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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행시 충분한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중 추돌사고 등의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정거리는 교통안전 및
운영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기상 및 시정거리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로 도로 기상정보시스템(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RWIS)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가의 장비로써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상청자료와 검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 VDS)자료를 이용하여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시거를 예측할 수 있
도록 강설량과 속도, 교통량 등의 교통변수와 시정거리의 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점에 가장 근접한 기상
관측소에서 기록된 강설자료와 VDS자료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를 시정거리로 설정하고, 교
통량, 속도, 기상청의 강설량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시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기상정보를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적설자료를 이용하여 운전자
의 시정거리 예측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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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행 시 충분한 시정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중 추
돌사고 등의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정거리
는 교통안전 및 운영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
유로 현재 다양한 종류의 시거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정거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도로의 기하구조를 고려한 시거산정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상조건 특히, 강설량을 고려한 시
정거리 예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상관측소에서 관측·기록된 강설자료와 차량검지기
를 통해 기록되는 교통자료를 활용하여 도로기상정보시스템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RWIS)이 설치되
지 않은 지점에서 각 변수들과 운전자의 시정거리와의 관계
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시정거리 예측을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시정거리감소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기상 및 시정거리를 측정하고 기록하
는 장치로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고가의 장비로써 많은 지점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검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 VDS)에서 기록되는 자료와 기상관측소에서 기
록되는 적설자료를 이용하여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
에서의 시정거리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2012년 동절기(1~3월, 11~12월) 검지
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구간에서 가장 근접한 기
상관측소로써 춘천기상관측소를 선정하였고 관측소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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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는 동절기 강설자료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시거로 설정하고, 교
통량, 속도, 기상청 자료인 적설량, 신적설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설 및 검지기자료를 이용하여 시정거리
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정거리란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요
소로 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
해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이때 목표물의 크기는 시
각 0.5° 이상 5°미만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야간의 시정은
가령 밝기를 낮과 같이 하였을 때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보통 ㎞로 표시하지만, 작은 값은 m로
표시하거나 시정계급을 사용할 때도 있다. 시정계급은 다음
과 같다. 0(50m 미만), 1(50~200m), 2(200~500m),
3(500~1㎞), 4(1~2㎞), 5(2~4㎞), 6(4~10㎞),
7(10~20㎞), 8(20~50㎞), 9는 50㎞ 이상. 보통 시정거
리가 1㎞ 이하이면 시정이 불량하다고 말한다. 시정을 측정
하는 장비를 시정계라 하며, 시정계로써 흔히 사용되는 것
은 광원에서 나온 일정한 강도의 빛을 수백 m 떨어진 곳에
놓고 수광기로 받아, 본래의 강도에 대한 비(투과율)를 전
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종류의 시정계는 투과율
계 또는 자동 시정측정기라고 하며, 투광기에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전구와 흡사한 것을 사용하고 수광부는 광전관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거예측 및
시거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기상과 교통상황의 관계에 관
련한 기존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론에 대한 분석개요를 제시하였
으며 본 연구의 연구흐름도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각 변
수들의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기존문헌고찰
본 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지만 시정거리 예측 및 기상조건과 교통 환경의 관계에 관
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정거리 예측 및 시정거리 관련 연구
이정환 외(2005)는 시거와 주행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 시 도로 기하구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
에 대해 시거를 산정하였고 주행속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 시거와 속도는 기하구조에 따라 각각 다른
상관성을 보이며 직선부에 위치한 볼록 종단곡선부에서 주
행속도가 시거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외의 구간의 주행속
도는 시거보다는 다른 기하구조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준과 원제무(2003)는 우천시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정지시거에 적용할 수 있는 속도를 분석·
검증하기 위하여 강우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평균속도를 종
속변수로 한 단순 회귀분석과 강우량과 승용차 교통량 및
강우량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슬기 외(2006)는 도로설계편람의 교차로 시거모형과
도로설계 기준에 제시된 정지시거를 신뢰성 지수를 이용하
여 새로운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때, 변수들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비신호, 교차로 시거와 정지시거를 산정하
기 위하여 AFOSM Method를 AASHTO, 도로설계편람의
시거모형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거기준을 산정하였다.
박제진(2008)은 도로설계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시거
를 이용한 도로 기하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국내외 기준
및 기술동향에 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이종출 외(2003)는 평면선형에서의 정지시거를 검토하
고 정지시거 범위의 시각적 표현을 위해 비주얼베이직을 이
용한 프로그램과 수학적 모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손영태 외(2004)는 종단곡선에서 시거를 고려한 도로설
계기준 시 주로 이용되고 있는 AASHTO의 문제점(시거산정
시 운전자가 장애물의 크기나 주행속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
로 인지한다는 가정)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각각의 설계
속도와 최소정지시거에 따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장애
물 높이의 일부를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종단곡선 변화율을 재산출 하였다.
손영태와 이진각(2001)은 운전자의 자세를 고려하여 차
종별로 교차각 변화에 따른 교차로 가용시거 값을 산정 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으며 산출된 가용시거와 주도로 설계
속도와 교차각에 ᄄᆞ른 주도로 차량의 정지시거를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 소형차의 경우 최소 65도이상, 대형차 및 세
미트레일러의 경우 최소 70도 이상의 교차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명한과 김동녕(2005)은 시공오차가 정지시거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속도별, 종단경사별로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
였고 감소된 정지시거의 정도와 특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찰하였다.
Agarwal et al.(2005)은 도시고속도로에서 비, 눈, 도로 노
면등의 변화에 따른 도로용량 및 속도감소 정도를 추정하였다.
Detla et al.(2007)은 고속도로 내 약 350개 지점의 교
통자료와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상조건과 교통량의 관계
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여가 목적 도로에서 강설량이 많
고 기온이 낮을수록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san and Barker(1999)는 이상기온이나 폭우 시 교통
량이 평일에는 3%, 주말에는 4% 감소하며, 강설 시에는 평일
10%, 주말 15% 가량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은비 외(2013)는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 자료와 검지기 자
료를 이용하여 강우량에 따른 속도 감소 패턴을 분석하고 강우량
에 따른 속도감소량 산출결과를 통해 강우수준을 분류하는 기준
을 제시하였으며 강우수준별 통행속도 예측 특성을 분석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시거예측 및 시거산정과 관
련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
의 특정 기하구조 또는 기하구조별 시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운전자의 위치 및 자세를 고려한 시거예측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상조건과 교통상황의 관
계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기상조건 특히,
강설 시의 강설량에 따른 시거 예측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관측소에서 관찰·기록된
강설자료와 차량검지기 자료를 활용하여 각 변수들과 시정
거리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
에서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예측하고 동절기 강설로 인한 시
거감소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Ⅲ.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의 시거를 예
측하기 위한 각 변수들과 시정거리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그
림 1의 분석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대상구간에 가장 근접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 및 기록된 강설자료와 실시간으로 검
지 및 기록되는 VDS자료를 수집하였다.

