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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희망도착시간 기반의 권장출발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추정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착시
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전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은 출발시
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혼합분포로 각 시간대에 대한 수집확률을 가중치로 하는 혼합모형을 통해 추정 가능하며, 통계적 분석 결
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으로 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장진입시간 추정 모형을 적용한 결과 평균 95%의 정확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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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의 신설․확장을 통한 공급의 확대
는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로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입
되었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도로
공사는 1993년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실시간 교통정보는 도로전광
표지, 인터넷, ARS, 스마트폰 앱, 트위터 등을 통해 구간별 정
체상황, 속도, 통행시간, 돌발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ADUS (Archived Data User
Service)의 일환으로 OASIS (Operation Analysis &
Supportive Information System)라는 이력자료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OASIS에는 고속도로 전체 노선에 대한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TCS (Toll Collection
System), 기상, 유고 등의 자료가 2008년부터 저장되어 있으
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예보지원시스템에서는 출발시
간 기준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통정보는 현재 출발할 경우에 소요될 통행시간
및 경로에 대한 정보로서 약속 및 회의 등과 같이 도착시간이 정
해져 있을 경우에 대한 최적 출발시간 등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
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예측통행시간의 경우 출발시간대에 대한
평균 통행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이용자가 도착시간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으므로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시간에 적합한 출발시간대를 알려
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시간에 적합한 권장출발시간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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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출발시간대를 증가시키면서 희망도착시간
내에 도착하는 출발시간대를 선정하는 방법과 희망도착시간에서
통행시간만큼 감소시켜 출발시간대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전
자의 경우 현재부터 기·종점에 대한 경로통행시간 및 도착시간을
산출하여 희망도착시간과 계속 비교하여 권장출발시간을 산출하
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 증가로 인한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
는 반면 후자는 희망도착시간에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과 허용 오차를 제외하면 산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
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으로
전이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도착시간에서 경로통
행시간만큼 좌측으로 이동시켜 얻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
된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도착시간 기준으로 산출된 경
로통행시간이 유사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상이하다면 정확
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출발시
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전이 가능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희망도
착시간 기반의 권장출발시간 추정 기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관련 분야 연
구사례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살펴본 후 서울~안성 구간에서 수
집된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자
료를 대상으로 도착시간 기준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TG~금호JC 구간에서 이를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희망도착시간 기반의 권장출발
시간 추정 기법에 대한 적용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고찰
통행시간 관련 연구는 도착시간 기준과 출발시간 기준 통행시

