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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빅데이터 처리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미래기술이 사회·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런 변화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부터
증거기반(Evidence-based)과 데이터 기반(Data-driven)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의 이동성(Mo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신뢰성(Reliability) 등 모빌리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산출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과거 몇 년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거나 등장
해왔으나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용이 미흡한 상황임

￮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이동 주체(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파악
함으로써 관측하는 공간의 통행행태 및 특성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 데이터임

￮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비연속적 데이터에서 연속
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이동 현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의 구상과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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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자료의 경우 최근 5년, 모빌리티 데이터(한국교통연구원, View-T)의 경우 최신
자료를 활용

￮ 연구 방법은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을 검토하고, 문헌검토를 통해 국내외 이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상하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

2.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검토
❚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현황

￮ 통신 데이터는 휴대폰 통신 신호가 인근 기지국으로 송신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기존에 수집이 어려웠던 기종점 조사나 통행수단별 이동경로 등을 조사 가능

￮ 통신 데이터의 형태는 단말기 기록 일자(기준일), 단말기 구분 id(고객식별번호), 단말기
위치(가상기지국 좌표), 접속 시간(체류 시작시간, 체체류 시간)으로 구성

<표 1> 통신 원시데이터 형태
No
1
2
3
4
5
6
7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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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기준일
고객식별번호
가상기지국 x좌표
가상기지국 y좌표
체류시작시간
체류종료시간
체류시간

설명
데이터 생성일자
비식별화된 고객 정보
기지국 위치를 가상의 좌표로 표현
기지국 위치를 가상의 좌표로 표현
단말기가 기지국에 최초로 기록된 시간
단말기가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간
체류종료시간-체류시작시간+1분

비고
연월일(8자리)
가상 ID

시분(4자리)
시분(4자리)
분

￮ 차량 모빌리티는 차량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 차량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것이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임

￮ 해당 데이터는 개별통행 이동경로(궤적)에 대하여 시간의 연속성 및 공간 연결성이
동시에 수집되는 입체적 형태의 데이터이며, 개인 기기를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수집이 가능함

❚ 모빌리티 데이터 연구 검토

￮ 한국교통연구원(2018)의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환경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교통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2018)의 ‘사람의 이동을 한눈에 알아보다’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처리방안 등 모바일 데이터 기반 DB를 구축하여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상세 연구를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2019)의 ‘대한민국 이동성 조사 분석’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데이터의
가공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정책 수립 목적에 부합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서울연구원(2016)의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의 연구에서는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서울시 정책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도출

❚ 활용사례

￮ 국내외 국가(미국 교통부, 뉴욕 교통부 등) 및 기업(TomTom사, SKT T-map)에서
GPS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혼잡분석, 교통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의사결정 자료, 서비스의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Airsage사 등에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통신 데이터는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가 특정 지역에 불균등하게
수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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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및 싱가포르 교통부에서는 교통카드 정보, 버스, 택시,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려는 사례가 존재

￮ 국내에서도 택시 DTG 자료 등을 통해 심야시간의 수요를 파악하여 심야버스 도입 시
노선 결정에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택시 리포트 등을 통해 택시 DTG정보를 통해 택시
수요 및 공급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음

￮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민간부문의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모빌리티 리포트를 발행하여 택시, 주차, 내비
게이션 등의 분야에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

￮ 이 외에도 고속도로 자동요금수납시스템을 통해 시간대별 통행패턴 등을 분석하여 신규
교통수단 도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

❚ 관련 정책검토

￮ 정부는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정책 수립 등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
남에 따라 2020년 7월에 160조의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뉴딜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

3.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및 특성분석
❚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는 기본적인 교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투자와
정책 기초자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토지개발에 의한 영향평가, 교통문제의
발견, 교통개선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5개 분야(기초 통행량, 통근, 고령자 관광·연휴사회·경제활동), 17개 세부
항목의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내의 전반적인 통행현황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의 활용 검토

iv ∙ 요 약

<그림 1>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Ⅱ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Ⅲ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

Ⅳ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Ⅴ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Ⅰ-1
Ⅰ-2
Ⅰ-3
Ⅰ-4
Ⅰ-5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
기종점 통행 발생량 분석 리포트
계절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Ⅱ-1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
Ⅱ-2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
Ⅱ-3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
Ⅲ-1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Ⅲ-2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 분석 리포트
Ⅳ-1
Ⅳ-2
Ⅳ-3
Ⅳ-4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
관광지 내외부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Ⅴ-1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리포트
Ⅴ-2 도심공동화 분석 리포트
Ⅴ-3 생활권 분석 리포트

❚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시공간적·공간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모니터할 수 없었던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직관적
이고 정확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5개 분야(기초 통행량, 교통혼잡, 신호운영, 안전, 기타)와 17개 세부
항목으로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내의 전반적인 통행현황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의 활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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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1
Ⅰ-2
Ⅰ-3
Ⅰ-4
Ⅰ-5

교통량 현황분석
속도 현황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분석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
통행지표 종합 분석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1
Ⅱ-2
Ⅱ-3
Ⅱ-4

혼잡구간 비율 분석
혼잡축 시공도 분석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

Ⅲ-1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Ⅲ-2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

Ⅱ

Ⅲ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Ⅳ-1 피로도 분석
Ⅳ-2 속도편차 분석
Ⅳ-3 과속비율 분석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Ⅴ-1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Ⅴ-2 사전사후 분석
Ⅴ-3 출퇴근 통행 패턴 분석

Ⅳ

Ⅴ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활
용가능성 등이 높은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를 선정하여 지속적·실시간 운영 필요

￮ 이에 따라 자료분석 및 분석의 용이성과 정책활용성을 고려하여 통신 모빌리티 리포
트의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로는 기초통행량(일평균, 기종점 통행량), 통근(통근 시간,
열악통근권), 관광(특화지역, 핫플레이스) 부문 리포트를 선정하였으며,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에는 기초통행량(교통량, 속도), 교통혼잡(혼잡구간, 혼잡축 시공도)를 핵심 모빌
리티 리포트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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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 선정

4.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 기본방향 설정

￮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방안으로는 크게 교통계획, 교통안전,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앞서 설명한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을 통해 데이터 미비 등 기존의 환경·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실제 통행 분석에 기반한 다방면의 활용
방안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 (교통운영 개선)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을 통해 기존 교통 서비스의 운영
개선이 기대되며, 기존 전라북도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BMS 등 정보제공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의 운영 개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요 약 ∙ vii

￮ 모빌리티 리포트의 통행 분석을 통해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도로 및 철도 노선의 계획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교통수단의 도입(심야버스 등)에서도
정확한 수요 분석에 기반한 최적 경로 설정 등에 활용 가능

￮ 현재 KTDB의 기종점 통행량(O/D)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적 지역별 정보량의 편차가
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O/D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정책
수립의 정확성, 효율성 향상 기대

￮ (교통안전) 사고정보 및 속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교통 위험 구간을 선정하고 이를 제공
하거나 정책 우선 적용 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

￮ 교통약자(고령자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고령자, 어린이 등의 통행 분석을 통하여
보호구역 설정 등 통행 및 안전 확보에 활용 가능

￮ (기타 부문) 관광 관련 리포트를 통하여 관광지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활용이 가능

￮ 사회·경제 관련 리포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추출하여 이를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사회·경제 부문의 대응책 마련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환경 관련 리포트를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등 오염원의 발생이 심각한 구간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결론

￮ 교통부문은 이용객의 실제 통행 및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문으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이 커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교통부문에 있어서 민간보다는 공공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의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위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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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빌리티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개선을 통한 교통정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궁극적으로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정책적 제언

￮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는 전라북도 지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사전 데이터 특성 파악 및 지역 행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

