행속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감가속을 하면서 Jerk를 컨트롤 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일반 도로교통에서 Jerk를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

박인선 외(2015)는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하여

다. Elefteriadou(2014)는 Jerk가 높을 경우 차량 탑승

연속류 4차로 기본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율

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7  (약 2.1  )

에 따른 교통량, 밀도, 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도의 상한 값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indele(2010)은 차량의 궤적과 운전자 행태 연구에
있어서 차량의 연속적인 궤적을 예측할 때 Jerk에

<표 1> VDS 속도 값과 분석결과 차이
교통량
(VDS)
( )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Zaki(2014)는

속도
(VDS)
( )

분석결과
속도
( )

오차
( )

오차율
(%)

572

108.45

107.6

-0.85

-0.8

발생하며, 이 때 발생하는 Jerk가 운전자마다 상이함

운전자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속할 때 Jerk가

873

102.43

103.6

1.17

1.1

을 분석하였다. Aycin(2001)은 FRESIM 시뮬레이션

1,195

91.87

92.4

0.53

0.6

1,461

88.69

87.2

-1.49

-1.7

툴을 활용하여 차량추종모형의 안정성을 분석하였

1,665

80.75

81

0.25

0.3

자료: 박인선 외, 2015.

으며 최대 Jerk를 2.1  로 설정하였다.
Jerk로 인한 주행안정성은 저속일 때와 고속일 때
느끼는 영향이 다르며,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또

박인선 외(2015)의 연구는 Kesting et al.(2008)에서

한 저속일 때와 고속일 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한 IDM, MOBIL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실제 도

또한 Jerk는 기본적으로 가속도의 변화에 민감한 영

로환경과 교통량을 적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0%

향을 주며, 이는 곧 가감속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일 때 VDS(Vehicle Detector System) 데이터 값과 시

가감속 빈도수가 잦아지면 충격파가 생성되기 쉽고,

뮬레이션 분석결과의 평균주행속도 오차가 약 1%

이는 곧 평균주행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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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다양한 밀도를 적용하였고, 연속류 기본구

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설정되고 있다.

간과 진입출구간을 각각 적용하여 Jerk의 개념을 적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실제 인지반응시간을 분석하

용한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에 따른 평균주행속

였으며 <표 3>과 같다. Green(2000)은 운전자가 긴

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장한 상태로 예의 주시할 경우 최소 0.7초까지도 인
지반응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돌발 상황에서도 1.5
초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

Ⅲ. 연구방법론

석 결과를 토대로 1.5초를 적용하였으며, 인적요인
을 고려하여 ±0.1초를 추가 적용하였다.

1. 자동차의 기본 특성
<표 3> 일반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선행연구

본 연구는 SAE의 자율주행자동차 단계별 정의의

저자(년도)

인지반응시간(s)

2∼3단계를 기준으로 차간거리 유지, 차선변경, 군

Johansson et al.(1971)

0.9

집주행(Platooning) 등이 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자율

Olson(1986)

1.6

Broen et al.(1996)

1.33

Green(2000)

0.7 ~ 1.5

주행자동차의 특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기본 특성은

Fambro et al.(2007)

2.0 이하

<표 2>와 같다.

Jenness et al.(2008)

0.8 ~ 1.0

가속도는 대표적인 한국의 자동차 기본 성능을

<표 2> 자동차의 기본 특성
차량특성

자율주행자동차

일반승용차

반영하여 2.2  을 적용하였고, 세부 차종에 따라

설계속도(  )

100

100±10

차이가 있으므로 ±0.1  을 적용하였다. 설계속도

가속도(  )

2.2±0.1

2.2±0.1

크기(m)

5

5

는 한국의 대부분의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00 

인지반응시간(sec)

0.15

1.5±0.1

마찰계수

0.8

0.8

군집주행거리(m)

6

-

를 적용하였다.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인적요인을
고려하여 ±10  를 추가 적용하였다. 마찰계수는
경찰청 업무지침처리에 따라 0.8을 적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선행 후행 차량이 모두 자율

자율주행자동차의 통신지연시간은 안전적인 측
면까지 고려하여 0.1∼0.2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

주행자동차일 때, 군집주행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군집주행 시에 차간거리는 6m로 설정하였다.

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0.1∼0.5
초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이종덕, 2015; 박인선, 2015;

2. 자동차의 행태 특성

Vander Werf, J. et al., 2003; Van Arem, B. et al., 2006;
Kesting, 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가. 차량 추종 모형

고려하여 인지반응시간을 0.15초로 적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혼재되어 움직

일반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1.5초를 적용하였

이는 교통류의 행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

다. 국내 도로교통용량편람 등에서는 인지반응시간

구에서 활용되었던 차량추종모형 IDM(Intelligent

을 2.5초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작동시간과 안

Driver Model)을 적용하여 자동차 행태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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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DM은 개별차량이 인지반응시간과 가속도에

나. 차로 변경 모형

따라 앞 차와의 최소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가감속하

IDM 모형을 따라서 적용 가능한 차로 변경 모형

도록 설계된 모형이다. 차종별 인지반응시간과 가

인 MOBIL(Minimizing Overall Braking Induced by Lane

속도 성능 등의 기본 변수만 설정해주면 각 차종별

change)을 활용하였다(Kesting, A. et al., 2007). MOBIL

주행 행태가 반영되는 모형이다. IDM 모형은 식 (1)

은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후행차량과 차로변경 시

과 같다.

선행차량, 후행차량을 고려하여 모든 조건이 만족



    

 m ax







  
 



 




되었을 때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모형이다.
(1)

우선, 차로 변경 후의 후행 차량의 감속도가 각
차종별 임계감속도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차로변경

여기서

으로 인한 급격한 감속을 제한하기 위해서이며 식

  주행가감속도  

(3)과 같다.

  최대가감속도  
  주행속도 


 ≥  

  max  설계속도 
  차간거리 

(3)

여기서

   최소안전거리


  차로변경후 후행차량의감속도  

여기서

 

최소안전거리는 도로설계기준

   임계감속도   

(국토교통부, 2016)의 정지시거를 적용하였다. 도로
설계기준에서의 정지시거는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

또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

거리 d1과, 제동정지거리 d2로 이루어져있다. 도로

를 확보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차로변경을 시도하

설계기준에서 주행거리는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

기 위한 차로의 선행 및 후행 차량과의 최소안전거

했을 때부터 제동장치를 조작하는데까지 걸리는 시

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로변경을 시도하지 않는

간, 즉 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하는 거리로 정의하

조건으로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고 있고, 제동정지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
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로 정

′ ≥ 

의하고 있다. 정지시거는 식 (2)와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  

 ∙

(2)

(4)

′  선 후행차량과기준차량간의차간거리 

  기준차량과의최소정지시거 

여기서

  정지시거 
  반응시간동안의주행거리

차량의 가속도의 영향을 판단한 뒤, 기대되는 속도

  제동정지거리

변화를 평가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한다. 즉, 기준차

  주행속도 
  인지반응시간 
  중력가속도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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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현재 차로의 후행차량,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로의 후행 차량의 가속도 변화를 판단하여 차로
변경 유무를 결정하며, 이는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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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기에 적절
하다. 프리웨어로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비교적 간

여기서

단한 구조의 언어기반 프로그램으로 Jerk와 같은 기

  기준차량의가속도 
  목표차로후행차량의가속도  
  현재차로후행차량의가속도  

  차로변경후 기준차량의가속도  



  차로변경후
목표차로후행차량의가속도  

  차로변경후


기존차로후행차량의가속도  

존의 교통 시뮬레이션 툴에 적용하기 어려운 자동
차 특성 등을 적용하거나 조정하기 편리하다.
Netlogo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자
동차를 행위자(agent)로, 도로를 복잡계(complex system)
로 설정하여 코딩 및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각 행위자에는 3.1의 기본 특성과
3.2의 행태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각 행위자의 의사

  주변차량고려지표  ∼


  효용판단임계값  ∼ 

결정 알고리즘을 flow-chart로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주변차량 고려지표는 적은 값일수록 기준차량이
자신만을 고려함을 의미하며, 효용판단 임계값은
차로 변경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적은 효용에
도 변경하는가를 고려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주변차량고려지표를 1, 효용판단
임계값을 1  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차량은 주
변차량고려지표 0.5, 효용판단임계값 0.5  로 설
정하였다.
MOBIL 모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차로 변경으
로 인해 기준 차량과 주변 차량의 평균주행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지 않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
량의 가속도가 높아질 때, 차로변경을 시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구축
자동차의 기본 특성과 행태 특성을 반영하여 행
위자기반모형 시뮬레이션 툴 Netlogo 6.0.1을 이용하

<그림 1> 행위자 의사결정 알고리즘 플로우차트

여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Netlogo는
1999년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Uri Wilensky에 의

시뮬레이션 환경은 기본구간 편도 2차로 2㎞ 구

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Netlogo는 행위자기반모형

간이며, 진입출구간은 편도 2차로에서 램프구간

(Agent Based Model)에 최적화 되어있는 시뮬레이션

500m, 진입부 200m, 본선구간 500m, 진출부 350m,

툴로서 교통, 생물학, 도시공학, 사회심리학 등 시간

총 2,050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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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했을 때 과도하며, 임계 Jerk 값을 고려하지 않

4. 시나리오 설정

았을 때와 분석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최

연구에서는 3  까지만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우선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축, 시나리오를 설정

다. Jerk의 영향을 비교적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자동차로 버스나

도록 너무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1,

화물차를 배제하고 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버

2, 3  으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스나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가감속도 등의 차량
속성변수 차이가 심하여 버스나 화물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은 25, 50, 75, 100(%)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배치되어 주행하느냐에 따라 평균주행속도가 매우

Jerk는 밀도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즉, 버스나 화물차의 영

다. 밀도는 결과 분석 및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향력이 지나치게 커서 Jerk의 영향력이 눈에 띄지

위해 5  단위로 나누어 30, 35, 40, 45, 50, 55,

않을 수 있으므로 Jerk의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해

60( )에서 각각 분석하였다.
기본구간과 진입출구간의 교통량 배분은 도로교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승용차만 적용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른 조건으로 일반구간과 진입출구

통용량편람의 연결로 용량을 참고하여, 비율로 분

간, Jerk,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 밀도에 따라 설

포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5>에서 본선 자유속도

정하였다. 시나리오 설정 및 구분은 <표 4>와 같다.