간 추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도착시간 기준 통행시간 추정 연구는 주로 실시간 통행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Quiroga, C. and
Bullock, D. (1998), 최기주와 신치현 (1998)는 GPS와 GIS
를 이용하여 교차로통과시간을 구한 후 두 노드간의 시간차를 이
용하여 통행시간을 추정하였으며, 심상우와 최기주 (2006)는
GPS Probe의 링크미통과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한 후 이들 유형
의 대기행렬소멸길이와 신호현시 등을 추정하여 링크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Zhang, X. and Rice, J. (2003)은 프로브 통행
시간과 지점검지 통행시간의 선형관계이용하였으며, Chen et
al. (2004)는 이력자료의 경로통행시간과 순간통행시간의 합에
대한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경로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유정훈
(2008)은 VDS를 통해 측정된 교차로간의 순행통행시간과 교
차로 통과지체(AVI 통행시간-VDS 순행통행시간의 합)를 이용
한 다항회귀식을 통해 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Sun et al.
(2008)는 차량통행시간 궤적만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을 추정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Pu et al. (2008)는 실시간 버스 통
행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통행시간 추정 방법론으로 베이지안 기
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Pu et al. (2009)는 버스 프로브를 이
용하여 도시부도로의 통행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와 상
태공간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과 속도를 추정하였다.
Thomas, R. and Robert, M. (2003)는 Phoenix 지역의
I-17 구간에 대한 VDS의 이력자료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출발시점까지 VDS 통행시간을 역추적하여 경
로통행시간을 산출하였다.
출발시간 기준 통행시간은 통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부분 예측 관련 연구이다. Rice, J. and Zwet, E. (2004)는
현재의 통행시간과 장래 통행시간 사이의 선형관계를 이용한 회
귀식을 통해 통행시간을 추정하였고, Yoshikazu et al.(2000)
은 TCS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턴매칭법으로 고속도로 경로통행
시간을 추정하였다. 강정규와 남궁성 (2002)은 TCS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듈라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 추정하였으
며, 이의은과 김정현 (2002)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장거리
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Xie et al. (2004)은 다층신경망 및 다
항회귀모형을 통해 통행시간을 추정하였고, Wei, C. and Lee,
Y. (2007)은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
로 고속도로 통행시간을 추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재진 등
(2006)은 TCS 자료를 이용한 베이지안 모형을 통해 실시간 링
크통행시간 추정 기법을 제시하였다. 남궁성 (2005)은 TCS 데
이터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이용하여 PIFAB (Progressive
Iterative Forward and Backward, 이하 PIFAB)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경로통행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이현석과 전경수
(2009)는 집계시점과 통행시점의 차이를 밸런스 팩터(Balance
Factor)로 정의하고 이를 PIFAB 알고리즘에 적용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Xuegang et al. (2010)은 이력자료의 순간통
행시간 합과 현재의 순간통행시간 합의 차이에 파라미터를 적용
한 값과 이력자료의 경로통행시간을 합산하여 경로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심상우 등 (2013)은 고속도로 DSRC 이력자료를
이용한 경로통행시간 추정방법으로 해당 경로의 링크를 기반으
로 동적으로 집계하는 링크기반방식(LBM: Link-based
Method, 이하 LBM)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출발시간 기준과 도착시간 기준 통행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김재진 등 (2006)는 출발 및 도착시간
기준 구간통행시간 차이가 운전자의 운전행태와 혼잡수준에 따
라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 통행시간 관련 연구는 도착시간 및 출발시
간 기준으로 집계 또는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출발시간과 도
착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두 통행시간의 전이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Thomas, R. and Robert, M. (2003)에서 도착시간 기
준으로 경로통행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평균통행시간으로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과 같은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전이 가능성 및 변동성을 고려한 권장출발시간 추정 기법 개발이
요구된다.

Ⅲ. 도착시간 vs.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비교
1. 도착시간 vs.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관계 분석
동일한 출발시간대에 출발하더라도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으
로 인해 동일한 도착시간이 아닌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도착시
간이 나타나며, 그 결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1>
에서 700~705분 사이에 도착한 차량들의 출발시간은 <그림 2>
와 같이 650~675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각 출발시간대의
경로통행시간을 정규분포로 가정한다면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
시간은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분포의 혼합분포(mixture
distribution)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출발시각에 따른 도착시간 분포

그림 2. 700~705분 도착한 차량들의 출발시간대 분포

이론적으로 볼 때 혼합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중치
(mixture weight)와 각 요소분포(mixture component)
의 평균을 알고 있다면 혼합분포의 평균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이론적 기반으로 700~705분 사이에 수집된 통행시간의
분포는 절단된(truncated)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분포
들의 혼합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절단된 각 분포의 평균과 가중치를 산
정할 수 있으면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혼합분포를 추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도착시간에서 도착시간 기
준 경로통행시간만큼 좌로 이동시키면 해당 도착시간에 도착
할 수 있는 출발시간에 대한 기댓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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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각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분포가 절단된 정
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여 절단
된 각 분포의 평균과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집계주기 k에 수
집된 출발시각 기준 통행시간 X가 절단된 정규분포의 형태로 나
타날 경우 다음 식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1)