￮ 다만 모바일 및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는 대부분 민간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의 MOU 협동 연구, 공동정책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데이터의 활용
및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또한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통한 전라북도 지역의 정책적 활용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빌리티 리포트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표 개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지자체의 활용이 그 표현 범위나
구체성 측면에 있어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리포트 발간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리포트
구상체계를 정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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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최근 빅데이터 처리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미래기술이 사회·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등 디지털 시스템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폰 앱 기반의 택시, O2O 서비스와 같은 관련
신산업이 창출하며 초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검지기, 전광판 등에만 의존하였던 교통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는 민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경로 안내 등과 같은 개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빅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부터
증거기반(Evidence-based)과 데이터 기반(Data-driven)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의 이동성(Mo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신뢰성(Reliability) 등 모빌리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산출하고 있다.
모니터링 지표들은 연속적이고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하기 때문에 연간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함할 수 있어 사람의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되었다.
미국 텍사스 교통연구소(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TTI)는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연간 Mobility report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있으며,국내에서는 과거
몇 년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거나 등장해왔으나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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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일회성 성과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이동 주체(사람, 차량 등)의 움직임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관측하는 공간의 통행행태 및 특성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시·공간적 데이터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핵심은 다양한 정보들을 융합 및 연계하여 새로운 전망을 도출하고,
공간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기존 데이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그 자체로의
이동 현상을 손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교통데이터인 상시조사지점 검지기와 폐쇄회로 영상 정보과 같이 시·공간이 특
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링 기법의 이동성 관련 지표를 산출하였으나 이는 기존 데이
터의 한계로 인하여 시·공간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시적 개념의
지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관측하는 모든 지역의 시·공간 특성을
파악하여 이동성 지표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이동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 및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근, 관광, 고령자,
경제·사회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을 계획함으로써 향후 과학적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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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빌리티 빅데이터 특징 및 활용방안

나. 연구목적
과거 지점 기반 데이터 수집 환경은 단편적 정보와 좁은 수집범위로 인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통정책에 활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빌리티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모빌리티 데이터란 모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모빌리티 데이터는 고해상도 교통현상 모니터링, 교통 문제의
근본적 원인파악, 일관성 있는 평가지표 산출,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 등 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의 구상과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리포트에 활용될 데이터 취득, 가공부터 리포트의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한 리포트 구성에 대한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 특성에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모빌리티 데이터의 전라북도 교통정책 분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교통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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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책 수립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교통정책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전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21년으로 하며, 관련 통계자료의 구득은 최신성과
구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으로 설정하였다.
모빌리티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View-T 모빌리티 데이터
최신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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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연구내용
1) 현황 및 문헌검토
현황 검토에서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구축 현황, 모빌리티 데이터 관련 연구,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사례, 관련 정책검토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현황으로는 통신 모빌리티 데이터와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각 데이터의 개요, 형태, 활용방안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모빌리티 데이터 관련
연구를 조사하였으며, 데이터 현황과 수집 및 가공, 활용 등을 기술하였다.
활용사례 검토에서는 국내외 국가, 기업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혼잡
분석, 교통 현황 분석, 교통 서비스 개선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뉴딜 등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정책 수립 등 의사결정 시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2)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에서는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와 차량모빌리티
리포트 두 주제로 구분되어있다.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는 기본적인 교통현황을 파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종점통행 분석,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초통행량, 통근, 고령자, 관광·연휴,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의 5개 분야와 1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상되어 있다.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는 직관적이며, 교통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할 수
있으며, 기초통행량, 교통혼잡, 신호운영, 안전,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5개 분야와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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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정책 활용방안 수립
교통정책 활용방안 수립에서는 통신 및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정책 분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교통정책의 다양한 분야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방안으로는 크게 교통계획, 교통안전, 기타 분야로 구분
하여 수립하며, 앞서 설명한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
현황 검토

❍ 모빌리티 데이터(View-T) 구축 현황
- 데이터 수집 방법, 가공 처리 방식 등

⇩
문헌 검토

❍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및 정책 도입 트랜드 등
❍ 중앙정부 동향 검토

⇩
전북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
교통정책
활용방안 수립

❍ 내비게이션 데이터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 통신 데이터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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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으로는 문헌검토를 통한 현황을 검토하고, 최신 통계자료,
View-T의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
관련 국가 및 지역계획 검토하였으며,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모빌리티 리포트의 전체적인 구상은 관련 전문가(민간, 공공기관)와 협업을 통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통행량 및 통행분포, 심야시간대의 통행특성, 분석사례 공동연구를 수행하
였다.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시 필요에 따라 데이터 수집, 가공, DB구축 등에 대해서는 위탁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관련 정책 및 사업분석과 함께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
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자문방법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여 기본
방향 설정하였으며, 관련 정책 및 전라북도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1-1] 연구 자문위원
구 분

학계 및 전문가

전라북도

성명
김주영
유승민

직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본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정책본부 선임연구원

신수현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김혜원
박호철
장태연
김운기
류창남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원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전문위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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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검토
1.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현황
가. 통신 모빌리티 데이터
통신 모빌리티 데이터는 휴대폰 통신 신호가 인근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Tower, BTS tower)으로 송신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기존에 수집이 어려웠던
기종점 조사나 통행수단별 이동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1] 통신 데이터 현황 검토
구분

세부내용

수집기술

- 휴대폰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CDRs(Call Detailed Records)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도 일정하게 기록되는 Sightings으로 구성되며, 단말기 소지자가 기지국의 수신 범위(셀
커버리지)에 위치할 때 신호가 기지국에 수신되면서 데이터 생성

수집기관

- 통신업체(SKT, KT, LG U+)에서 각 관할 기지국에 기록된 데이터(원시 데이터)를 수집

수집체계

- 수집체계 및 자료형식은 기관별 상이하나, 교통 폴리곤(공간적범위 구분 단위) 기준 가공

수집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기지국이 설치된 모든 지점

수집주기 및
용량

- 수집주기 : 기지국 수신주기에 따라 다르나, 원시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밀리세컨드 단위
(1/1000초)로 수집되며, 1차 가공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 집계(밀리세컨드 단위로 수집되
는 포인트 형태의 원시데이터를 단말기별 이력 정보로 전환하여 한 시간 단위로 집계함)
- 용량 : 2017년 측정 원시데이터는 1일 기준 약 24GB, 1차 가공데이터는 1일 기준 약
2GB(1년 약 780GB)의 용량을 가짐

장점

- 기존보다 세분화 된 시·공간 단위(일 단위 → 시간 단위, 읍면동 단위 → 읍면동의 약
1/5 수준인 교통 폴리곤 단위)를 집계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수
요를 산출할 수 있음
- 설문 조사 방법 이외에는 수집할 방법이 없었던 도보, 자전거 통행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의 대다수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 수준의 높은 표본율
(약 97%)을 보임

한계점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통행 정보는 제공될 수 없으며, 집계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통행자가 위치하거나, 통행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off한
경우 통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제2장 모빌리티 데이터 현황 검토 ∙ 13

통신 모빌리티 데이터의 형태는 단말기 기록 일자(기준일), 단말기 구분 id(고객식별번호),
단말기 위치(가상기지국 좌표), 접속 시간(체류 시작시간, 체체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통신 원시데이터 형태
No

컬럼명

설명

비고

1

기준일

데이터 생성일자

연월일(8자리)

2

고객식별번호

비식별화된 고객 정보

가상 ID

3

가상기지국 x좌표

기지국 위치를 가상의 좌표로 표현

4

가상기지국 y좌표

기지국 위치를 가상의 좌표로 표현

5

체류시작시간

단말기가 기지국에 최초로 기록된 시간

시분(4자리)

6

체류종료시간

단말기가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간

시분(4자리)