(설계속도) 100  에서 본선 교통량 4,400  일
때 연결로 용량 1,800  를 기준으로 기본구간과
진입출구간의 교통량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표 4> 시나리오 설정
구간

기본구간

Jerk( )

혼입율(%)

1

25
50

2

3

30
35
40
45

75
진입출구간

밀도( )

50
55

100

60

<표 5> 연결로 용량
본선 자유속도
( )

본선 교통량
(2차로)
( )

연결로
자유속도
( )

연결로 용량
(

≤ 120

≤ 4600

＞ 70

≤ 2000

≤ 110

≤ 4500

≤ 70

≤ 1900

≤ 100

≤ 4400

≤ 60

≤ 1800

≤ 90

≤ 4200

≤ 50

≤ 1700

시뮬레이션 환경은 기본구간과, 진입출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상충이 많은 진입출구

Ⅳ. 분석 결과

간에서 Jerk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단순히 기본구간

1. 기본구간 평균주행속도 분석 결과

만을 분석할 경우 Jerk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속류 기본구간
과 진입출구간을 구분하여 시나리오 설정을 하였다.

기본구간에서의 시나리오 구분에 따른 시뮬레이
션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2>와 같다.

각 임계 Jerk 값은 1, 2, 3(  )을 적용하였다. 임

기본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영향 분석

계 Jerk 값의 경우 3  이상은 안정성과 승차감을

결과, 저혼입율에서는 저밀도에서 Jerk 3  , 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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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Jerk 1  일 때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나타

일반차량과 혼재되어 있는 교통류 상태에서 일

났다. 고혼입율에서는 저밀도에서 Jerk 1  , 고밀

반차량의 가감속이 많아질수록 충격파로 인한 속도

도에서 Jerk 3  일 때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나타

저감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고밀도일 때 Jerk가

나, 혼입율에 따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클수록 이러한 일반차량의 가감속 빈도수가 잦아짐





으로 인해, 평균주행속도 차이의 폭이 더 커지기 때
<표 6> 기본구간 평균주행속도 분석 결과( )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입율 25%
혼입율 50%
밀도
( ) Jerk 1 Jerk 2 Jerk 3 Jerk 1 Jerk 2 Jerk 3

반면 자율주행차량의 혼입율이 높아질수록 이러
한 Jerk에 영향을 받는 일반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30

69.3

69.5

68.2

76.8

75.3

76.0

35

60.6

59.5

61.1

73.0

72.8

73.9

40

57.6

57.5

56.4

71.6

69.2

69.5

45

53.6

51.2

50.6

69.5

65.8

64.5

<그림 3>은 기본구간에서 밀도 50 , 자율

50

49.6

47.2

46.6

65.4

63.3

60.6

55

45.0

42.9

42.9

60.6

59.2

57.6

주행자동차 혼입율 50%일 때, Jerk 1   과 Jerk 3

60

41.4

39.8

36.5

58.1

57.9

55.9

  의

평균

53.9

52.5

51.8

67.9

66.2

65.4

이다. Jerk 1   일 때는 비교적 주행속도변화가 크

혼입율 75%

혼입율 100%

밀도
( ) Jerk 1 Jerk 2 Jerk 3 Jerk 1 Jerk 2 Jerk 3

혼입율이 낮을 때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된다.

평균주행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비교한 그림

지 않은 반면, Jerk 3   에서는 주행속도변화가 매

30

87.5

88.7

87.0

99.7

99.8

99.8

우 크고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35

85.0

84.7

84.1

99.7

99.7

99.7

에서 Jerk 1   일 때 표준편차 1.92  이고, Jerk 3

40

82.3

82.4

82.2

99.5

99.5

99.6

  일

45

81.8

81.0

80.3

99.2

99.3

99.3

50

79.0

79.3

79.3

98.6

98.7

98.9

55

78.8

78.5

77.8

98.0

97.9

98.2

60

76.1

76.9

75.5

96.2

96.7

96.9

평균

81.5

81.6

80.9

98.7

98.8

98.9

때 표준편차는 4.05  로 나타났다. 단, 해

당 그래프는 교통류가 안정화되기 이전이므로, 이
후 평균주행속도는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그림 3> 기본구간, 밀도 50, 혼입율 50%에서
Jerk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화

일반구간에서 Jerk로 인한 평균주행속도 차이는
평균 2.4%이다. 가장 큰 속도 차이는 혼입율 50%일
<그림 2> 기본구간의 Jerk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때, 밀도 50  이상에서 최대 7.9%의 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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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 Jerk로 인한 교통흐름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가 평균주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
하기는 어려운 수치라고 판단된다.

2. 진입출구간 평균주행속도 분석 결과
진입출구간에서 밀도,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
Jerk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표 7>, <그림
4>와 같다.
<표 7> 진입출구간 평균주행속도 분석 결과( )
혼입율 25%
혼입율 50%
밀도
( ) Jerk 1 Jerk 2 Jerk 3 Jerk 1 Jerk 2 Jerk 3

<그림 4> 진입출구간의 혼입율, 밀도, Jerk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30

58.3

57.9

57.7

70.6

70.5

70.2

35

52.7

51.8

52.2

66.2

65.4

65.1

면서, 진입출하는 일반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

40

46.3

46.4

49.0

63.5

62.1

59.7

감속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밀

45

44.2

43.5

44.0

58.8

58.1

57.1

50

39.7

40.1

42.4

53.6

55.8

54.8

도에서는 Jerk가 높을수록 평균주행속도가 낮게 분

55

36.3

37.5

38.9

50.3

52.2

51.5

60

34.7

35.0

35.7

49.5

49.8

49.2

진입출구간에서 Jerk로 인한 평균주행속도 차이

평균

44.6

44.6

45.7

58.9

59.1

58.2

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경우는 혼입율 25%, 밀도 55

혼입율 75%
혼입율 100%
밀도
( ) Jerk 1 Jerk 2 Jerk 3 Jerk 1 Jerk 2 Jerk 3

석되었다고 판단된다.

 일 때이며,

이 때 Jerk로 인한 속도 차이는 평

30

79.2

77.7

76.8

87.0

85.8

85.8

균주행속도의 6% 이상이다. 전체 시나리오의 평균

35

77.5

76.6

74.7

86.3

85.0

85.1

속도 차이는 약 2.1% 정도이다.

40

76.3

76.1

73.5

85.0

84.8

84.8

45

74.4

74.6

73.2

84.4

84.3

84.6

50

70.9

71.5

71.0

84.1

83.9

84.4

55

67.2

68.8

69.4

83.6

83.5

84.1

60

66.0

65.5

66.7

83.4

83.2

83.6

평균

73.1

73.0

72.2

84.8

84.4

84.6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자율주행속도에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Jerk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구간과 진입출구

진입출구간은 필연적인 상충이 발생한다. 고밀도
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가 높을수록 더 빠른

간으로 구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율과 밀도
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감속으로 인해 진출입이 용이해지고 전체 평균주

밀도와 혼입율, Jerk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분석

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

결과, 기본구간에서는 저혼입율, 고밀도일 때, 낮은

된다. 반대로 저밀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

Jerk의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진입출구

가 높으면 가감속의 폭이 커지고 빈도수는 잦아지

간에서는 혼입율과 상관없이 저밀도일 때, 낮은 J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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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주행속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Jerk가 높으면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다

가감속의 폭이 커지고 주기가 잦아지기 때문에 충

양한 시나리오에서 Jerk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화

격파로 인한 속도 저감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를 분석하였다.

일반구간 저밀도에서는 일반차량이 자율주행자동
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Jerk의 평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가 따른다.

균주행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입출구

첫 번째, Jerk와 주행안정성의 관계가 명확하지

간에서는 필연적인 상충으로 인해 저밀도에서도 일

않다. 보통 주행안정성과 Jerk의 개념은 철도나 승강

반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조

기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철도 차량의 주행안정

금이라도 더 빠른 가감속으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

성은 종방향뿐만 아니라 횡방향 가속도의 영향 또

진입출하기 위해 높은 밀도에서 Jerk가 높을 때 평

한 많이 받으며, 승강기는 수직방향 가속도와 Jerk의

균주행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의 종방향 Jerk로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안정성을 향상

인한 주행안정성을 검토한 연구이므로, 이러한 상

시키기 위해 Jerk를 제한할 때 교통류에 미치는 영

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도로교

향을 검토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로 인한 평

통에서 종방향 Jerk의 개념을 주행안정성과 연관시

균주행속도 차이는 일반구간에서 최대 7.9% 평균

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4%, 진입출구간에서 최대 6.7%, 평균 2.1% 정도로

두 번째, Jerk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자율주행자동차

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차량의 궤적과 주행속도를

의 Jerk가 전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

분석하여 충격파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

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Jerk로 인한 평균주행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임계 Jerk 값을 낮춰 승차

속도 차이의 원인을 가속도의 빈도수와 속도 차이

감을 향상시키더라도 전체 교통류의 평균주행속도

의 폭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의 인과관계를 보다

차이가 크지 않고, 도로유형과 밀도 등에 따라 평균

공학적이고 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

주행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율주행자

별차량의 궤적을 통한 교통흐름 분석이 필요하다.

