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SUMMAR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 수행한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의 후속 연구로 수행되었음
∙ 2015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교통수요 추정 및 예측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연구 기간의 제약으로 교통수요 추정의 특정 단
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이기는 어려웠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통수요 추정 방법론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분석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교통수요 추정 4단계 모형(이하 4단계 모형)의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으나, 활동기반모형 등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실용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방법론을 최대
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교통SOC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해서는 현재 교통수요 추정 방법이 제공하는 분석보다 시간적, 공간적으
로 세밀한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장기적인 모형개발 외에 현재의 교통수요 추정을 개선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의 내용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 방법론의 개선가능 방향과 함께 구체
적인 실증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iv

2. 교통수요 추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
❑ 4단계 모형에 기반한 국가 교통수요예측의 현황
∙ 전국 지역 간 및 대도시권 교통수요의 추정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교통DB 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장래 교통수요 O/D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시행된 다음해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되며, 가장 최근의 전수화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2011년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음
∙ 이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O/D의 현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평가지침의 교통수요 추정 방법
∙ 현 지침에 의하면 도로 관련 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 분석 시에는
국가교통 DB(이하 KTDB, www.ktdb.go.kr)에서 제공된 장래 수단별 O/D
(기종점통행량)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단, 장래 개발계획 및 존 세분화 등 추가적인 O/D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 4단
계 수요분석 방법에 따라 예측하여야 하며, 대규모 기간교통망사업(고속도로,
고속철도)의 경우 모형에 의한 수단분담을 시행할 수 있음
∙ 투자평가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KTDB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투자평가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분석의 여지도 허용하고 있음
❑ 4단계 모형을 이용한 교통수요 추정 방법의 개선 필요 사항
∙ 4단계 모형의 발생 및 도착 통행량 추정 문제점: 현 교통모형의 발생 및 도착
통행량 추정 과정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만, 최종 모형은 하나의 유의미한 설명변수만 포함하여 통행발생량의 추정이
단일 변수에만 의존하여 결정됨
∙ 통행분포 단계에서 장래에 변화하는 존간 통행패턴에 대한 고려 미흡: 혁신도
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의 결과로 인근 대도시와의 직-주 통행 증가 등 기존
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통행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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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구축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현행 O/D의 참값 미확인: 샘플조사에서 포착된 통행을 전수로 확대하는 O/D
전수화 과정에서 실제 O/D와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자료가 없음
∙ 관련 개발계획 100% 실현 전제 및 계획수정 불가: 신도시 개발 시 최종 목표인
구 도달까지의 유입인구 패턴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현재는 실제 패턴을 반
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가능성
❑ 상시수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데이터의 시간적 불연속성 보완
∙ 현재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가구동행실태조사는 5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빅데이터는 상시 수집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수집되
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간적 공백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존 내 통행특성 분석
∙ 현재의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는 각 존의 통행패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데이터
를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빅데이터의 높은 공간해상도를 활용하여 존
내 통행특성 분석 가능함
❑ 거주지 추적이 가능한 데이터 활용으로 4단계 모형의 통행 간 단절 보완
∙ 빅데이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 단위의 미시적 자료를 가
공하여 활용할 수 있어 거주지 별로 인구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분석이 가능
하므로, 4단계 모형의 전수화 자료의 세부적 검증, 혹은 향후 마이크로시뮬레
이션 등과 결합하여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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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Ⅰ: TCS1)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장래 O/D 추정의 검증
❑ 분석의 개요 및 방법
∙ 세종시와 네 개의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2011~2016년 사이에 누적된 TCS 데이
터를 활용하여 기관이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유입통행의 양적인 변화를 분석함
∙ 이를 KTDB에서 배포한 연도별 O/D 자료와 비교하여 현재 교통수요 추정 과정
과 추정치 활용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분석 1: 기관 이전규모와 고속도로를 통한 지역 간 통행 유입량 변화 분석
∙ 세종시와 강원혁신도시에서 이전규모 대비 지역 간 교통량 유입 증가폭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에서 이전규모 대비 교통량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현재 4단계 모형은 권역을 나누어 권역 내에서는 동일한 고용-통행량 간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본 분석의 결과는 광역시도의 권역
적 특성보다는 도시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1

이전규모, 인구변화, 일평균 교통량 변화 간 상관관계

도시
세종시
전남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
강원 혁신도시

이전규모
(명)
약 16,000
6,763
3,045
3,580
4,492

인구 변화
주간 고속도로 통행
인구증가 대비 주간
(명)
유입량변화(차량 대) 통행유입량 변화(차량 대/명)
117,687
16,037
0.136
15,081
47,626
3.158
5,762
46,977
8.153
12,649
23,225
1.836
13,599
9,243
0.677