7

체류시간

체류종료시간-체류시작시간+1분

분

구축
예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년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3권 모바일 자료 기반 통
행수요 추정 및 교통지표 발굴

통신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면 휴대폰 단말기 소지자의 통행시간, 통행 거리(기지국
좌표 간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통행속도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교통수단을 구분
하거나, 특정 지역의 접근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천데이터를 가공하면
인적특성(성별, 연령), 시간 특성 등에 따라 주요 통행 구간, 최다 통행지역(유출, 유입)을
분석할 수 있어서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표출하거나, 심야버스 노선 신설 등의 새로운
교통정책을 제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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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통신 데이터 활용방안 예시
Air-Sage의 이동통신 신호 활용

서울시 올빼미 버스

자료 : 국토연구원(2015). 지역 간 교통 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나.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
차량 모빌리티(Mobility)란 차량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이 차량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것이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수집환경은 차량 움직임을 수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데이터
수집환경이 변화되어 차량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개별통행 이동경로(궤적)에 대하여
시간의 연속성 및 공간 연결성이 동시에 수집되는 입체적 형태의 데이터이며, 개인 기기를
통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개별 차량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수집하며, 개별차량 구간통행속도, 이동경로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개별 링크
별로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통행량 등 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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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데이터 수집환경의 변화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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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빌리티 데이터 연구 검토
가. 한국교통연구원(2018),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
데이터 수집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지점 기반 데이터 수집환경은 차량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한계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환경이 변화되어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지점 기반 데이터는 교통현상의 일부만 알 수 있는 단편적 정보, 좁은 수집범위(전국
교통량 커버리지 3%, 전국 속도 커버리지 16%)로 인하여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모빌리티 기반 데이터의 경우에는 광역적, 시공간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지점
기반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분야 주요정책인 교통혼잡,
교통환경, 교통안전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3] 데이터 수집환경의 변화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

전라북도의 경우 평균 교통량과 차량주행거리는 주말에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또한 주말에 높게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기반 데이터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전라북도
통행특성 고려한 교통혼잡, 교통환경 문제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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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라북도 교통현황(2016년 기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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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교통연구원(2018), 사람의 이동을 한눈에 알아보다
모바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KT기지국에 생성된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기지국의
데이터를 가공처리하여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교통정책에서 모빌리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법(비용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 모바일 데이터 수집방법

<기지국과 셀>

<기지국의 데이터 생성>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사람의 이동을 한눈에 알아보다

모바일 데이터는 필요성에 따라서 가공처리가 필요하며, 교통정책에서 필요한 시종점,
이동시간, 통행주체 등의 개인 특성 등도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2-6] 모바일 데이터 기반 DB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차량 Mobility Report로 우리나라 교통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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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교통연구원(2019), 대한민국 이동성 조사 분석
모바일 데이터를 교통정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 경로, 이동시간,
시종점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지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정책 수립 목적에 부합
되게 변경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가공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방향에
맞는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모바일 데이터의 가공방안
1. OBU 필터링
- OBU 중복, 데이터 과소

데이터 필터링

2. 데이터 Set 필터링
- 수집일자 및 속도 오류, 기준좌표 누락
3. 지점 데이터 필터링
- 지점좌표 오류, 지점속도 오류

1. 단절구간 경로분리
- 통행시간 단절구간 경로분리

경로 분리

- 지점간 통행거리 과대구간 경로분리
2. 왕복통행에 대한 경로 분리
- 회차지점 기준 경로 분리

1. 도로망 네트워크와 지점 데이터 맵 매칭

경로 생성

2. 경로 생성 대상 필터링
3. 단절구간 경로 탐색

경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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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인근 경로 보정
2. 복합 시설물 구간 보정

라. 서울연구원(2016),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서울연구원(2016)의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교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18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11개의
교통정책을 도출하였다.
[표 2-3] 교통부문 활용 가능 빅데이터 종류
구 분
교통부문
활용 가능
빅데이터
(18개)

데이터 명
교통카드 기록, 포털지도 경로 검색 기록, 택시 앱 자료, 대리운전 요청 및 연결자료,
카드매출 기록,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BMS 데이터, 택시 운행 데이터,
상용차 운행 데이터,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기록, 공영주차장 출입 기록,
유료도로 요금소 이용 기록, 검지기 자료, 교통 CCTV 자료, 교통사고 정보 등
[그림 2-8]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한 정책(예시)

자료 : 서울연구원(2016),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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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사례
가. GPS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혼잡 분석
미국 교통부에서는 차량 GPS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혼잡 트랜드를 분석하여 연도별,
월별 혼잡시간 및 통행시간지수 등의 교통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오클라
호마에서는 차량 GPS자료를 활용하여 오클라호마 주 전역에 대하여 혼잡 빈도, 차량 주행
거리, 시간당 지체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omTom 사에서는 차량 GPS 데이터를 자사의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지역의 혼잡도를 제공하여 운전자 및 산업계와 공공정책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9] GPS데이터를 통한 혼잡 분석

자료 : US DOT(2016), 2016 Urban Congestion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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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PS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현황 분석
플로리다 교통부에서는 차량 GPS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통행속도, 시간당 차량지체, 개별
차량 지체, 극심 혼잡 기간 주행 비율, 극심 혼잡 비율, 화물차량의 지체 비용 등 Mobility
Performance Measures Reporting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뉴욕 교통부에서는 차량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속도, 시간, 혼잡, 흐름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다양한 이동성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구간의 도로에 대한 평균 속도, 속도
표준편차, 자유속도, Planning Time Index(PTI), Misery Index, 등 다양한 정보를 웹으로
제공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10] 모바일 데이터의 가공방안

자료 : VAL(2015), Introducing Web-Based Reliability Tools using NPMRDS/HE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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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SKT T-map에서는 GPS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는 SKT의 티맵(T-map)이 대표적
이며, 월간 이용자 수 약 820만 명(‘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용객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량 또한 증가하여 교통 정보 신뢰성 향상되며,
SKT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예측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및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외부에 유료로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내의 활용사례는 주로 교통운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적
경로, 배차 등 차량 및 경로 관리 위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1] T-map for Biz 활용 분야

자료 : T-map 홈페이지(https://www.t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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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현황 분석
미국 AirSage사는 미국 통신사들의 이동통신 기기로부터 하루 약 150억 건에 달하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행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통행의 수와 유형을 정리한 Trip Matrix
 특정 장소로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통행을 분석하는 Select Zone Analysis
 시간대별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통행을 분석하는 Arrivals and Departures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분석하는 Home-work Matrix

AirSage사와 같은 이동통신데이터의 활용은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가
특정 지역에 불균등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동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가구통행실태조사와 같이 응답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2] AirSage 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Process

자료 : AirSage 홈페이지(https://www.airs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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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교통 수집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런던 교통부 Transport for London에서는 런던 지역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Oyster
card)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런던 교통부 수집 교통정보로는 교통카드 태그 정보, 버스 위치 정보, 교통상황 정보, 소셜
미디어 정보 등이 있다.
런던 교통부의 교통카드는 승차 시에만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다음 승차 위치 및 시간으로부터 하차 지점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교통카드 정보를 통해 공사구간을 이동하는 수요를 분석하여 환승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등 공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싱가포르 교통부에서는 버스 데이터, 택시 승하차 데이터, 지하철 Wi-Fi 정보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스 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 데이터를 통해 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노선이 불
일치 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택시의 승하차 자료를 활용하여
택시의 공차시간 자료와 승객들의 수요를 분석한 정보를 택시 기사 및 이용객들에게 제공
하여 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이 종료된 심야시간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심야버
스를 도입하였다. 심야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행 경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택시
DTG(Digital Tacho Graph) 자료 및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 승하차 정보를 도출하여
노선을 결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정확한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교통수단의 도입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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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에서는 티머니(주)와 협력하여 매년 서울시 택시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서비스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리포트에는 택시 기사 및 택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DTG 데이터, 결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수요 및 공급이 높은 지역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택시 수요 및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제 이용객의 수요와 택시의 공급이
불일치 하는 지역을 분석하여 히트맵(heat-map) 등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용객 및 택시
기사의 선택을 돕고 있다.
[그림 2-13] 서울시 택시 리포트 예시(강남대로 승차 분포)