동차의 Jerk가 전체 교통류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

세 번째, 본 연구는 Jerk의 영향만을 검토하기 위

수 없다. 따라서 탑승자의 주행안정성과 승차감을

해 많은 제약을 두었다. Jerk는 미세한 변수이므로,

고려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Jerk를 제한하는 방안은

Jerk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승용차만을 대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반대로 임계

으로 하였고, 연속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후와

Jerk 값을 여유있게 두어 주행안정성보다는 주행성

도로형태, 도로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

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

구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혼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구축을 통한 분석이 필

입율과 도로유형, 밀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요하다고 판단된다.

임계 Jerk값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행안정성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해 자
율주행자동차에 Jerk를 적용할 경우 기존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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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교통부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량이 대두되면서 이를 가능케하는
기술 중 운전자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통한 영상처리 기술이 핵심요소기술로서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자율주행차량과 더불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여러 기업,
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발맞추어 드론을 교통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드론을 통해 획득된 영상데이터를 전처리한 후 이진화 및 모폴로지 기법의 적용을 통해 차량을
자동 인지하고 혼합 Gaussian을 이용해 차량 위치추적을 위한 레이블링을 수행하였다. Centroid 값
기준으로 차량 레이블링 수행 결과 전체 통과차량에 대한 레이블링율이 71%로 나타났다. 차선 검
출을 위해 Gaussian Blur 기법과 픽셀 Y값 기준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고 개별 차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별 차량 위치 인식을 통해 차량별 차로변경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실제
차로 변경 횟수와 비교·검증 결과 72% 인식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드론, 영상처리, 차량검지, 차로변경, 차선검지, 자율주행

Recently, Autonomous vehicles, one of the keywords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transportation, have been emerging, and image processing technology through cameras corresponding
to driver's eyes is also becoming a core element technology. In addition to autonomous vehicles, The
global drones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various researches and developments are being carried
out to utilize drones i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to apply drones to the transportation in the future with
autonomous vehicles. After preprocessing the image data collected through the drone, the vehicle was
detected through binarization and morphology, and the vehicle labeling was performed using the
mixed Gaussian for vehicle tracking. As a result of vehicle labeling based on centroid value, the
labeling rate for all passing vehicles was 71%. To detect the lane, the noise value is removed through
the Gaussian Blur technique and the pixel Y value criterion and the individual lanes are connected
in sequence. Based on this, we identified whether the vehicle was lane changing by recognizing
individual vehicle location. As a result of comparison and verification with actual number of lane
changing, recognition rate of lane changing was proved 72%.
￭ Keywords: Drone, Image Processing, Vehicle Detection, Lane Changing, Lane Detection,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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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영상 데이터는 2017년 5월 드
론(Dji Inspire 1, 카메라: Zenmuse-X3)을 활용하여 촬

최근 자율주행차량이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국내

영한 영상 데이터이다. 전력장치인 배터리의 제약

외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성으로 드론의 1회 비행시간은 약 15분이며 유효

있다. 자율주행차량 기술 중 운전자의 눈에 해당하

촬영시간은 약 5~6분 내외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

는 카메라를 통한 영상처리 기술도 자율주행차량의

안 날씨가 맑고 바람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날 촬영

핵심 요소 기술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필수적이다.

2017년 인텔이 인수한 Mobileye가 차량 곳곳에 탑재

연구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

된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고 처리·해석하

였다. 첫째, 차량의 차선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는 영상처리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있으며, BMW

둘째, LOS C 이상의 교통량이 존재하여 차선 변경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진행 중

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 변화를 파악 가능하여야 한

에 있다.

다. 또한, 주행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감속도

자율주행차량과 더불어, 드론도 최근 관심이 증

에 따른 행태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대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
도하고 있으며 기존 항공기 제조업체 외에 IT, 전

3. 연구 수행흐름도

기·전자, 통신업체 등도 드론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Teal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Group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5년 40

전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이진화 및 모폴로지를 통

억 달러에서 2024년 147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

해 차량으로 검지하고 혼합 Gaussian을 이용한 차

으로 예측하였다. 드론은 드론 자체의 기술발전 및

량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 레이블링 후 정확도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국내에서

을 위해 Centroid 값 기준으로 차량 레이블링을 최

도 드론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육

종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Gaussian Blur 기법과 픽

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

셀 Y값 기준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고 개별 차선

통부, 경찰청 및 각 지자체 등에서 드론을 활용하

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차선 검출한다. 이를 바탕

여 교통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으로 개별 차량 위치를 통해 차량별 차로변경의 유

추진 중에 있다.

무를 파악한다. 연구 수행흐름도는 다음 <그림 1>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시대가 도래함에

과 같다.

따라 드론을 교통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의 일
환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데이터의 처
리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드론
을 통해 획득된 영상의 자동인식 기법의 적용으로
차량 및 차선 검지를 통해 도심부 차로상 차량별 차
로변경 유무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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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흐름도

Ⅱ. 문헌 고찰

마존, DHL, UPS 등과 구글 등이 택배용 드론 개발
중에 있다. DHL은 ‘Paketkopter’라는 무인비행로봇을

1. 드론을 활용한 교통분야의 적용 사례

개발하였다.
드론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

아직 교통분야에서 교통데이터를 획득하여 활용하

간으로 공간정보 지도를 구축하는 기술 개발인 라

는 사례는 매우 부족하다. 드론 시장이 급격하게 성

이브 드론 맵을 테스트하는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장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

경찰청은 2017년 1월 26~30일 설 연휴에 경부·영
동·서해안 노선에서 최초로 2,000만 화소 이상의 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분
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지면에서 20~30m
상공에서 비행하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실

2. 차선검지

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도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2017년 설

Jun Li et al.(2017)은 시각적 신호의 구조적 단서를

연휴에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교통

계산함으로써 DNN(Deep Neural Network)의 틀을 확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4년 6월 완공 예정인

장하였다. 특히, 두 종류의 신경 네트워크가 제안되

서울~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한국도로공사가

었다. 첫째, 대상의 존재와 기하학적 특성(위치 및

추진하는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될 예정

방향)을 동시에 검지하는 멀티태스크 Deep Convolu-

이다. 이 기법에는 드론을 활용한 시설결함 진단,

tional Network를 개발하였다. 둘째, 구조적인 시각적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검지를 위해 반복뉴런층(Recurrent Neuron Layer)이

있다.

적용되었다. 반복뉴런은 모양이나 구조가 명확하게

해외에서는 물류서비스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정의하기 어려운 대상의 시간적 단서들을 공간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물류업체인 아

분포를 처리할 수 있다. 두 네트워크는 교통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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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선 경계를 검지하는 실제 작업으로 증명되었

상황에서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실선 95.3%, 점선

다. 멀티태스크 CNN은 주어진 차선 구조의 후속

95.1%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모델링을 돕기 위한 보조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했

김성도 외(2011)는 모서리 검출을 이용하여 추출

고, RNN은 명확한 사전 지식이나 2차 모델링 없이

된 모서리를 추적함으로써 차선을 검출하고 추적하

도 표시(Mark)가 없는 영역을 포함한 차선 경계를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양

자동으로 감지하였다.

쪽 차선이 연속되지 않고 끊긴 형태로 존재하거나

Umar Ozgunalp et al.(2017)은 운전자보조시스템

교차되는 등의 다양한 차선의 형태에도 높은 추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서 도로 구조물

률을 보이는 장점을 가졌다. 이러한 형태의 차선 비

과 차량에 의한 도로 표시와 그림자 같은 방해 요인

율이 높은 시내도로와 국도에서 보다 유리할 것으

으로 인하여 여러 곡선의 차선 표시 감지의 어려움

로 판단되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로 불연속적

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이미지의 전체적인 정보가

이고 교차되는 형태의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테스

포함되어 있는 소실점(Vp, Vanishing Point)을 기반으

트를 실시하였다. 양쪽 차선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

로 한 차선 검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곡선 차선

우, 양쪽 차선이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차선의 경우,

을 가정할 때 Vp는 이미지의 행에 대해 이동하는데,

한쪽 차선은 연속적이고 다른 쪽 차선은 불연속적

각 개별 행에 대한 Vp는 이미지의 각 개별 행에 대

인 경우에 대해 각각 1,000프레임을 선정하여 결과

한 Vpy(Vp의 수직 위치)를 추출하여 추정하였다. 추

를 도출하였다. 실험 결과 각각 82.5%, 87.7%, 83.6%

정된 Vpy 값을 기반으로 이차원 Vpx(Vp의 수평 위

의 추출률을 나타냈다.

치) 어큐뮬레이터(Accumulator)가 형성되고 2차원

배정호 외(2009)는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

Vpx 어큐뮬레이터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이미지

하여 차선을 추출하고 차량이탈을 검출하기 위한

에 대해 전체적으로 최적의 Vp가 추출된다. 추정된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빠른 속도와 높은

Vp는 비평면 노면에서 다중 곡선 차선 표시 검지에

검출률을 위해 단일차선을 추출하고 중심점 분석을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6개의 스테레오 비

통한 차선이탈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카메라

전 테스트 시퀀스의 1862 프레임에서 99%의 검지율

의 기하학적 모델링을 통해 차선이 존재하는 관심

을 달성하였다.