여기서, : 확률변수 X의 평균
 : 확률변수 X의 표준편차
a, b: 현 집계주기 k의 범위(b-a=5분)
∙ :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 :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밀도함수
이와 같이 절단된 정규분포를 가정할 경우 출발시간 기준 경
로통행시간의 절단된 통행시간 분포의 기댓값인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수집확률 산출식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각 도착시간 기준
집계주기에 포함된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수집확률이
산출되면 이를 이용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은 다음과 같
이 추정할 수 있다.
     ⋯  
  
   ⋯ 

여기서,
 : 집계주기 k의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추정치
 ⋯ : 집계주기 k에 도착한 절단된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
행시간들의 평균(n<k)
 ⋯ : 집계주기 k에 도착한 절단된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
행시간들의 수집확률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실측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이 동일하다면 도착시간에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을 좌로 이동시켜 산출된 출발시간
의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혼합모형을 이용한 추정치 역
시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부선 서울
TG~안성IC 구간의 2011년 3월 5일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실
험을 하였으며, 대응비교(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가설은 다음과 같다.

(2)

이러한 수식을 기반으로 700~705분 사이에 수집된 절단된
통행시간 분포의 기댓값은 <그림 3>과 같이 655, 660, 665,
670, 675, 680분 주기에 출발한 차량들의 절단된 경로통행시
간 분포의 혼합분포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655분 주기와 같이
일찍 출발한 차량들의 경로통행시간은 큰 통행시간만 수집이 되
는 반면 680분 주기에 출발한 차량들의 경로통행시간은 작은 통
행시간만 수집이 되나 수집빈도는 모두 작게 나타나며, 평균에
가까운 665분과 670분에 출발한 차량들의 경로통행시간은 모두
수집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4)

    
 
   

(5)

여기서,  : 도착시간 기준 추정 경로통행시간
: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혼합모형을 통해 추정된 도착
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분산이 동일할 경우(등분산 가정) 대
응비교 결과 p-value가 유의수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통행시간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착시간
에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만큼 좌로 이동시켜서 산출한
시간에 출발할 경우 추정된 경로통행시간과 유사한 값이 나타나
게 되며,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대응비교 결과
대응차
평균

표준오차

0.71

0.11

t

자유도

p-value

0.64

211

0.52

2. 도착시간 vs.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실증 분석

그림 3. 700~705분 도착한 차량들의 경로통행시간 혼합분포

이와 같은 혼합분포의 수집확률을 이용하면 도착시간 기준 경
로통행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수집확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수집확률      





(3)

* 정규분포가 특정값들에 의해 단측 혹은 양측에서 절단된 불완전한 모양의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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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에 전술한 이론적인 내용을 적용해도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경부선 서울TG~금호JC
구간의 2011년 3월 자료를 기반으로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
간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
다. 실증 분석은 집계주기별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을 좌측
으로 이동시킨 값을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비교하였으
며, 비교 지표는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경부선 하행 서울TG~금호JC 하행 구간에 대하여 비교한 결
과 <표 2>와 같이 구간 길이가 길어질수록 RMSE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MAPE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MAPE가 상대 오차인 반면 RMSE는 절
대 오차이기 때문에 구간길이가 길어질수록 경로통행시간도 증

가하므로 절대 오차인 RMSE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MAPE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간길이에 따라 변화는 있으나 도착시
간 기준 경로통행시간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오차는
전체적으로 5% 이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긴 구간인 서
울TG~금호JC 구간의 RMSE가 1.89분으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을 이용하
여 권장진입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위의 수식을 보면 Buffer time은 95th percentile 통행시간
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균통행시간과 95th percentile 통행시간을 알면 가능하다. 통
th
행시간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한다면 95 percentile 통행시
간은 평균 경로통행시간+(2×표준편차)와 동일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표준편차를 통행시간의 분산(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권장출발시간 산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 경부선 하행 서울 TG~금호 JC 구간 오차 분석 결과
구간

MAPE(%)

RMSE(분)