자료 : 서울시, ㈜티머니(2019), 서울시 택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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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간 분야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사례
국내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네비게이션, 주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카카오T, 카카오내비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T 약 3,000만 명, 카카오내비 약 2,200만 명 추정

이렇게 많은 이용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이용 특성, 패턴 등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막대한 양의 실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속해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모빌리티 리포트를 발행하여 누구나 해당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카카오T(택시, 대리, 주차 등), 카카오내비를 이용
하는 이용객의 현재 특성을 분석하여 과거와의 변화된 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21년 리포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의 변화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등 특정 주제별 모빌리티 데이터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내비에 대한 모빌리티 리포트의 경우에는 도로의 공급에 따른 효과 및 안전
속도 5030과 같은 교통정책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결과를 제공해주기도 하여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V 등에 소개된 맛집으로의 길안내 횟수, 내비게이션 이용객의 운전습관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를 전라북도에 활용할 경우 교통정책 뿐만
아니라 관광분야, 안전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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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과속 상위구간 분석 예시

[표 2-4]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목차 소개
구분

세부내용
숫자로 본 카카오T 택시 주요 기록
카카오T 택시 기네스북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는 카카오T택시

카카오T

맥락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향한 플랫폼의 도전
RSE부터 PBV까지, 플랫폼에 최적화된 차세대 이동수단을 향한 상상
국내 최초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도전
택시를 넘어 스마트도시를 이끄는 Maas로
...
코로나2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했나?
캠핑-낚시-골프, 요즘 핫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
카카오내비 데이터로 알아본 TV 맛집 공략 비법

카카오내비

카카오내비 이용자들은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신월여의지하차도의 개통은 여의도 일대 교통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안전속도 5030, 준수율이 높은 도로의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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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정보를 활용한 교통 분석
미국 RSG사는 미국의 고속도로 자동요금수납시스템인 이지패스(EZ Pas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제 기록을 통행으로 전환하여 분석 지역 내 통행이 많은 10개 구간을 분석하고,
대안 교통 수단 도입시 잠재력을 분석하는 등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연구(윤서연, 2015)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로 고속도로 하이패스(hi-pass) 시스템
에서 수집된 결제 기록을 통하여 지역 간 통행에 대한 시간대별 통행패턴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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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정책검토
정부는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통한 정책 수립 등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
남에 따라 2020년 7월에 160조의 재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뉴딜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2021년)를 통하여 디지털 뉴딜에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_이하 NIA)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하여
구축하는 데이터 댐을 핵심 인프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NIA의 데이터 댐은 15개 분야 (현 10개+5개 분야 추가)의 각 분야별 플랫폼으로 구축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정보가공 등을 위한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
되고 있다.
NIA의 데이터 댐 10개 분야로는 교통, 유통, 문화, 환경, 지역경제, 통신, 중소기업, 산림,
금융, 헬스케어가 있으며, 각 지자체가 한국형 뉴딜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림 2-15]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 5대 대표과제
[지능형(AI) 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디지털 트윈] 전국 3차원 지도, 정밀지도 구축 조기 완료
[데이터 댐]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AI+X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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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및 특성분석
1.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가. 개요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는 기본적인 교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투자와
정책 기초자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토지개발에 의한 영향평가, 교통문제의 발견,
교통개선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분야(기초 통행량, 통근, 고령자 관광·연휴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내의 전반적인 통행현황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의 활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1]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Ⅱ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Ⅲ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

Ⅳ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Ⅴ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Ⅰ-1
Ⅰ-2
Ⅰ-3
Ⅰ-4
Ⅰ-5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
기종점 통행 발생량 분석 리포트
계절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Ⅱ-1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
Ⅱ-2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
Ⅱ-3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
Ⅲ-1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Ⅲ-2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 분석 리포트
Ⅳ-1
Ⅳ-2
Ⅳ-3
Ⅳ-4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
관광지 내외부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Ⅴ-1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리포트
Ⅴ-2 도심공동화 분석 리포트
Ⅴ-3 생활권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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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 모빌리티 구상(안)
통신 모빌리티는 총 5개 분야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Ⅰ-1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

- 통신 데이터는 일단위의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가 구축되기 때문에 일 단위의
기종점 통행량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일평균 통행량 분석이 가능
- 통신 데이터는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통행이 수집되기 때문에
통행이력 누락에 대한 기존 O/D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음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통행량에 대한 정보 분석
-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통행 발생량과 통행 도착량 산출
일별 통행량을 합산한 후 365일로 나누어 일평균 통행량 산출
전라북도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는?
전라북도의 1인당 통행발생 원단위는?
전라북도의 면적당 통행발생 원단위는?

일평균
발생량

일평균
도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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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종점 통행 발생량 분석 리포트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2

기종점 통행 발생량 분석 리포트

개요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종점 통행분포를 분석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가구통행실태조사로 조사되지 않은 통행분포 형태를 분석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가능

분석
방법

-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기종점 통행량 분석
- 통신 데이터는 읍면동 이하의 교통존의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가가 필요한
형태로 공간적 단위를 집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

활용
방안

- 전라북도는 어느 시도로 많이 이동할까요?
- 전라북도 완산구로 오는 통행은 어느 시군구에서 많이 방문할까요?
- 전라북도는 어느 외부지역에서 많이 방문할까요?

전라북도
외부통행
분석

일평균
도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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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절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3

계절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개요

- 계절별 통행발생량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활용하여 계절별 정책수립을 위한 기
반자료로 활용
- 기존 KTDB O/D는 기간에 대한 세분화가 불가능하였으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
절구분, 분기구분, 월 구분 등을 통해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통행 특성을 분석

분석
방법

-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계절별 기간을 구분하여 통행
발생량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통행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 전라북도에서 계절별 통행량 변화가 가장 민감한 시군구는?

계절별
통행 발생량
분석

계절별
통행 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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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4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개요

- 통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분석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분석
- 통행목적을 구분하여 통행목적별 통행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분석

분석
방법

- 모든 연령,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통행목적과 통행시간대를 구분하여
통행발생량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통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 통행목적별 주요 통행 시간대는?

통행
목적별
통행량
분석

통행
목적별
주요 시간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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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5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개요

- 남성과 여성의 통행발생량에 대한 차이 분석
- 연령대별 통행발생량에 대한 차이 분석
-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를 통해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음

분석
방법

- 모든 목적,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통행발생량 분석
- 모든 목적,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통행발생량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여성의 통행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어디일까?
-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통행을 발생시키는 연령대는 어디일까?

일평균
발생량

일평균
도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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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

Ⅱ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Ⅱ-1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

개요

- 통근시간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통근시간에
따라 여가활동, 수면 등 인간 활동의 구성에 많은 영향이 있음
- OECD는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근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 통신 데이터의 통행시간과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통근시간과 관련한 전라북도내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분석
방법

- 출퇴근 이력을 추출하여 출근 소요시간과 퇴근 소요시간을 산출
- 출근은 심야시간대 주체류지를 기준으로 하며 퇴근은 심야시간대 주체류지를 기준으로
계산함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통근시간이 가장 긴 시군구(읍면동)는?
- 전라북도 남성과 여성 중 출퇴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성별은?
- 연령대별 통근시간은 어떠할까요?