영역을 설정하고 원본 이미지를 이등분한 후에 허

강문설·김유신(2012)은 실시간 도로 환경에서 위

프변환을 사용하여 한 차선의 일부를 찾아낸 후에,

험상황을 감지하고 안전 운전을 돕는 실시간 차선

일정 크기로 복원하였다. 복원한 차선을 설정된 중

및 차간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방주시 카

심점과의 거리계산을 통하여 차선이탈을 판단하였

메라를 활용해 촬영한 도로 영상으로부터 도로와

다. 실제 실험을 통해 장소 두 곳에서 각각 2시간씩

차량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을 추출하고 영상처리에

약 216,000프레임을 사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

서 직선 성분을 검출할 때 사용되는 기법인 허프변

존의 알고리즘과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비교 결

환(Hough Transform)을 통해 직선 성분을 검출하고

과 제안된 알고리즘이 장소 두 곳 모두에서 기존보

확률 계산을 통해 차선을 확정하여 필터링을 실시

다 검출률은 5~30%, 처리율은 5~10 f/s 이상 빠르고

하였다. 관심 영역에서 전방 차량의 그림자 임계값

정확함을 나타냈다.

분석을 통해 전방 차량을 추출하고 거리를 계산하

Mohamed Aly(2008)는 도시부도로에서 차선 표시

였다. 제안된 차선 및 차간 인식 기술을 실제 도로

검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시간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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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의 앞쪽 상단에서 도로 평면 시야를 생성하

서의 영상촬영을 통해 획득된 영상데이터를 대상으

고 중심부분의 가중치를 크게 하고 가장자리는 적게

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검지율이 비교적 높

하는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를 선택적으로 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범위

용하여 필터링한 것을 기반으로 새롭고 빠른

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드론을 활용한 영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리즘을 위해

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 및 차로검지에 활용하는

베지어 곡선(Bezier Splines) 라인 피팅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드론

RANSAC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포함된 이상치 비율

을 활용하여 도심부 도로에서 획득한 영상데이터를

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 기법이다. 제

통해 픽셀 값을 기반으로 차량 및 차선 검지를 수행

안된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건에서 거리의 정지 이미

하고 연구구간 내 통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

지에 있는 모든 차선을 탐지할 수 있고 검지 결과

량별 차로변경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모든 차선에 대해 90.89%의 검지율을 나타냈다.

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Yue Wang et al.(2000)은 일반적인 차선 경계를 위
해 Catmull-Rom 스플라인 기반 차선 모델을 제안하
였다. Catmull-Rom 스플라인은 직선 및 포물선 모델

Ⅲ. 연구 방법론

과 비교하여 더 넓은 범위의 차선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먼저 Hough-like(허프 변환

1. 연구 대상지

계열) 기법을 사용하여 소실점을 검출한 다음 최대
우도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차선 검출 문제를 해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지는 다음 <그림 2>로

결하였다. 또한, 차선검출 과정의 연산 속도를 높이

서,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

기 위해 다중 해상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

나인 신선로 일부 구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구간

로, 제안된 방법은 도로 이미지의 노이즈, 음영, 및

은 제한속도 60㎞/h로 광안대교 진출·입로와 태종

조명의 변화에 강하고 도로 표시가 없는 도로에도

대가 있는 북항대교 방면 고가도로 진출·입로로서

적용이 가능하였다.

양방향이 동일하게 차로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 대부분의 경우 차량 정면에

구간이다.

<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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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기준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픽셀은 흑(0), 높은

2. 영상 획득

값은 백(255)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히스토그램을
연구 대상지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하기 전

통해 화소들의 분포를 파악한 후 적절한 임계값을

적정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을 위해 적정 시간대, 기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이진화를 진행하

상상황, 고도 등을 고려해주었다.

면 <그림 3>과 같이 차량과 그 외의 배경이 흑과

본 연구에서는 차량 검지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백으로 나타나게 된다.

햇빛으로 인한 주변 건물들의 음영을 최소화할 수

영상 이진화를 수행한 후 모폴로지 기법을 통해

있는 14시 30분경을 적정 시간대로 선정하였다. 기

이진화된 영상에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크거나 작

상조건은 날씨가 맑고 바람의 영향이 적은 날 촬영

게 나타나는 경우 특정 객체의 형태를 변형시켜 차

을 진행하였다. 촬영 고도는 낮아질수록 검지율이

량의 형태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모폴로지 기법

높아짐에 따라 연구 대상지의 120m 구간을 촬영할

에는 침식, 팽창, 열림, 닫힘 연산이 있다. 침식 연산

수 있는 최저고도인 70m로 설정하였다.

은 객체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팽창 연산은 객체의
영역을 확장시킬 때 사용한다. 열림 연산은 침식 후
팽창과정을 거쳐 작은 개체 영역들은 제거하고 큰

3. 영상 분석

객체 영역들은 원래 크기로 다시 키우는 연산이고
조사 지점에서 드론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

닫힘 연산은 팽창 후 침식과정을 거쳐 객체들 사이

후 우선적으로 차량과 주변 배경의 분리를 위한 적

의 미세하게 떨어진 선 또는 공간을 이어주거나 채

정 임계값 산출을 위해 복수개의 Gaussian 분포들의

워준 후 전체 크기를 원상태대로 줄이는 방법이다.

합으로 새로운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Gaussian Mixture

본 연구에서는 닫힘과 열림 연산을 사용해 영상에

Model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적정 임계값을 바탕으

서 차량들을 자동 검지하고자 하였다.

로 영상 이진화를 수행하였다. 영상 이진화는 임계

<그림 3> 영상 이진화 전(위)과 후(아래)

<그림 4> 닫힘 연산(좌)과 열림 연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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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차량 레이블링 개선 전/후 비교

4. 차량 검지 및 레이블링
영상분석을 통해 차량 한 대의 크기 값인 450pix
이상의 백의 값을 가지는 영역을 차량으로 검지하
였다. 차량 검지를 수행한 이후 차량 레이블링을 수

드론 영상

실제
차량수
(대)

개선 전
차량수
(대)

개선 후
차량수
(대)

차량
레이블링율
(%)

201705191452

308

602

219

71

행하였다. 영상에서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칼만필터를 사용하여 개별 차량이 특정 프

차량 레이블링 정확도 개선 전·후 차량 레이블링

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경로를 예측하여 레

율을 비교해보았다. <표 1>에서 실제 차량 수는 영

이블링을 수행하였다.

상을 육안으로 확인한 대수이다. 레이블링 정확도

차량 레이블링 과정에서 레이블링의 정확도 제

개선 전 영상자동인식에 의한 차량 수는 602대로

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처리를 추가

실제 차량 대수보다 약 195% 이상 과다 검지를 한

적으로 진행하였다. 2대의 차량이 차로상에서 매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이블링 정확도 개선 후 영상

우 근접해 있어 1대로 인식하는 경우나 1대의 차

자동인식에 의한 차량 수는 219대로 약 71% 레이블

량을 다수의 차량으로 검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링율을 나타내었다.

생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 모폴로지 임계값을 재산
정하였다. 차량 이외의 차선이나 노면표시, 주변

5. 차선 인식

가로수 등을 검지하는 경우에는 Centroid 값이 연
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

통행특성 중 하나인 차로변경 유무를 자동인식

외하였다. 또한 칼만필터에 의해 차량이 분석 대상

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차선에 대한 자동인식

범위를 벗어났지만 계속 검지하는 경우 등의 중복

이다. 이를 위해 Gaussian Blur 기법을 통해 차선인

데이터가 산출되는 경우도 빈번히 확인할 수 있었

식 여부를 판단한다. Blur 기법이란 특정 값을 배분

다. 이 경우 하나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 중복

시켜 노이즈 제거에 주로 사용한다. 이 때, 모든 계

레이블링 데이터는 제거하였다. 그 외 차량의 검지

수들의 합은 1이 된다. Gaussian Blur 기법은 이웃 화

가 음의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와 영역 범위를

소들과 평균화한 결과로 극단적인 값을 제거하여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화질을 높여 픽셀

노이즈를 제거하지만 영상의 대비는 약화된다. 이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차량 레이블링율의 정확도를

를 통해 차선 검출을 하면 <그림 6>과 같이 나타난

향상시켰다.

다. 이때, 차선 검지를 위한 적정 픽셀 수는 20에서

<그림 5> 차량의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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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선 검지

<그림 7> 전처리 후 차선 검지

400pix로 산정하였다.

6. 차로변경 상황인지

차선 검출 후 도로노면표지 등 이상치 제거를 위
해 Y축 값을 기준으로 적정 범위를 선정하고, 적정

개별 차량의 차로변경 상황을 자동 판단하기 위

범위 내 Centroid 값이 3개 이하인 값을 제외하였다.

해 차선 분석을 통해 산출된 차선의 Centroid 값과

차선 검출의 범위 선정에서 첫 번째 Centroid를 기

차량의 Centroid 값을 비교하여 개별 차량의 차로

준으로 적정 Y축 값의 범위는 ±5, 적정 X값의 범위

위치를 파악하였다. 개별 차량의 위치 파악을 진행

는 ±300으로 산정하였다. 선정된 범위 내의 X값이

하면 <그림 8>과 같이 차량의 위치가 X, Y축 좌표

가장 작은 Centroid를 동일 차선으로 인식하였다. X

값으로 표출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차로값으로 나타

값의 범위로 인해 동일 차선을 서로 다를 차선으로

나게 된다.