1) Toll Collection System,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 도로공사 데이터포털(data.ex.co.kr)을 통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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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2: TCS 자료를 활용한 인구증가 대비 고속도로를 통한 지역 간 통행 유입량
의 시계열적 분석(2011년~2016년)
∙ KTDB의 세종시에 대한 장래 통행수요 예측은 2012년 기준 대비 2013년 현행
화에서는 약 15%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2014년 현행화에서는 다시 약 25%
대폭 감소하는 수치로 예측됨[그림 2]
∙ [그림3]에 제시된 인구 및 고속도로 통행량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2013
년 기준의 과대추정 가능성 및 다음 해 현행화에서 대폭 축소가 나타난 원인을
진단하고자 함
∙ 2013년의 인구는 계획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
구증가 대비 고속도로통행 유입량 증가는 2013년에 최대치를 보여 계획인구 달
성 시 교통량을 과대추정하게 된 원인으로 파악됨
∙ 하지만, 2014년 인구 증가가 다시 계획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인구증가 대비
교통량 증가가 2013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장래 교통수요 예측치가 대폭 수정된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치의 검증단계를 마
련할 수 있음
그림 2

KTDB 연차별 지역 간 통행(승용차, 버스) 현행화 결과 (2012~2014): 세종시 진입통행량

세종시
진입
통행량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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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구증가와 고속도로 통행량 변화 추이
인구증가-유입(도착)교통량 추이

세종시 계획인구 대비 등록인구

인구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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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분석Ⅱ: TCS 데이터를 활용한 주중/주말 지역 간 통행패턴 도출
및 주말계수 검증
❑ 현재 주말의 통행량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말환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주말평균 일교통량
주말환산계수  
주중평균 일교통량

❑ 통행량의 시계열적 패턴[그림 3]과 지역별로 산정된 주말계수가 가장 차이를 보이
는 도시는 충북혁신도시임
∙ [표 1]에 의하면 충북은 주말 승용차 통행량이 주중보다 늘어나는 보정계수를
사용하고 있음(TCS 기반: 1.320, 상시조사 교통량 기반: 고속도로 1.566,국
도 1.211)
∙ 하지만, 충북 혁신도시에 대한 TCS 자료 분석에 의하면 주중보다 주말에 통행
량이 줄어들어 1보다 큰 충북지역의 주말계수값에 반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또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중과 주말의 편차가 커
지고 있어 이 계수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그림 4

일별 평균통행거리 및 도착통행량: 충북혁신도시(진천, 2011~20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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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행 수집자료별 주말환산계수 산정값

수집자료1)
통행 종류
대상 도로
대상 차종
수집 단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부산

TCS
유입통행
고속도로
승용차
버스
대(Vehicle)
0.891
0.457
1.227
0.660

울산

1.167

0.501

1.387
1.000
1.261
1.815
1.355
1.320
1.868
1.835
1.670
1.669
1.007

0.679
1.000
0.624
0.730
0.480
0.500
0.794
0.935
0.569
0.806
0.485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기타
합계

상시조사 교통량
구분 ×
고속도로
국도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대(Vehicle)
1.175
0.877
1.049
0.869
1.516

0.924

1.111

0.847

1.479
1.506
1.516
1.781
1.566
1.623
1.799
1.814
1.634
1.815
1.381

0.945
1.041
0.966
1.370
0.883
1.155
1.215
1.226
1.020
1.202
0.985

1.165
1.104
1.081
1.298
1.211
1.151
1.085
1.159
1.276
1.202
1.129

0.854
0.911
0.896
1.105
1.031
0.867
0.885
0.981
1.080
0.915
0.915

1) 2014 기준 국가교통DB 주말환산계수.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202 를 통해 신청하여 이메일
로 구득, (최종 접속: 2016.12.15.)
2차 출처: 윤서연 외. 2015. 지역 간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88

6. 실증분석Ⅲ: 이동통신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통행의 존 내부
통행패턴 분석
❑ 분석의 필요성
∙ 지역 간 통행이 존 내부에서 분배되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에서는 원단위 및 평준화된 계수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평균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존 내부 분배를 위해서는 사회경제 지표에 기반하여 통행량을 추정하므로, 실
측값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특히 세종시와 같은 신규 도시에서는 도시의 성장속도에 비해 기존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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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의 속도가 더뎌 도시의 현황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얻기 어려움
❑ 분석 방법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네 동을 선정하였음
∙ 이 지역에 대한 현재 기준의 정량적인 사회경제 지표는 인구 자료외에는 구득이
불가하며,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각 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종촌동: 아파트가 주가 되는 거주지
∙ 어진동: 중앙정부 청사 밀집지
∙ 보람동: 세종시청 및 관련 지방 기관 밀집지
∙ 조치원읍: 구시가지. 대학교 캠퍼스와 조치원역 등이 위치
❑ 각 동으로 유입되는 통행거리의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도출되었음
그림 5