서울 TG~신갈 JC

3.06

0.19

서울 TG~동탄 JC

2.04

0.32

서울 TG~안성 JC

1.60

0.43

서울 TG~천안 JC

1.39

0.64

서울 TG~남이 JC

1.55

1.01

서울 TG~청원 JC

1.52

1.02

서울 TG~회덕 JC

1.42

1.12

서울 TG~비룡 JC

1.33

1.13

서울 TG~김천 JC

1.24

1.65

서울 TG~금호 JC

1.18

1.89

그림 5.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출발시간 추정 예

위와 같은 개념에 따라 권장출발시간을 산출하면 식 (7)과 같
다. 이 때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은 산출 시점을 출발시간
이 아닌 희망도착시간으로 설정하면 Shim et al. (2013)에서
제시한 LBM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는 이력자
료를 활용하여 동시간대에 도착한 차량들의 경로통행시간을 통
해 산출할 수 있다.
     ×

(7)

여기서, : 권장출발시간
: 희망도착시간
: 평균 경로통행시간
 : 경로통행시간 표준편차
그림 4. 경부선 하행 서울TG~금호JC 구간 출발 및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 비교

Ⅳ.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출발시간 추정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진입시간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시
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때 이용
되는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은 평균통행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이용자
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
로통행시간의 분산을 반영한 추가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로통행시간의 분산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May(1990)
th
는 표준편차, 범위(15~85 percentile range)를 제시하고 있
으며, Chen(2003)은 표준편차와 90th percentile 통행시간을
이용하였고, 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h
(2003)에서는 95 percentile 통행시간과 Buffer Index 및
Buffer Time을 제시하였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 평균통행시간
 : 95th percentile 통행시간

(6)

전술한 방법으로 추정된 권장출발시간에 출발한 차량들의 경
로통행시간이 도착시간 기준 평균 경로통행시간+(2×표준편차)
보다 작다면 해당 차량은 희망도착시간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부선 하행 서울 TG~금호
JC 구간의 2011년 10월 17일~23일 자료를 이용하여 희망도
착시간 기반 권장진입시간 산출 방법의 적용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이 때 표준편차는 경로통행시간의 1주일 평균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또한 결측이 발생하여 출발시간 또는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을 산출할 수 없어 비교가 불가능한 시간대를 제외
하고, 두 통행시간의 비교가 가능한 시간대만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며, 적용 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전체 표본수 대비 희망도착시
간내에 도착한 표본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일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95%
정도가 희망도착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진입시간 산출 시 이용한 95th
percentile 통행시간을 적용할 때 전체 대상 차량의 95%가
이 통행시간 이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의 이론
적 근거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일별로 볼 때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정확도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약 88%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통행시간이 크게 나타난 이
용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희망도착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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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부선 하행 서울 TG~금호 JC 구간 적용 결과
일자

표본수

도착

미도착

10월 17일

82

74

8

정확도(%)
90.2

10월 18일

56

56

0

100.0

10월 19일

53

49

4

92.5

10월 20일

77

75

2

97.4

10월 21일

82

77

5

93.9

10월 22일

178

178

0

100.0

10월 23일

97

85

12

87.6

합계

625

594

31

95.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희망도착시간 기반의 권장출발시간을 제공하기 위
한 추정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
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
시간 전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도착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은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의 혼합분포이므로 각 시간대에 대
한 수집확률을 가중치로 하는 혼합모형을 통해 추정 가능하며,
통계적 분석 결과 출발시간 기준 경로통행시간으로 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역시 5% 이
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 경로통행시간과 경로통행시간의 분산을 고려한 권
장진입시간 추정 모형을 적용한 결과 평균 95%의 정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통행시간이 크게 나타난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용자
들은 희망도착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진입시간 추정 기
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
다고 할 수 있으나 희망도착시간 기반 권장진입시간 콘텐츠의 경
우 이용자가 원하는 도착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필요조건
이 있으므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민감
도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정확도 저하 원인 분석
및 추가시간 반영 범위 재산정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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