인식하는 경우에는 Y값을 기준으로 하나의 차선으

위의 과정을 진행한 후, 차로 변경의 유무를 파악

로 보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별 차선을 순차적으

하기 위해 산출된 데이터를 각 차량별로 데이터를

로 연결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정렬시키면 <그림 9>와 같이 특정 차량이 연구대

순차적 연결 결과 좌측 상단 2차선과 우측 하단

상 도로구간을 주행하면서 몇 차로에서 몇 차로로

3차선 부분은 노면표시 등 밝기 차이로 인해 검지

차로 변경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1번 셀은 차

가 되지 않았다.

량 ID이고 10번 셀이 차량의 차로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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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별 차량의 위치 파악

<그림 9> 개별 차량의 차로변경 유무 파악

Ⅳ. 검증
5분 동안의 드론 영상에서 개별 차량의 차로 변
경 인식률을 검증하기 위해 참값이 되는 차량의 차

<표 2> 차로변경 인식률
드론 영상
201705191452

실제 차로변경 영상 분석에 의한
횟수(회)
차로변경 횟수(회)
168

121

인식률
(%)
72

로변경 횟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육안으로
확인한 차로변경의 횟수는 드론 촬영으로 획득한

위의 표의 변경 횟수는 개별 차량이 1차로에서 3

영상을 통해 수행하였다. 영상 분석에 의한 차로 변

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을 경우는 2회로, 1차로에서

경 횟수와의 비교를 통해 인식률을 산출하였다. 비

4차로로 변경했을 경우는 3회로 산출하였다. 차로

교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변경 인식률 검증 결과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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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연구 결과 도심부 차량별 통행 특성 분석을 위한
미시적 차로 변경 유무의 자동 인지율은 72%로 비
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앞서 수행
한 차량 레이블링율 71%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 차량 레이블링 정확도를 개선한다면
차로 변경 인식률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도로구간 선형이 완만한

6. 배정호․ 김수웅․ 이해연․ 이현아․ 김병만, “단일차선추출
및 중심점 분석을 통한 차선이탈검출 알고리즘”, 정
보처리학회논문지B, 16-B(1),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pp. 35-46.
7. 양희돈, “민간용 드론 산업 현황 및 기술 동향”, 한국
멀티미디어학회지, 20(1),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6.
pp. 1-5.
8. 윤광준, 드론 핵심 기술 및 향후 과제, 한국인터넷진
흥원, KISA, 2015. pp. 15-17.
9. 이아름,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p. 5.

곡선을 이루고 있고 도로 상의 노면표시, 가로등 등

10. 한국도로공사(http://www.ex.co.kr), [2017. 6. 20].

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대상의 지역적 상황도 연

11. 한상철․ 장종찬 ․ 이성일, 무인항공기(드론)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KEIT, 2015. pp. 54-69.

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인식률 개선을 위해 차선의 검지 정
확도를 개선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로변경 자동인식을 통해 차로변
경 시 위험운전자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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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화물통행실태조사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의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
사로 구분하여 국내외 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화물통행
실태조사 관련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의 구성 및 범위, 방법 및 절차를 검토
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화물통행실태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시 기존에 간
과되었던 점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조사 진행과정별로 조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사업체물류현황조사,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조사 방법론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national freight transportation survey in Korea based
on various experiences and analysis. This study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improvement of the survey method, focusing on commodity flow survey and freight vehicle trip
diaries survey. In addition, based on the past survey experiences, this study reviews the
composition, scope, method, and procedure of the survey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urvey. The results reveal problems that have been overlooked when collect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and suggests various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each process.
￭ Keywords: Feight Transportation Survey, Commodity Flow Survey, Freight Vehicle Trip Diaries
Survey, Surve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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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화물통행실태조사의 개요

화물활동에 대해 현재의 현상과 의사 결정 과정

화물통행실태조사는 화물의 이동과 통행행태에

을 파악하고 모형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화물교통·물류 관련

에 수반되는 화물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 중의

기초자료 구축과 물류정책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하나가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이다.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조사 종류를 알아

는 응답자의 정보제공 기피, 화물 품목, 차량, 의사

보고, 국내·외 사례와 전반적인 수행과정 분석을 통

결정과정 등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해 화물통행실태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있다(Mohammadian et al., 2013). 또한, 화물통행실
태조사는 여객통행실태조사에 비해 조사 시행 주체

1.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종류

가 적고 조사 수행 횟수가 많지 않다. 아울러 화물
통행실태조사 연구의 연구자도 부족하고, 조사의

Demer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화물관련 조사

원활한 수행과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

를 5가지 주요 분류에 따라 조사유형을 구분할 수

적인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화물통행실태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사목적이나 자료수집 및 방

조사 미경험자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

법, 조사대상 등 어떤 분류 대상인지에 따라 아래와

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같이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화물통
행실태조사 사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더불어 화물통행실태조사가 보다 정확하

<표 1> 화물조사의 분류
구분

분류 대상

고 신뢰성 있는 통계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 과

․ 인프라 활용
․ 화물차 통행
조사목적
․ 도로혼잡 완화 ․ 물동량 이동

정 각 단계별로 발견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바탕

자료수집

․ 통행일지
․ 품목정보

․ 경로
․ 교통량

조사대상

․ 화물차량
․ 사업체

․ 운전자
․ 물류기업

조사방법

․ 노변
․ 전화

․ 메일
․ 팩스

․ 홈페이지
․ GPS

조사도구

․ 설문지
․ CATI

․ 테블릿
․ GIS/GPS

․ 블루투스
․ 비디오

으로 향후 화물통행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개선 방
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의 국내 및 해외
사례와 조사의 수행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고, 제3
장에서는 국내·외 화물조사 개선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 지속가능지표
․ 차량특성

자료: Demers et al.(2013).

4장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의 4가지 단계별로 조

Alle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최근 50년간 18개

사의 수행과정에서 조사품질 및 신뢰도를 위해 조

국에서 수행된 162개의 화물조사와 관련된 연구를

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종류는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크게 1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사 종류

통해 앞으로 화물통행실태조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별로 목적, 대상, 항목 등이 비슷하거나 상이함을

자 한다.

보이며,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
요 화물조사 방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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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정보, 화물교통계획 및 관

<표 2> 화물통행실태조사 종류
조사

조사내용

련 정책평가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 물동량 이동정보와 차량통행정보조사 목적
사업체조사 ․ 사업체 해당업종, 토지 이용자료 제공
․ 응답자의 정보에 따라 조사에 영향을 받음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운전자조사
․
․

통행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크게 두

주차조사

․
․
․
․

․
․
GPS 조사
․
․
노측
면접조사

․
․
․
․

화물차운전자 대상
화물차의 통행패턴, 상하차, 활동자료를 목적
전반적인 통행패턴 파악
특정품목의 정보제공 불가
사업체 주차장에 있는 차량 대상
화물차의 적재, 하역, 주차 관련정보를 위한 조사
주차 및 적재 인프라의 적합성 평가가능
이동 중인 차량의 통행정보 제공 불가
조사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 대상
차량의 속도, 경로, 위치분석을 통한 조사
차량의 상세정보 제공
상세품목정보는 알 수 없음
도로 운행차량
도로변에서 이동 중인 차량의 통행정보 조사
차량정차가 어려워 한계가 있음
조사비용이 높음

현재 KTDB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5차 전국화물
가지의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체의 물류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
차의 적재 및 통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화물자동
차통행실태조사로 구분된다.
<표 3>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내용
조사명

사업체

조사대상

물류현황조사
(광업, 제조업, 도매업)

종사자수 5인 이상의 사업체

창고업

물류창고 운영업체 및 물류업체

위험물질

전국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

화물자동차
통행실태조사

영업용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운전자

물류거점진출입
통행량조사

주요 물류거점시설 유출입 차량

자료: Allen et al.(2012).

2. 화물통행실태조사 국내 ․ 외 사례
국내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이
하 KTDB)에서 화물통행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수

화물
자동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

행하고 있다. 제1차부터 2017년 제5차 조사까지 수
행되었으며, 화물기종점자료(이하 O/D)를 구축하기

사업체물류현황조사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위한 화물자동차조사와 사업체물류현황조사 등 화

종사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물동량 구축과 주요

물O/D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들이 지

지표와 원단위를 갱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화물

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자동차통행실태조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특성,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각 지
자체별로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물류현

차량정보, 통행특성 등을 조사하여 화물자동차
O/D의 기초분석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KTDB 조사의 내용 및 자료를 기초로 활용하고 있
으며, 지역별로 온실가스, 물류비용 등 특성에 맞게

Ⅲ. 선행연구 고찰

다양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웨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물류현황, 화물DB 구축, 교통계획 모니터링 등을

인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차통행실태조사의

위하여 사업체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및 국외 연구에 대하여 살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화

펴보기로 한다. 관련연구는 기존의 학술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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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와 한계점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

전년도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물류현황

출한 연구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사

조사와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

과정의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논리적인

시행 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조사 시행년도에도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고찰

조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하였다.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조사준비 및

2004년 화물통행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에서 사

수행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개선

업체 물류현황조사는 업체 리스트 확보 및 대상 업

방안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

체 선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였다.