동·읍별 유입통행거리 분포

7. 교통수요 추정 방법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
∙ 교통수요 추정 단계별 결과 적정성 확인: 4단계 교통수요 추정의 단계별 분석
결과가 적정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비교지표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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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유의 교통특성 확인 및 반영: 평균적 특성에 근거한 분석을 해당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
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교통수요 추정 모형의 정교화: 각 단계별 모형의 부적합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
고, 수집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지역이나 주변 관련계획, 사업의 특성, 교통수
요 패턴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
데이터 활용
❑ 분석단계별 빅데이터 활용 방안
∙ 통행발생 단계: 통행발생 단계에서 고려되는 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량 패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
∙ 통행분포 단계: 이동통신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존간 통행 연계성을 확
인하고, 개발 대상지 주변 교통축 첨두시 통행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통행배정 단계: 현황 교통량의 계절 변동, 주말 변동을 확인하고, 존 세분화를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

8. 결론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
∙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이터: 사기업 빅데이터의 일회성 구매 및 데이터 표
준사양의 변동성,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교통분석 체계와 빅데이터
체계의 상이함 등에 의해 가능한 분석 범위가 제한됨
∙ 분석가능 용량의 한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통 분야 전문가의 빅데이터
분석기술 보유 등에 대한 제약으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 용량에 한계가 있었음
∙ 제시한 개선안의 실제 적용 한계: KTDB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DB 사용자
에게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동일한 작업을 재현하거나 제안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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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직접 적용해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향후 실제 적용 노력이 필요함
❑ 시사점
∙ 현재는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가 시범 연구로써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활
용이 당연한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개별 빅데이터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를 국복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새로
운 공공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고 활용방안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
로, 변화의 시기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9. 정책제언
❑ 데이터 정책 1: 공공 빅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방법 재검토 및 품질 향상
∙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가 많아져야 하
며, 시행 3년여가 지난 지금 중간점검의 측면에서 데이터 공개의 범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개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및 공개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유효할 것임
∙ 데이터 제공자 또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가 과거와는 달리 해당 기관의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
하고, 데이터 오류 수정 및 데이터 가공방법과 코드 체계 개선 등 데이터 이용
자의 시선에서 데이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정책 2: 일관성 있는 데이터 시장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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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빅데이터의 구입과정의 문제점인 일관성 없는 가격 정책은 투자 대비 효과
의 소명이 중요한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게 함
∙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현재까지 2-3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현 시점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데이터 사양 및 가공비용의 표준화와 함께 품질의 투명화, 데이터
가공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구
독(購讀, subscription)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정보서비스 정책: 교통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장려
∙ 현재 연구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정보로 가공하는 단계(Information as
service)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해답을 제공하는 단계(Answers as a service)
를 모두 연구자가 실행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의 효율성이 저하됨
∙ 여기서 중간 단계를 데이터 전문가가 담당하여 Information as a service를 제
공한다면, 분야 전문가는 Answers as a service단계에 집중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출처: Justin Lokitz (2015) Exploring big data business models the winning value propositions behind them,
http://www.businessmodelsinc.com/exploring-big-data-business-models-the-winning-value-propos
itions-behind-them/ 2015. 8. 21 게제 (최종접속: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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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연구 정책 1: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을 위한 협동 연구
추진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 KTDB와 협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 KTDB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통수요 추정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대로 수요자의 시각이 반영되기
어려워 협동 연구가 도움이 될 것임
❑ 빅데이터 연구 정책 2: 새로운 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추진
∙ 빅데이터의 활용처를 기존의 교통 분석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에 국한
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분석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빅데이터 활용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음.
∙ 빅데이터 활용의 성숙도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방법론의 틀을 벗어나는 시도 없이
는 도달할 수 없음
∙ 단, 빅데이터 분석이 기존 교통분석 방법론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 기존 방법론에 의한 분석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되 기존 분석으로는 밝힐
수 없는 구체적인 인과관계 및 시계열적 변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에 수행되는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 중 일부는 기존의 방법론에 얽매이
지 않고 데이터 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을 시행하여 교통에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는 데 할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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