2. 기상과 교통상황관련 연구
심상우와 최기주(2009)는 서해대교의 도로기상정보시스
템(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RWIS)과 검
지기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상요인의 영향정도에 따른
속도변화를 분석하였다. 교통상황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인
은 날씨, 온도, 시정거리로 나타났다.
양충헌 외(2009)는 도로의 기하구조와 눈, 비, 안개 등
의 기상조건에 의한 운전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고자 이러
한 요인들이 운전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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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강설자료와 검지기자료는 각각 1시간, 5분으로
기록되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집계간격으로 매칭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설자료와 검지기 자료
를 5분 단위로 통일하여 집계하였으며, 1시간단위의 강설자
료는 1시간 내에 기상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5분
단위로 나누어 매칭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였고 강설량(적설량, 신적설량)과
교통량, 속도, 시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거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1. 자료수집 및 가공
본 연구에서는 도로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분석을 위한 분석
구간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서종대교와 미사대교로 선정하
였다. 2012년 1년간 기록된 차량검지기 자료와 기상자료를 이
용하였으며 동절기의 강설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기간
을 동절기인 1~3월, 11~12월로 설정하여 총 152일간의 자
료를 이용하였다. 강설자료의 경우 분석구간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관측소로 춘천 기상관측소와 양평 기상관측소가 있으나 양
평 기상관측소 기상자료에서는 강설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 춘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기록되는 강설자료만을 이용하
였다. 춘천기상관측소에서 서종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45km이
며 기상관측소에서 미사대교까지의 거리는 약 58km이다. 검
지기 자료는 서종대교와 미사에서의 양방향 상·하류부 총 8개
의 검지기에서 수집되는 자료 이용하였으며 분석구간의 공간적
배경은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구간에 대한 도로 및 교통
정보, 자료의 특성에 대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강설 및 차량 검지기 자료를 이용하여 시거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기상자료와 교통자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일해야 한
다. 강설자료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집계되는 반면에 차량검지
기를 통해 기록되는 교통자료의 경우 5분 단위로 집계된다. 두
자료의 수집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
를 동일 주기로 매칭하기 위하여 강설자료를 5분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시간 단위의 강설자료는 기상상황이 1시간 내에
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집계하였으며 춘천 기상관측소
에서 관측되는 강설자료의 경우 적설량과 신적설량으로 분류되
어 기록이 된다. 이때, 적설량은 기존 도로에 적설되어 있는 강
설의 양을 의미하며 신적설량은 새로 적설되는 강설의 양을 의
미한다.
통계분석 시 종속변수로 사용된 시정거리의 경우, 상당수의
자료가 최대값인 20,000으로 기록되어 있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거를 기준으로 제25 백분위수 즉, 제1사분위수
의 자료까지 분석 에 사용하였다.