을 강조하였으며, 사업체 물류현황조사 및 화물자
동차통행실태조사 본 조사 실시 전 사전 조사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2005년 본 조사에서는 사업체

1. 국내 연구

물류현황조사의 입하 및 출하 동시 조사의 한계나
국내연구는 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국화물통행실
태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출하량을 톤으로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010년 제4차 화물통행실태예비조사에서는 조사

<표 4> 국내 화물통행실태조사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 내용 및 결과

- 3차 화물통행실태 조사 실시 - 사업체 물류현황조사 시 업체 리스트 확보 및 대상 업체 선정 시간 확보
한국교통연구원
전 문제점 파악, 조사의 타당성 - 본 조사 시행 전 반드시 예비조사 수행
(2004)
및 신뢰성 제고
- 조사매뉴얼 작성 시 고려 사항 상세화
한국교통연구원
(2005)
최창호 외
(2007)

- 3차 화물통행실태 조사를 통해 - 사업체 물류현황조사 시 입하 및 출하 동시 조사의 한계 지적
화물 기종점통행량 추정, 분석 - 운수업 조사 배제, 화물 물동량 톤으로 단위 환산하는 과정 고려해야 함
할 수 있는 신뢰성 DB 구축 -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시 택배 화물차 조사 기준 정립 및 고려 중요성 강조
- 수요자측면의 물류현황조사의 - 활용목표의 구체적 설정와 수요자 요구반영 고려
개선방향
- 보완조사를 통한 자료의 갱신주기 단축

한국교통연구원
(2010)

- 해외 조사표 검토하여 조사표 개선 7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수행, 조사표의 문제점 파
- 4차 화물통행실태 조사를 실시
악 수정 보완
전 문제점 파악, 조사의 타당성
- 국내외 표본추출 방법론을 검토 표본추출 전문가를 통한 표본 설계 계획서 작성
및 신뢰성 제고
- 통계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협조 체계 구축

한국교통연구원
(2011)

- 4차 화물통행실태 조사를 통해
- 교육 평가표 및 교육 매뉴얼 작성 등 교육자료 상세화
화물 종점 통행량 추정, 국내물
- 조사 홈페이지 구축,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홍보 체계 상세화
류현황 분석 할 수 있는 신뢰성
- 웹 입력프로그램 구축, 검수 및 입력 매뉴얼 작성 자료 처리자료 상세화
DB 구축

신승진 외
(2012)

- 화물수요추정방법 개선을 위한
- 기종점통행량 아닌 생산지/소비지 산출물을 얻기 위한 추가 조사항목 요구
연구동향 파악

- 물류 관련 정책 통계를 조사, 집계, 분석하는 전담기구 필요성 강조
한국교통연구원 - 물류정책통계 니즈를 조사하고
- 물류정책통계 조사체계와 관련된 수시 연구 및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조
(2014)
분석
사·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강조
- 기존 제4차 조사 주요 항목 응답률 분석 및 오류 통계 구축문제점 진단, 교육 및 검수
매뉴얼 반영
- 5차 화물통행실태 조사를 실시
한국교통연구원
- 물류 및 화물전문가, 조사원 및 조사 응답 사업체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 간담회 개최
전 문제점 파악, 조사의 타당성
(2016)
개선안 도출
및 신뢰성 제고
- 공공기관, 민간기관 빅데이터 현황 파악,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 사업체물류현황조사 패널 조사를 위한 기존 사업체 평가 방법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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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계와 표본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

연구가 있다. Kockelman et al.(2009)는 12명의 세계

차에 걸쳐 조사표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국내외 표

각국의 화물 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

본추출 방법론을 검토한 후 표본추출 전문가를 통

장거리 화물조사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해 표본 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2017년 5차 조

진행방안과 한계점 등의 논의 결과를 정리 발표하

사에서는 교육 및 검수, 입력 등 단계별 매뉴얼, 인

였다. 국가별로 사업체 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

터넷, V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등 기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

존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하여 보완재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제5차 화물통행실태예비조사

또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많은 물류화물 실적

(2016)에서는 기존 제4차 전국화물통행실태조사 사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자료로 활용해

업체 물류현황조사 및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자

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사 자료의 한계에

료의 주요 항목에 대해 응답률 분석 및 오류 통계

대한 설명을 자료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는 과

구축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교육 및 검

정도 필요로 하며,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첨단자료

수 매뉴얼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타 공

를 활용한 기법 공유도 강조하였다.

공기관, 민간기관의 빅데이터 보유 현황에 대해 파

Alho and Silva(2015)의 연구에서는 포르투갈 리스

악하여 화물통행실태조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

본의 약 604개 도시 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사업체

안을 제시하였다.

물류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소매업 사업체의 물류

최창호 외(2007)연구에서는 조사 시행 전 조사의

활동특성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

기본 방향과 조사 결과의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조

체 물류현황조사 시 7가지 관점을 주 고려대상으로

사항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

하였다. 조사의 기본 방향 설정, 관련 계획 및 정책

학술·민간 분문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절

검토, 과거 관련 조사 자료 검토, 조사 수행을 위한

차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

자료 수집,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정의, 조사 운송

과의 중복조사 제거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단위의 정의, 조사의 주요 쟁점사항 파악을 조사 전

갱신주기의 단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사항으로 정리하였다.

신승진 외(2012) 연구에서는 사업체 물류현황조

화물자동차실태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

사의 산출물을 기존 기종점통행량 개념의 O/D가

해 살펴보면, Casavant et al.(1995)는 미국 워싱턴 주

소비지 개념의 P/C(Production-

에서 28개 조사지점, 조사원 약 300명이 30,000명의

Consumption)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항목에 물류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노측면접 조사 수행 경

설경유 여부, 복합수송 여부, 환적·보관비용 등의 조

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법 개선안을 상세히 발표하

사항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였다. 특히 화물차 노측조사 수행 시 면접원은 기

아닌 생산지/

조사 경험과 유관기관과 관계된 조사원을 활용하며,

2. 해외 연구

조사 지점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기
관 담당자의 조사 수행 시 방문 협조가 선행돼야 함

해외연구는 사업체조사와 화물자동차실태조사

을 강조하였다. 또한, 표본 확보를 위한 조사 지점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제시한 연구와 사업체조사

의 특성파악과 조사원의 면접조사 수행 시 중간관

와 화물자동차실태조사의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한

리자가 수시로 조사원과 의사소통을 하고 조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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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외 화물통행실태조사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 내용 및 결과

- 기 조사 경험과 유관기관과 관계된 조사원 활용
- 화물차 운전자 대상 노측면접
Casavant et al.
- 조사 지점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해당기관 담당자의 조사 수행 시 방문 협조
조사 시 경조사 방법 개선안 제
- 표본 확보를 위한 조사 지점의 특성 파악
(1995)
시
- 중간관리자가 수시로 조사원과 의사소통하거나 조사표를 검토 품질관리
Catherine and - 화물조사 조사기법 비교 및 응 - 서면조사(이메일 조사 등)보다 전화조사가 응답률이 높음
James(2002)
답률 제고방안
- 최신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
Lawson and
Strathman
(2002)

- 화물조사의 다양한 기법 분석
- 교육된 면접원을 통한 전화조사 수행 필요
- 화물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수집
- 응답자와 연락할 수 있는 다양한 연락방안 필요
- 운송업자의 화물운송정보 수집

Kockelman et al.
(2009)

- 사업체 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상호 공유 보완재로 검토
- 장거리 화물조사 자료를 수집하
- 물류․화물 실적자료가 축적 보완자료로 활용
는데 있어서 효율적 진행방안
- 조사 자료의 한계 자료에 대한 이용자 설명 자료 구축
과 한계점 등 논의
- 첨단자료 기법의 공유 강조

Combes and
Leurent
(2013)

- 도로변 노측조사 시 경찰 및 조사대상 물류시설 등에서 사전협조 체계 구축
- 도로변 노측조사의 고려사항과 - 노측조사 특성상 조사시간 최소화
조사항목의 개선 방향에 대해 - 화물운전자가 많은 휴게소, 주차장에서 조사 시에는 다수의 조사원 배치
연구
- 주간 조사 위주, 조사 대상 운전자가 무작위 추출, 조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점 강조
- 적재량 조사 시 무게와 부피 병행 조사

Alho, and Silva
(2015)

- 조사 시행 전 검토사항 강조
- 도시내 소매점 대상 사업체 물
- 기본 방향 설정,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과거 관련 조사 자료 검토
류현황 조사 효율적 진행방안
- 조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정의, 조사 운송단위의 정의, 조
및 물류 활동특성 결과 연구
사의 주요 쟁점사항 파악

Eurostat
(2016)

- 조사 자료의 이용자 명확히 모니터링
- 유럽 국가 화물차조사 조사 지 - 조사 항목별 정의 및 유의사항, 주(State) 단위 조사수행 사항 상세히 제시
침 작성 발표
- 조사 입력 코드, 이상치 제거, 무응답 항목 처리, 가중치 적용, 표준오차 제시방안,
주요 분석 항목 등 제시

검토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Combes and Leurent(2013)는 도로변 노측조사의

제시하여 유럽 국가들의 조사의 통일성을 가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사항과 조사항목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
다. 도로변 노측조사 시에는 경찰 및 조사대상 물류

3. 본 연구의 시사점

시설 등에서 사전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시
하였다. Eurostat(2016) 연구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에

국내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조

서 화물차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조

사설계 및 준비과정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에서는 조사 자료의 이

단계별 교육, 홍보, 검증 및 자료처리 과정이 보다

용자를 명확히 하여 모니터링 해야 함을 강조하였

정교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

고, 과거 조사 경험을 통해 조사 항목별 정의와 조

사 기본방향의 설정과 조사 후 조사 자료 관리에 대

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해서는 연구가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 시 주 단위 조사수행 사항과 조사 입력 코드,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학술적

이상치 제거 , 무응답 항목 처리, 가중치 적용, 표준

인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오차 제시방안, 주요 분석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결과를 도출하는 개선사항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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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에서는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

통행실태조사의 조사경험과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물류․화물시장의 산업구조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외연구에서는 국내연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환경 분석이 필요하

와 달리 기본방향 설정,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과정,

다.