출 퇴근
시간스톡
분석

평균
출퇴근
시간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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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

Ⅱ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Ⅱ-2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

-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적정 통근시간 내에 통행이 가능하다면 국민의 교통여건이 우수
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국민이 희망하는 적정 통근시간을 초과하는 통근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교통여건
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이 희망하는 적정 통근시간 대비 실제 통근 시간의 비를 통해 지역별 열악
통행권 분석
- 열악통근권 지표 = 실제 통근시간/희망 통근시간
- 전라북도에서 60분 이상 출근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 전라북도의 열악 통근지역 상위 5개 지역은?

통근시간
정책목표
설정 활용

열악
통근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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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

Ⅱ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Ⅱ-3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

개요

- 지역별 통근거리는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거리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통근거리 분포를 확인하여 지역별 통근거리 현황을 분석

분석
방법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지 및 근무지를 추정한 후 평균 통근거리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통근거리가 가장 긴 시군구(읍면동)는?
- 전라북도의 평균 통근거리는?
- 전라북도의 평균 통근거리 이상인 시군구 비율은?

직주거리
분석

평균
통근거리
스톡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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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Ⅲ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

Ⅲ-1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개요

-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자 통행분석의 중요성이 더
욱 높아질 예정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통행을 분석하여 고령자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과 적게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

분석
방법

- ⓐ 통신 데이터에서 고령자(연령대: 70~110대)의 통행 발생량을 지역별로 추출
- ⓑ 모바일 데이터에서 전체 통행 발생량을 지역별로 추출
- 고령자 통행 비중 계산 : ((ⓐ / ⓑ ) * 100)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고령자 통행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 전라북도 완산구에서 고령자 통행비율이 높은 읍면동은?

고령자
통행인구
분석

고령자
통행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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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 분석 리포트

Ⅲ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

Ⅲ-2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 분석 리포트

-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자 통행분석의 중요
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
-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주요 통행구간을 분석하여 고령자 통행이 빈
번하게 발생하는 기종점 통행구간을 분석
-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여 지역내에서 고령자(연령대: 70~110대)가 주로
통행하는 기종점 통행구간을 분석
- 전라북도에서 고령자가 가장 많이 통행하는 기종점 구간은?

고령자
시종점
분석

고령자
주요 통행
시종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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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

Ⅳ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Ⅳ-1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

개요

- 동일한 지역이라도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관광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연령대 별로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연령대별 관광 특화지역 분석

분석
방법

-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여 지역내에서 연령대별로 통행량이 높은 지역을 분석
- 통행목적은 여가목적으로 설정하여 분석

활용
방안

- 여름철 20대가 많이 방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 40대, 50대가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어디일까요?

연령별
주요 관광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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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Ⅳ

Ⅳ-2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개요

- 관광지는 계절별로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달라짐
- 관광객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별로 지역별 핫 플레이스를 분석하여 관광기간의 맞춤형
대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분석
방법

-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대상으로 계절별 여가통행 발생량을 분석
(봄 : 3~5월, 여름 : 6~8월, 가을 9~11월, 겨울 : 12월 & 1~2월)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벛꽃 개화시기에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전라북도에서 여름 휴가철에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단풍시기에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겨울휴가철에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계절별
관광지별
방문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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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Ⅳ

Ⅳ-3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

개요

- 연휴기간 동안 평상시 대비 통행량 분석을 통해 증감량이 높은 지역을 분석

분석
방법

- 평상시 대비 인구 통행량 증감량 = 평상시 인구통행량 - 연휴기간 인구통행량

활용
방안

-

설 연휴기간 중 평상시 대비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가정의 달 연휴기간 중 평상시 대비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하계 휴가기간 중 평상시 대비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추석 연휴기간 중 평상시 대비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연휴 기간
통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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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관광지 내외부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Ⅳ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Ⅳ-4

관광지 내외부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개요

- 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역내 통행량과 외부 통행량을 구분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통행비율을 분석

분석
방법

- 선택한 지역의 통행목적을 여가목적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통행량과 외부통행량 비율을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외부지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관광객
내·외부
유입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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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리포트

Ⅴ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Ⅴ-1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리포트

-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외부에서 의존하지 않
고 도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함
- 자족도가 높은 도시는 통근과 관련된 출근통행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짐
- 통신 데이터의 출퇴근 정보를 확인하여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 지역내 출근통행량 / 전체 출근통행량
-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 전라북도에서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내
출퇴근
비율 분석

자체
수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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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도심공동화 분석 리포트

Ⅴ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Ⅴ-2

도심공동화 분석 리포트

개요

- 도심공동화 현상은 중심 시가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이동현상으로 도심의 지가 급등, 각종 공해로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진출하는 결
과임
- 통신 데이터의 출근 지역과 퇴근 지역을 파악하여 도심공동화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
을 분석

분석
방법

- ⓐ 지역별 심야 시간대 도착지 트립타입이 집(H)인 인구 추출
- ⓑ 지역별 낮 시간대 도착지 트립타입 전체(또는 잠재체류지)인 인구 추출
- 도심 공동화 지표 산출 : (ⓑ/ⓐ)*100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도심공동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도심
공동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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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생활권 분석 리포트

Ⅴ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Ⅴ-3

생활권 분석 리포트

개요

- 행정구역체계로 구분된 생활권은 실제 인구의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통신 데이터는 공간적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반경을 기반으로한 생활권을 분석할 수 있음

분석
방법

- 기종점 권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SDE 분석
- SDE 분석을 통해 그려진 타원의 중첩되는 비율을 측정
- 중첩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면 생활권역으로 포함

활용
방안

- 전라북도 완산구 주민의 실제 생활권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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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가. 개요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시공간적·공간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모니터할 수 없었던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통행량, 교통혼잡, 신호운영, 안전, 기타 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의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내의 전반적인 통행현황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의 활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2]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구성(안) 】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1
Ⅰ-2
Ⅰ-3
Ⅰ-4
Ⅰ-5

교통량 현황분석
속도 현황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분석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
통행지표 종합 분석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1
Ⅱ-2
Ⅱ-3
Ⅱ-4

혼잡구간 비율 분석
혼잡축 시공도 분석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

Ⅲ-1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Ⅲ-2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

Ⅱ

Ⅲ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Ⅳ-1 피로도 분석
Ⅳ-2 속도편차 분석
Ⅳ-3 과속비율 분석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Ⅴ-1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Ⅴ-2 사전사후 분석
Ⅴ-3 출퇴근 통행 패턴 분석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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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모빌리티 구상(안)
차량 모빌리티는 총 5개 분야 1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8] 교통량 현황분석 리포트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

Ⅰ-1

교통량 현황분석

개요

- 교통량 데이터는 도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며, 다양한 교통망성
능평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로 활용

분석
방법

- 개별 도로별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목적에 맞추어 교통량 정보를 재가공하여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교통량이
전라북도에서 교통량이
전라북도의 도로등급별
전라북도에서 화물차가

가장
가장
평균
가장

많은 도로는?
많은 시군구는?
교통량은?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예시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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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속도 현황분석 리포트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

Ⅰ-2

속도 현황분석

개요

- 차량 GPS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되는 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의 소통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속도 현황 분석

분석
방법

- 개별 도로별 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목적에 맞추어 속도 정보를 재가공하여 분석
- 차량 GPS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되는 속도는 다양한 속도의 형태로 재가공이 가능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속도가 가장 낮은 도로는?
전라북도 속도가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은?
전라북도 시군구별 평균속도는?
전라북도의 도로등급별 평균속도는?