조사 주요항목관리, 응답률 분석, 조사자료 관리에
대해 강조하였다.

가. 조사의 기본방향 설정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 중 주요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조사의 기본방

조사인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통행실태

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기본계획안

조사의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화물통행실태조사의 경우

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기존 해외 연구에서는 고려

국가 및 지역정기조사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책방

하였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간과하였던 부분을 포함

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하여 과거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제시와 첨단기술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내

을 이용한 조사수행 및 관리 등의 다양한 조사경험

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자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환경분석도 필

있다.

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에 수행된 조사자료를 활용
하여 한계점이라 여겨진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화물통행실태조사의 개선방안
나. 다양한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
4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제기하였던 화물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사의 표본설계

조사의 기존 한계점을 새로운 방법론 및 추가 검토

이다. 표본설계란 모집단에서 대표성을 갖는 표본

사항 제시를 통해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조사경험

을 추출하는 과정으로서 향후 조사의 분석에 가장

을 바탕으로 크게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수행, 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표본설계가 대표성을

사관리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단계별로 제시하고자

가지기 위해서는 표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수

하였다. 각 단계별로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사

를 찾아야 하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표본

항들을 공통사항, 사업체조사, 화물자동차실태조사

추출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별로 구분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업체물류현황조사의 경우 종사자의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출하량 및 출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물동량 분석을 위해서는 대기업

1. 조사기획

유효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7>
과 같이 표본설계에서 대기업의 경우 모집단 수가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우선 조사가 어떤 방향

크지 않지만 다른 종사자 규모에 비해 표본비율을

으로 나아갈지 기획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크게 배분하여 사전에 대기업 표본 회수 비율을 높

있다. 각 조사가 진행되면서 외부요인이나 조사내

이는 방안이 필요로 한다.

용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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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화물통행실태조사의 단계별 고려 및 개선사항
구분

고려사항

고려 및 개선사항

기본방향
설정

․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 화물 및 물류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목표 및 주요 쟁점사항 파악

․ 조사관련 연구 검토
조사계획 및 정책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

․ 표본설계서 작성

․ 비유효표본 확보를 위한 추가 표본 설계

표본설계

․ 최신자료를 활용한 표본추출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리스트(사업체)
차량등록대수(국토교통부)(화물차)

․ 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표본설계
최신 사업체 휴폐업 정보(국세청)(사업체)
대기업 조사를 고려한 표본할당(사업체)
차량등록지 및 물류활동지 고려(화물차)

․ 국내외 관련 조사표 검토
․ 과거 조사 자료 분석 오류 통계 도출
․ 조사원, 입력원, 검수원 서명부 작성

․ 사업체와 화물차조사 간의 연관분석이 가능한 항목검토
․ 조사의 필수 조사항목 파악

조사
기획

조사표
설계

조사원
교육

․ 조사항목별 범위 파악
․ 조사별 오류가 많은 항목 최소화
출하실적 월별 동향 파악, 3자 물류 범위(사업체) 톤으로 환산 시 출하단위당 평균무게 오류(사업체)
차량종류 및 차량톤급 구분(화물차)
통행시간 및 상하차 적재량 오류 최소화(화물차)
․ 물류화물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 모집
․ 불성실조사원 및 우수조사원 선정방안 수립

․ 조사원 개인정보동의서, 교육참가확인서 작성
․ 조사원 교육지침서 및 평가표 제작

․ 조사기준 정립
유효표본 및 표본대체 기준
조사
준비

조사분류 기준(업종, 품목, 차량, 행정구역 등)

조사원칙 및 ․ 사업체 조사 기준 마련
․ 화물차 조사 기준마련
기준정립
입출하 및 통행의 기본항목 기준
화물자동차 통행없음 비율 파악
특성별 물류활동 없음 비율 파악
통행시간, 과적 등 연속형 변수 허용치 기준 마련
조사대상 업종 및 택배 입출하 허용 기준 마련 적재(무게, 부피)기준 마련
준비물 및 ․ 협력기관 공문 발송
홍보물 제작 ․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조사
수행

효율적인
조사방법

․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 제작
(응답자 답례품, 조사원 명찰, 명함 등)

․ 현장 조사원과 간담회 개최

․ 조사 관리 담당자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필요

․ 회수율 증대방안
- 대기업 조사 회수율 증대방안 수립(사업체)
- 자가용 중대형 화물차 조사 방안 장려(화물차)

․ 효율적인 조사일정을 위한 방법
사업체 컨택 지침서 마련(사업체)
사업체 담당자 명함 수령(방문조사 및 보완조사 활용)(사업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선순위의 조사지점 선정(화물차)

현장조사 ․ 중간관리자 조사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감독 ․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실시간 민원대처

조사
관리

․ 조사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보완조사

․ 조사 수행 후 보완조사 물량 파악 및 계획 수립

검수 및
입력 방안

․ 검수 및 입력 매뉴얼 작성
․ 조사자료 입력을 위한 웹 입력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자료분석을 위한 품질관리

조사결과
관리

․ 이상점 처리 및 무응답 처리 방안 마련
․ 과거 관련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

․ 주요 항목의 신뢰성지표 및 오차범위 도출

<표 7> 사업체물류현황조사 종사자규모별 표본설계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500인
501인 이상
합계

모집단수
116,154
47,612
29,000
7,404
4,262
343
204,775

표본수
7,809
4,932
3,506
1,502
1,013
238
19,000

표본율(%)
6.7
10.4
12.1
20.3
23.8
69.4
9.3

화물자동차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우선 화물
차량의 차량의 등록지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의 실제
주 활동지 자료를 고려하여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본추출 시 활용하는 국토교통부
등록대수 모집단 자료와 화물차가 실제 이동하는
활동지는 화물 차량의 업종과 적재능력별로 다르기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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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 등록지와 활동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의 조사 자료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특히 주

표본설계 시 적용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

요항목의 오류통계 값을 도출하는 과정은 조사를

해 향후 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가중치 적용할 때 보

수행하기 전에 이전과 동일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

다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물류현

는 비영업용 중대형 화물차의 표본을 크게 배분하

황조사의 경우 물동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업체별로

는 것이다. 비영업용 중대형 화물차는 영업용 화물

다르게 관리하는 출하량을 톤으로 환산 하고, 오류

차에 비해 조사 표본 확보가 어렵고 조사 결과가 동

를 최소화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본 비율을 크게 배분하여

조사표에 환산 과정을 반영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유효 표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표

다. <표 9>는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주요 출하

8>은 2011년과 2017년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업

단위 통계지표이다. 특히 박스, 리터, 개, 대 등 변동

종별 적재능력별 표본수를 비교한 것이다. 11년 조

계수가 높아 단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출하단위는

사 시에 비해 비영업용 중대형의 표본비율을 상대

보기 항목에 우선순위를 높게 배분하여 조사표에

적으로 크게 배분할 것을 알 수 있다.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 물동량의 업종
별 계절별 변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월별 출하비

<표 8>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용도별 톤급별 표본수 비교
용도

2011

2017

영업용

율 동향을 조사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며, 차량
업종별 적재능력별 보유 및 이용대수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적재
능력

표본수(대)

비율(%)

용도별 보유 및 이용대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

6,814

39.8

17,880

76.7

중

4,306

25.2

3,402

14.6

반영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대

5,983

35.0

2,036

8.7

계

17,103

100.0

23,318

100.0

소

4,616

26.4

14,392

44.3

중

4,390

25.1

7,928

24.4

대

8,500

48.6

10,174

31.3

계

17,506

100.0

32,494

100.0

비율(%)

표본수(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

것이다.
<표 9> 2011년 조사기준 출하단위 주요 통계지표
관리
단위

빈도

단위무게
평균
(㎏)

표준
편차

최소값
(㎏)

최대값
(㎏)

변동
계수
(CV)

리터

30

67

186

1

1,000

2.8

박스

3,141

40

352

0

11,000

8.7

다. 신뢰성 증대를 위한 조사표 설계

개

1,730

147

737

0

15,000

5

대

665

4,414

28,100

2

600,000

6.4

마지막으로 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통

81

289

1,133

3

10,000

3.9

단계이다. 우선적으로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벌

55

181

545

1

3,000

3

기본정보들이 필요 하며, 국내외 관련 조사표 검토

롤

126

106

240

1

2,000

2.3

를 충분히 해야 한다. 사업체와 화물차 조사의 경우

기타

586 178,974 273,959

3 55,500,000 15.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두 조사 모두 교통수단(화물차량)에 대한 조사항목
이 있으며, 생산․판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도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의 경우는 조사표 설계

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상호 보완될 수 있

시 차량의 주요 거래업종, 주요 물류 활동지역, 출

는 항목들로서 교차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발지 및 도착지 유형 등을 조사표에 추가하여 설계

야 한다.

하는 것이 다양한 분석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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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간의 신뢰도 높은 통행시간 자료를 확보하기

가. 전문조사원 양성을 위한 조사원 교육

위해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개인용무시간을 별도의

조사준비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전문조사원 양

설문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확

성을 위한 교육과 선발 과정이며, 이는 조사의 질과

한 적재량 확인을 위한 증축여부 및 증축 전후 적재

신뢰성을 좌우한다. 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이 조

능력 항목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조사원이 교

<그림 1>에서는 적재능력 대비 적재비중이 적정기

육 후 평가를 통해 교육결과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

준보다 큰 값들을 이상치 값으로 정의하고, 2011년

다. 조사 후 불성실/우수 조사원 선정계획을 안내하

조사와 2017년 조사의 값들을 비교하였다. 적재기준

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참가확인

은 적재능력의 110% 이상이 과적임을 감안하였으

서, 계약서, 보안서약서, 보험가입 등을 활용한 조사

며 톤급으로 보았을 때 중형에 속하는 2.5톤 이

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상~8.5톤 이하 차량들의 과적비율이 높았다. 이는
증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화물차의 경우 증

나. 합리적인 조사수행을 위한 조사기준 정립

축 여부 및 증축 전후 적재능력 정보가 없을 경우

두 번째는 조사의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통계적 검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표

중요하다. 화물통행실태조사 특성상 조사현장에서

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조사의 원
칙과 기준을 사전에 정립하고 준비단계에서 유효표
본 및 표본대체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조사가 수
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효 표본은 조사 초기에
업종, 품목, 차량종류, 행정구역 등 조사 분류 기준
안을 마련하고, 특히 통행시간, 과적 등 연속형 변수
들의 허용치 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또한, 층
별로 표본 조사가 불가한 경우 대체표본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전국화물통행실태 예비조사(2016).

<그림 1> 톤급별 적재비중 이상비율 비교

사업체물류현황조사는 <표 10>과 같이 대상 사
업체들에 대한 컨택단계에서 컨택 완료, 재컨택, 컨
택 불가의 상황을 크게 12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하

2. 조사준비

여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
히 컨택시 조사 대상 사업체에 해당되지만 확인결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

과 실제 물류활동이 없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

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외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원이 방문

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지침서 및 교육자료 등 가이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으며, 조사수행 이전에 신속

드 작성과 조사원교육 등이 있으며, 조사특성과 조

하게 표본을 대체할 수 있어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

사원 경험을 고려한 조사원 교육, 적극적인 홍보방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표본으로 대

안마련 등 조사단계별로 상세하게 조사준비를 하는

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가능한 업종, 종

것이 필요하다.

사자규모, 시군구별로 조건이 만족될 수 있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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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준을 만들어서 조사 수행시 신속히 표본을

사가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의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을 고려한 수행방법, 조사현장의 관리·감독, 조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는 사업체 물류현황조사
와 동일하게 업종, 적재능력, 지역을 고려하여 조사

사원과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야 한다.

수행 전 표본대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효율적인 회수율 증대방안
<표 10> 사업체물류현황조사 컨택 결과
구분

컨택수(개)

첫 번째는 효율적인 조사수행방법을 모색하는
컨택비율(%)

것이다. 조사는 조사현장에서 조사의 목적과 특성

1. 부재중

11,614

9.76

2. 컨택(방문)

29,207

24.55

3. 비수신

21,798

18.32

437

0.37

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기업 대상의 충

5. 거절

14,377

12.08

분한 조사 시간 확보와 조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

6. 폐업

943

0.79

7,001

5.88

이 필요하다. <그림 2>와 같이 종사자수 501인 이

21,602

18.16

상의 대기업이 다른 규모에 비해 유효표본 확보를

9. 규모/업종변경

6,877

5.78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응답률이 낮은 것을

10. 다른 회사

1,830

1.54

11. 팩스/메일/전화

1,812

1.52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대기업의 설문응답에

485

0.41

대한 충분한 기간 고려, 전담팀 운영 및 인센티브

118,971

100.00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

4. 회사이전

7. 조사불능
8. 해당 없음(물동량 없음)

12. 패널중복
전체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

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체물류
현황조사에서는 물동량 비중이 높지만 담당자 파악

된다.

다. 적극적인 조사 홍보방안 마련
세 번째는 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 준비물 제작과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
사원은 응답자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명찰, 명
함 및 어깨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리플렛,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조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소개, 조
사표 및 관련 협조 공문 등 제공하여 충분한 조사안
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물자동
차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콜택시와 같은 개념으로 화
주들이 이용하는 화물정보망 콜화물 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3. 조사수행

<그림 2> 사업체물류현황조사 종사자 규모별
주차별 회수율(%)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에서는 소형화물차의 경
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관계없이 유효표본 확보가

조사수행단계에서는 조사현장에서 효율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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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영업용 중대형화물차가 영업용 중대형화물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효표본 확보가 어렵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와 기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조사지점 선정이 매우 중
요하다. 주차별 기준으로 2017년 조사의 회수율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주차별로 살펴보면 비영업
용 중대형 화물차가 영업용 화물차에 비해 2배 이
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물자

<그림 4>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원 앱

동차통행실태조사의 업종별 적재능력별 회수율을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효율적인 조사

된 조사 부수를 매일 시간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조사관리 어플리케이션은 <표 11>과 같
이 다양한 조사정보를 전송한다. 조사관리에 필요
한 최소한의 조사원정보, 조사시간, 조사위치 정보
를 통하여 GIS 맵에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주차별 진행상황이나, 도로등급별 조사지점들
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조사방식은 전반적인 조사시간
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향후 DB 구축을
통해서 조사감독에 대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판

<그림 3>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용도별 적재능력별
주차별 회수율(%)

단이 가능할 것이다.
<표 11> GIS 조사지점도 및 주요 정보(2017년)

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사감독 및 관리
두 번째는 현장조사 관리 및 감독이다. 최근 조사

지점도

구분

내용

ProjectName 프로젝트명

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

UserNo

조사원번호

양한 IT 기술을 조사수행과정에 도입하고 있다. 조

UserId

조사원 ID

사 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조사원이 조사

UserName

조사원명

Address

조사위치

X

X좌표값

Y

Y좌표값

Interviewdate

조사일시

Memo

특이사항

RegDate

등록일시

지점에서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를 전송하여 실시간
조사원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전의 조사방식과는 다르게 <그림 2>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사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실시간으로 조사되는 표본들을 사진으
로 찍고 파일을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사진과 조사
지점이 해당 서버로 전송이 된다. 이를 통해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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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조사원과 조사 담당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이 필요하다. 조사의

1. 결론

수행에서 조사원과 응답자의 의견청취와 민원대응
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조사에서 발생하

본 연구에서는 화물통행실태조사의 주요 조사인

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대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를

응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다. 종합

수행함에 있어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

상황실은 조사의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면접

존 연구고찰, 자료분석 및 기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원을 배치하여 조사책임자 – 중간관리자 – 조사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화물통행실태조사가 보다

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다.

조사기획-조사준비-조사수행-조사관리의 4가지 단
계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기획단

4. 조사관리

계에서는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여 조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 체계적인 조사표 검수 및 입력방안 구축

중요하다.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설계를 위해 각 조

조사관리 단계에서는 회수된 조사표를 검수 및

사에 따라 대기업 표본율을 고려하거나, 화물자동

입력하고 기초통계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차의 등록지와 활동지를 고려하여 비영업용 중대형

검수 및 입력 가이드를 제작하고 조사결과를 코딩

화물차의 표본율을 배분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기 위한 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

조사 주요항목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 설

료를 효율적으로 입력하기 위해 웹 입력시스템을

계방안도 제시하였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입력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조사준비단계에서는 조사원 교육 및 원활한 면

있다. 이때 조사 자료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지속적

접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원교육지침서와 조사원

으로 오류값을 확인하는 것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화물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효표본

나. 과거 조사자료를 활용한 비교분석

및 표본대체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수 조사항목의 무응답처리방법, 이상치 값 제

조사수행단계에서는 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

거 또는 변환 방법 등을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과거

탕으로 조사별로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상세한 고

의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필요할

려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관리 및 감독을 수

것이다. 아울러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분

행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상황

석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전수화하여 기초분석을

실을 마련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어플리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과거 유사 조사결과

케이션 개발 등의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와 비교분석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관리 단계에서는 회수
된 조사결과의 입력 및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비표
본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자료처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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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과정이 신뢰성 높은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3.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산업부문의 정책통계 개발 및
조사방안 연구, 2014.
4. 한국교통연구원, 여객 ․ 화물 기종점 통행량 예비조사,
2005.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물류현황조사와 화물자동
차통행실태조사에 한정하여 조사의 개선방안을 연
구하였다. 향후에는 창고업조사, 위험물질물류현황
조사, 물류거점교통량조사 등 타 화물조사에 대한

5.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통행량 조
사, 2006.
6.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 OD 예비조사,
2011.
7.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2012.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로 한다. 또한, 유럽 연합 통

8.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지역간 화물통행실태 예비조사,
2016.

계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화물조

9.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화물통행실태조사, 2017.

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조사별 지
침 연구 및 작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태블릿 PC, 휴대폰, 인터넷 등의 IT 기술을 활용한
조사의 확대 가능성과 기존 조사와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화물통행실태조사의 방향성을 제
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물
통행실태조사에서도 화물운송망 자료, 사업체 공간
DB, 유가보조금 자료, 물류거점 POI 등 다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향후
에는 지금까지의 화물통행실태조사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하여
조사의 설계, 수행,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빅데이
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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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하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1. 논문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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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ax²+ bx+c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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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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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기’로 표기한다.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도. 인용면.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5.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대한교통학회 발행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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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작성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
1) 논문 표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차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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