예시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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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대기오염배출량 현황분석 리포트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

Ⅰ-3

대기오염배출량 현황분석

개요

- 최근 환경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이며,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에 맞춤화된 정책수립이 중요

분석
방법

- 개별 도로별로 산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목적에 맞추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재가공하여 분석
- 대기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학물, 질소산화물이 있음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는?
전라북도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화물차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단위면적당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차종별
미세먼지
현황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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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 리포트

Ⅰ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4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

- 교통혼잡비용은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계량화한 지표로 혼잡의 규모
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비용이 약
8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혼잡기준 속도 이하로 주행한 차량들에 대해 교통혼잡비용이 산출되며, 차종별,
도로등급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종합 분석
- 전라북도에서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군구는?
- 전라북도 도로등급별 교통혼잡비용은?
- 전라북도에서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 1km당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로는?

교통
혼잡비용
분석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국가교통정책지표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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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통행지표 종합 분석 리포트

Ⅰ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Ⅰ-5

통행지표 종합 분석

개요

- 교통량, 속도, 혼잡빈도강도, 차량주행거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배출량 등 다양한 통행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통행 수준을 분석

분석
방법

- 산출된 다양한 통행지표를 활용하여 평일/주말,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수준 등을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평균 교통량 차이는?
- 평일대비 주말의 평균속도 차이는?
-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은?

통행지표
종합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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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혼잡구간 비율 분석 리포트

Ⅱ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1

혼잡구간 비율 분석

개요

- 혼잡구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여 지역의 혼잡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

분석
방법

- 24시간 중 한시간이라도 혼잡기준속도 이하로 떨어진 도로구간을 혼잡구간으로 선정하
여 전체 도로연장 대비 혼잡구간 비율을 산출

활용
방안

- 전라북도의 연도별 혼잡구간 비율 추이는?
- 전라북도의 시간대별 혼잡구간비율 추이는?
- 전라북도의 혼잡구간 연장은?

혼잡구간
비율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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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정체구간 축 단위 분석 리포트

Ⅱ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2

정체구간 축 단위 분석

개요

- 정체구간을 단순 도로단위가 아닌 축단위의 혼잡을 분석하여 축별 혼잡수준 분석

분석
방법

- 차량 경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행거리 대비 통행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축을 선정하고
차량 경로의 빈도를 연계하여 주요 정체구간을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가장 혼잡한 교통축은?
- 전라북도에서 시간대별 가장 혼잡한 교통축은?

수도권
광역교통축
속도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내부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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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 리포트

Ⅱ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3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

개요

- 혼잡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어느지역으로 많이 가는지를
분석하여 혼잡도로에 대한 공간적 통행 패턴을 분석

분석
방법

- 혼잡도로를 통과한 차량들에 대한 기종점 데이터를 집계하여 혼잡도로에 대한 기종점
통행패턴 분석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서신로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는지?
- 전라북도에서 거마평로에서 진출하는 차량들은 어느지역을 많이 가는지?

교통혼잡
공간패턴
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8), 장관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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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리포트

Ⅱ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Ⅱ-4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개요

- 지자체 내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속도 및 교통량 데이터의 수집한계로 전체 도로를 대
상으로 한 혼잡도로 운선순위 산정이 어려웠음
-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산출된 교통량과 혼잡빈도강도를 활용하여 양과 소통상태를 반영
한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분석
방법

- 교통량 기반의 혼잡지표(V/C)와 속도 기반의 혼잡지표(혼잡시간강도)를 함께 고려한 종
합점수를 산정하여 혼잡개선 우선순위 산정

활용
방안

- 전라북도에서 혼잡개선이 가장 시급한 도로는?
- 전라북도에서 혼잡점수가 가장 높게 상승하고 있는 도로는?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0), 교통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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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리포트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

Ⅲ

Ⅲ-1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개요

- 지자체 내 모든 교차로에 대해 신호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인프라
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차량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프라 설치 없이도 교
차로의 신호운영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분석
방법

- 지자체 내 모든 교차로를 대상으로 차량 GPS 데이터 기반으로 산정된 대기행렬 길이,
제어지체, 정지횟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분석

활용
방안

-

교차로의 방향별 회전교통량은?
혼잡교차로의 대기행렬 길이는?
교차로별 평균제어지체는?
전라북도내 가장 혼잡한 교차로는?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자료: INRIX(2020), InRIX Signal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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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 리포트

Ⅲ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

Ⅲ-2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

개요

- 지자체 내 신호운영과 관련된 지표들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신호운영 수준을 평가

분석
방법

- 지자체 내 지역별 신호운영 종합 순위와 LOS 비율, 교통량, 지체시간 등 종합적 현황
모니터링
- 우리 시군구의 LOS 비율은?
- 차량당 평균 지체시간은?
- 시간대별 총 지체시간은?
- 우리 시군구에서 가장 혼잡한 요일은?

활용
방안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자료: INRIX(2020), InRIX Signal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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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운전자 피로도 분석 리포트

Ⅳ

개요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Ⅳ-1

운전자 피로도 분석

-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에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장시간 운전자는 졸음운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 차량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시간 운전자가 집중되는 도로를 분석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
- 주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 초과하는 차량들의 비율을 분석

 
분석
방법

 



: 링크 i의 운전자 피로도 비율(Fatigue Driving Rate)
  : 링크 i의 총통과 차량대수
 : 링크 i에서 2시간 이상 주행한 차량수

활용
방안

- 장시간 운전자가 집중되는 도로구간은?
- 운전자 피로도와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는?

운전자
피로도 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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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운전자 피로도 분석 리포트

Ⅳ

개요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Ⅳ-2

속도편차 분석

- 속도편차와 교통사고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속도편차가 높게 나타나는 도로를 분석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
- 해당 도로의 평균속도와 개별 차량 속도차이를 활용하여 속도분포의 퍼짐 정도를 산출



  
 

분석
방법

속도편차  



 




여기서, 속도편차  
: x 도로구간의 속도편차
 :  도로구간을 통행한 i 차량의 개별 차량 주행속도(km/h)



활용
방안

:  도로구간의 전체 평균속도(km/h)

- 급가속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은?
- 속도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도로구간은?

속도편차
분석

자료: 카카오모빌리티(2020),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66 ∙ 전북 모빌리티 리포트(Mobility Report) 기본방향 구상

[표 3-31] 과속비율 분석 리포트

Ⅳ
개요
분석
방법
활용
방안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Ⅳ-3

과속비율 분석

- 과속은 교통사고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과속이 높게 나타나는 도로를 분석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
-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비율을 분석
- 과속비율이 높은 도로구간은?
- 도로등급별 과속구간 비율은?

과속비율
분석

자료: 카카오모빌리티(2020),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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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리포트

Ⅴ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Ⅴ-1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개요

-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

분석
방법

- 내비게이션의 길안내 건수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지역/관광지의 젠트리피케
이션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활용
방안

- 우리지역 관광지의 길안내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은?
- 우리지역 관광지의 길안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내
출퇴근
비율 분석

자료: 티맵모빌리티(2020), T map Trend Ma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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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사전·사후 분석 리포트

Ⅴ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Ⅴ-2

사전·사후 분석

개요

-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정책시행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다음의 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기준에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책시행, 건설,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의 시행 전후 분석을 통해 효과를 정확
히 측정하고 피드백하여 정책시행의 효율성 증진 필요

분석
방법

- 평균속도, 통행시간, 교통혼잡비용 등 다양한 통행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시행 전후의 효
과를 분석

활용
방안

- 도로 개통 후 통행속도 증감의 변화는?
- 차로 확장, 신호운영 개선 후 교통혼잡비용의 변화는?

사전사후
분석

자료: RITIS(2017), Overview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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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출·퇴근 통행패턴 분석 리포트

Ⅴ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Ⅴ-3

출·퇴근 통행패턴 분석

개요

- 출퇴근 수요는 일상 교통생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행목적으로 출퇴근
수요에 대한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을 통해 출퇴근 수요에 대한 교통정책 수립 필요

분석
방법

- 차량 GPS 데이터의 기종점 통행정보를 활용하여 특정지역으로 유입되고 특정지역에서
유출되는 통행분포를 분석

활용
방안

- 퇴근시간 전라북도 완산구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은?
- 출근시간 전라북도 외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출퇴근
통행패턴
분석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7),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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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 선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정책결정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필요성 및 활용가능성 등이 높은 모빌리티 리포트를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를 선정
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실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북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는 자료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 정책활용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은 자료 구득, 수집이 비교적 쉬우며,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용이한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크기를 의미한다. 정책활용성은
해당 모빌리티 리포트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실제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며, 필요의 우선
순위가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과 정책활용성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상’에 가까울수록 용이성 및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의 경우 자료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은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
트와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부문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일평균, 계절별,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의 자료수집의 용이성이 높았으며, 관광·
연휴 모빌리티 리포트에는 계절별 핫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활용성은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일평균, 기종점 통행량 분석)와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통근시간, 열악통근권, 직주거리 분석),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관광 특화지역,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분
석 시 현황 정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누락된 교통량 조사지점의 통행량 확인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통행행태를 반영할 수 있어 정책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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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종점 통행 발생량 분석 리포트는 버스노선 결정 시 기종점 통행 발생량을 기반
으로 버스노선의 최적화(환승지점, 주노선 설정 등)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시 객관적 증거 활용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 업무가 가능할 것이며, 예산의 한계로 단
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버스 정류장 개편, 보도정비 등)에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의 계절별, 시간대별,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는 해당 리포트 정
보를 통한 정보제공, 기존 서비스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급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책활용성 ‘중’으로 판단하였다.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의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는 통근시간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의 도로
사업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는 역알 통근권
개선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 지역 선정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를 통해 직주거리에 따른 통근시간 개선 정책 수립 시 개선 방식을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직주거리 대비 통행시간이 긴 경우 교통수단 및 운영
방식 변경 등 적합한 정책 추진방향을 검토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통근시간,
열악통근권, 직주거리 분석은 통행 목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근 목적 통행에 대한
개선으로 정책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는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을 통해 버스 노약자 승하차 도움이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지점 설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을 분석하여 노인보호
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여 관광지 주요
대상자에 따른 관광지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는
계절별 교통수요 집중 기간에만 운영하는 관광버스 운영 등의 정책 추진시 활용하여 전라
북도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는 연휴기간의 통행량이 집중되는 노선에 우회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특정 기간에 대한 분석으로 활용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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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활동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을 통한 자족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각 시군의 정책수립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심공동화 분석으로
도심공동화 개선을 위한 규제 설정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권 분석
리포트를 통한 주요 생활권 연계 노선(BRT 등) 구축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35] 전라북도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의 자료수집 용이성 및 정책활용성
구분

기초 통행량
모빌리티 리포트

통근 모빌리티
리포트
고령자 모빌리티
리포트
관광·연휴
모빌리티 리포트

사회·경제활동
모빌리티 리포트

리포트 번호

리포트 명

통행량-001
통행량-002
통행량-003
통행량-004
통행량-005
통근-001
통근-002
통근-003
고령자-001
고령자-002
관광·연휴-001
관광·연휴-002
관광·연휴-003
관광·연휴-004
사회경제-001
사회경제-002
사회경제-003

일평균 통행량 분석 리포트
기종점 통행량 분석 리포트
계절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성별·연령별 통행량 분석 리포트
통근시간 분석 리포트
열악통근권 분석 리포트
직주거리 분석 리포트
고령자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고령자 주요 통행구간 분석 리포트
관광 특화지역 분석 리포트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리포트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
관광지 내외부 통행비율 분석 리포트
경제활동 자체 수용비율 분석 리포트
도심공동화 분석 리포트
생활권 분석 리포트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
상
중
상
상
상
중
중
하
중
중
중
상
상
상
하
하
하

정책활용성
상
상
하
중
중
상
상
상
하
중
상
상
하
중
중
중
중

나.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경우 자료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은 기초 교통현황 모빌리티 리
포트와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부문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교통현황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교통량, 속도 현황분석의 자료수집의 용이성이 높
았으며,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에는 혼잡구간 비율 분석 리포트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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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용성은 기초 교통현황 모빌리티 리포트(교통량, 속도 현황분석)와 교통혼잡 모빌
리티 리포트(혼잡구간 비율, 혼잡축 시공도 분석)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초 교통현황 모빌리티 리포트의 교통량 현황분석 리포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요분석 시
현황 정산 자료로 활용하여 정산의 정확성 향상과 그로 인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속도 현황분석 리포트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등 교통안전 정책의 효과 분석 등 정책평가 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혼잡구간 비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여 도로 확장구간
선정 등 혼잡구간을 선정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 추진 구간 선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혼잡축의 경우 지방도-국도 연계 노선일 경우 지방도 사업은 국비 확보가 어려워 확장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하여 혼잡축 분석으로 국도 승격 추진 근거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정책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으로 교통혼잡 구간 개선 및 도로개선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의 경우에는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을 통한 신호 운영
변경 시 경찰과 업무협의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긴급차 우선신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에는 피로도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은 구간을 기준으로
졸음 쉼터 설치 위치 결정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속도편차 분석을 통해 도로 선형
개선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속비율 분석을 통해서는 과속카메라, 교통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규제 도입
근거 자료로의 활용과 사전사후 분석을 통해 특정 정책 추진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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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퇴근 통행 패턴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는 출퇴근 교통수단 공급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6] 전라북도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자료수집 용이성 및 정책활용성
구분

기초 교통현황
모빌리티 리포트

교통혼잡 모빌리티
리포트
신호운영 모빌리티
리포트
안전 모빌리티
리포트
기타 모빌리티
리포트

리포트 번호

리포트 명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

정책활용성

교통현황-001
교통현황-002
교통현황-003
교통현황-004
교통현황-005
교통혼잡-001
교통혼잡-002
교통혼잡-003
교통혼잡-004
신호운영-001
신호운영-002
안전-001
안전-002
안전-003
기타-001
기타-002
기타-003

교통량 현황분석
속도 현황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분석
교통혼잡비용 현황분석
통행지표 종합 분석
혼잡구간 비율 분석
혼잡축 시공도 분석
교통혼잡 공간적 통행패턴 분석
혼잡개선 우선순위 분석
신호운영 모니터링 지표 분석
지역별 신호운영 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
피로도 분석
속도편차 분석
과속비율 분석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사전사후 분석
출퇴근 통행 패턴 분석

상
상
중
하
중
상
중
상
하
하
하
중
상
상
하
하
중

상
상
중
중
중
상
상
중
중
하
중
중
중
중
하
중
중

다.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 선정
위의 리포트별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과 정책활용성을 종합하여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를 선정하였다. 핵심 모빌리티 선정 기준은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용이성이 ‘중’ 이상
이고, 정책활용성이 ‘상’인 모빌리티 리포트를 우선 선정하였다.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의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로는 기초통행량(일평균, 기종점 통행량),
통근(통근 시간, 열악통근권), 관광(특화지역, 핫플레이스) 부문 리포트로 선정하였으며,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에는 기초통행량(교통량, 속도), 교통혼잡(혼잡구간, 혼잡축 시공도)를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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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핵심 모빌리티 리포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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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1. 기본방향 설정
2.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제 4 장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

1. 기본방향 설정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방안으로는 크게 교통계획, 교통안전,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앞서 설명한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신·차량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을 통해 데이터 미비 등 기존의 환경·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실제 통행 분석에 기반한 다방면의 활용
방안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계획 분야에서는 기존 통행의 발생량, 분포 등 기초 통행량 분석을 통하여 도로 확장
및 신설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우선순위 선정 등 실제 통행에 기반한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리포트를 활용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한 안전시설 설치 지침 개선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령자 통행
분석을 통한 고령자 대상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분야에서는 관광지역 모빌리티 리포트. 계절별 핫 플레이스 분석, 관광지 통행비율
분석 등 관광지 교통정책 수립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과 이외에도 생활권 분석 등을 통한
경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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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가. 교통계획 부문
1) 교통 서비스의 운영 개선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을 통해 기존 교통 서비스의 운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 전라북도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BMS 등 정보제공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의 운영
개선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노선의 신규 배치 또는 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유자전거 및 PM 등의 추가 공급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라북도의 공유자전거는 군산, 익산 등의 지역에 공급되어 있지만, 주로 관광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통근, 통학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모빌리티 리포트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공유자전거 및 PM 정류소의 최적 위치를
배치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공유자전거의 확대 공급을 통한
대중교통 및 친환경 수단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 기존 제공하던 내비게이션, BMS 등의 정보 정확성 향상을
통한 교통운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차량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에서 모빌리티 리포트의 다양한
분야의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미수집 구간 정보제공, 정보의 편향 보완 등 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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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네비게이션 예상 도착시간, 최적경로 제공, BMS 도착 정보 등의 정확성
향상을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통근관련 모빌리티 리포트, 관광부문 모빌리티
리포트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근시간 및 연휴 등에 유동적으로 활용하며,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의 선정 등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통계획 정확성 향상
현재 신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계획할 때는 KTDB의 지역별 O/D 통행량에
기반하여 수요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KTDB의 지역별 O/D 통행량은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에 기반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통행량이 극히 적은 지역은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통신 정보 등 비교적 정보량의 편차가 없는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정보를
통해 O/D의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결과가 충분히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통행량 리포트를 통한 보완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일정부분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O/D의 보완을 통해 신규 교통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추정이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야버스 등 신규 이동수단의 도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야버스와 같은 기존 공급이 미치지 못하던 시간, 지역의 신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전라북도의 인구밀도는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분석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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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는 모빌리티 리포트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최적 경로 설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모빌리티 리포트의 통행 분석에 기반하여 기존의 기종점 통행량 보완을 통해 신규
인프라 및 교통수단의 계획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통안전 부문
사고정보와 속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교통 위험 구간을 예측하는 등 교통안전 부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빌리티 리포트의 사고발생지점, 운전자 피로도, 속도편차,
과속 지점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안전 정책의 우선 적용 등 교통안전 문제 해결에 다각적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모빌리티 리포트를 활용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빌리티 리포트의 고령자 통행비율, 주요 통행구간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이동 분포가 높은 구역을 선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 설정, 심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 등의 안전 정책을 우선 적용하도록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부문
관광 부문 리포트를 통하여 전라북도 관광지의 실수요를 분석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분석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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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특화지역 분석, 계절별 핫플레이스 분석, 연휴기간 통행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고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수요와 결합하여 맞춤형 전략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사회·경제 부문 리포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추출하여 이를 보완, 발전
시키기 위한 사회·경제 부문의 대응책 마련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부문 리포트를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등 오염원의 발생이 심각한 구간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통하여 배출 규제 구역을 설정하고 총량제, 차량 5부제 도입
등의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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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가. 결론 및 논의사항
최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이용객의 실제 통행 및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문으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이 커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교통부문
특성상 정부 및 지자체가 중심이 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의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위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모빌리티 리포트의 기본방향으로 통신 및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를 구상하고 통신 및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정의하였다.
 통신 모빌리티 리포트 : 기초 통행량, 사회·경제활동, 통근, 고령자, 관광·연휴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 : 기초 통행량, 교통혼잡, 신호운영, 안전, 기타

이러한 모빌리티 리포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활용방안은 크게
교통계획, 교통안전,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통계획 부문에서는 제공 정보의
정확성 향상 및 택시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통운영개선 정책과 최적 경로 제공, 기종점
통행량(O/D) 보완 등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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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부문에서는 위험구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부문에서는 관광, 사회·경제, 환경 부문 등의 모빌리티 리포트를 통해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은 도정운영의 큰 이바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보
수집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의 신뢰성 등에 대한 부문은 여전히 해결이 필요
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민관 제휴, 법적 제도 개선,
데이터 신뢰성 향상 연구 등 다각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북도의 차별성 있고 정확한 모빌리티 리포트의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위한 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모빌리티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개선을 통한 교통정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궁긍적인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전라북도 통행행태 진단 및 신규
교통정책 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교통안전, 교통복지, 관광 분야 등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제원 투자 방향 등 설정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통정책 추진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추진효과 검토가 가능
하며, 개선방향 도출 등 서비스의 질적 활용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교통정책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교통정책 수립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분야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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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향후 모빌리티 리포트의 활용을 통한 교통정책 수립 등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확한 구축이 기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현황 파악, 정책 수립, 사후 평가 등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정책 수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1)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과정의 제언
본 연구에 활용되는 모빌리티 데이터는 한국교통연구원의 View-T 구축데이터를 중심
으로 수행되나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 등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택시 DTG, 대중교통카드 데이터,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는 전라북도 지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사전 데이터 특성 파악 및 지역 행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모바일 및 차량 모빌리티 데이터는 대부분 민간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의
MOU 협동 연구, 공동정책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데이터의 활용 및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데
이터의 활용 시 데이터 검증에 관한 문제 등의 한계에 대해서도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통정책 분야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은
기지국 민간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의 가공처리와 DB구축을 함께 고려한 연구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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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및 차량 모빌리티 리포트는 기초 통행량, 통근, 고령자 관광·연휴사회·
경제활동 등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으며, 이들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나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상세하게 다룰지에 대한 연구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통행행태 및 통행량 등은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모바일·차
량 모빌리티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건변화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해당 기간과 이전 이후 구간의
변화, 추석 명절에 의한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모빌리티 리포트 제공을 위한 데이터 구축 비용은 대략 16.5억 원 수준으로 예산 확보
측면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확보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5-1] 데이터 구축비용
사업명
차량 GPS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구분
내부
외부

내부
모바일
교통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빅데이터
기반맵 구축

외부

내부
외부

세부내용
데이터 분석, 검증, 지표산출, 온라인 시스템 기획
차량 GPS 데이터 가공 및 DB구축(80%), 온라인 시스템 구축(20%)
티맵 내비 데이터 구매
클라우드 사용비용(데이터 전달용)
소계

금액(천원)
160,000
380,000
100,000
50,000
690,000

모바일 통신 데이터 가공 알고리즘 개발
모바일통신 원천 DB 구매
모바일통신 데이터 가공 알고리즘 최적화 및 시스템 연결
모바일통신 데이터 기반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소계

150,000
200,000
50,000
230,000
630,000

구축 네트워크 검수
차량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구축
소계

210,000
120,000
330,000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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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0

2) 모빌리티 리포트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모빌리티 리포트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지표 개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고찰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하며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발간을 통한 전라북도 지역의 정책적 활용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방안 이외의 구체적이며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 지역의 모빌리티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뿐 아니라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 단계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SOC투자, 대중교통 운영 및 계획, 교통 복지정책 수립, 관광정책 수립 등 다양한 교통
정책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구조의 효율성 분석, 사회경제적 여건
등 교통 이외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
화가 필요하며, 리포트 발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빌리티 데이터 구축 및 활용과 지자체의 활용이 그 표현 범위나
구체성 측면에 있어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모빌리티 리포트
구상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리포트 발간의 목적을 명확히하여 리포트 구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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