그림 2. 분석구간의 공간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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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구간정보
구분

구간
특성

자료
특성

항목

서종대교

미사대교

검지기정보

sta. 18.49-21.31

sta. 2.43-4.7

차선 수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교통량

35,212veh/day

15,097veh/day

Level of Service

B

B

기상자료

신적설량, 적설량 (1시간 단위)

교통자료

교통량, 속도 (5분 단위)

집계단위

5분

표 2. 변수설정
구분

변수

종속변수

시정거리 (m)

기상자료
독립변수
교통자료

적설량 (mm)
신적설량 (mm)
교통량 (대)
속도 (km/h)

2.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사용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시정거리: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요소로 지
표면에서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최대거리
 적설량: 1시간 단위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기록되는
눈의 양
 신적설량: 기존 도로에 쌓여있는 눈 이후에 내려 새로
적설되는 눈의 양이며 1시간 단위로 기상관측소에서 관
측·기록됨
 교통량: 차량검지기를 통해 5분 단위로 기록되며, 검지
기를 통과한 차량의 수
 속도: 차량검지기를 통해 5분 단위로 기록되며, 차량이
검지기를 통과할 당시의 차량의 지점속도
강설 및 교통변수들과 시정거리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설량, 신적설량, 시거, 교통량, 속
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은 변수들 간에 존재
하는 선형관련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
계의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으며, 0에서 1사이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며 0에 가까울수록 낮아
진다. 또한,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는 음과 양의 부호는 각
변수들 간의 증감방향이 같을 경우 양·정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증감이 반대인 경우, 음·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로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 한 후, 시정
거리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
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시, 시정거리를 종속변수로는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교
통자료의 교통량과 속도, 기상자료의 적설량과 신적설량을
설정하였다. 시정거리가 독립변수들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
고 예측되는지 알기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함수식을 통해 시거를 예측할 수 있다.
표 2에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표 4.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교통량 속도

강설 및 차량검지기 자료를 이용하여 시거를 예측하기 위
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구간은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5분단위로 집계된 자료로
써 교통량의 평균은 59대/5min, 평균 주행속도는 87km/h로
산출되었으며 시거의 경우 평균 12,664m로 분석구간의 도로
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거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
설량의 경우, 평균 4.78mm, 최대 13.7mm의 눈이 내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교통량
속도 시정거리 신적설량 적설량
N

유효

21037

21037

21037

21037

21037

결측

0

0

0

0

0

평균

59.28

87.43

12664.82

0.18

4.78

표준편차

47.94

19.85

6297.07

0.68

3.70

분산

2298.93

0.46

13.72

최소값

0

0.00

0.00

0.00

0.00

최대값

331

180

20000

5.50

13.50

백분
위수

393.85 39650000

계수

1

0.195

-0.042

0.049

-0.034

유의확률

-

0.000

0.000

0.000

0.000

계수

0.195

1

0.262

-0.176

-0.172

유의확률

0.000

-

0.000

0.000

0.000

계수

-0.042

0.262

1

-0.188

-0.254

유의확률

0.000

0.000

-

0.000

0.000

계수

0.049

-0.176

-.188

1

0.116

유의확률

0.000

0.000

0.000

-

0.000

계수

-0.034

-0.172

-0.254

0.116

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

교통량

속도

시거

신적설

적설량

표 6.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회귀모형 1.139*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
확률

4

2.847*

831.494

0.000

t

유의
확률

44.310

0.00

15

11

64.60

4561.50

0.00

0.30

잔차

7.202*

21032

85

111

105

20000

0.00

9.70

합계

8.341*

21036

시거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변수들 간
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이러한 분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관분석으로 연속형의 경우,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검정
을 하여 변수 간에 상관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
분석과정을 통해 변수들 간에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시정거리
와 연속형 독립변수인 교통량, 속도, 적설량, 신적설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의 유의성은 신뢰수준을
95%(  =0.0.5)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pearson의 단순상
관계수를 통해 변수간의 유의한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종속변수 시거에 대하여 교
통량과 신적설량의 상관계수는 절대값이 0.2미만으로 상관
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높게 산출된 변수는 시거와 속도의 관계로 나타났으
며 0.262로 양의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의확률 0.05 미만으
로 계수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값의 크기를
통상적인 상관계수 범위로 판단하였을 때 아주 유의미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시거예측모
형에 필요한 계수  ,  ,  ,  를 추정하였다. 또한 예
측모형의 적정성 평가는 다중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의
성 검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중선형회귀모형 구축결과,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이0.136으로 산출되었다.

시정거리 신적설 적설량



3.425*

표 7. 다중선형회귀모형 결정계수
표준화
비표준화계수
계수
표준
B
베타
오차
상수

9043.790

204.102

교통량

70.472

2.135

0.222

33.003

0.00

속도

-347.911

11.102

-0.205

-31.338

0.00

신적설량

-1117.489

60.515

-0.121

-18.466

0.00

적설량

-11.383

0.861

-0.087

-13.215

0.00

표 8. 모형식 도출
모형식
          

계수값 결과를 통해 표 8과 같은 모형식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은 교통량이며  는 속도,  는 신적설량,  는
적설량을 의미한다. 교통량의 계수값이 0.222로 가장 크
게 산출되어 양의 상관관계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속도가 음의 상관관계로 시거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의 독립변수인 교
통량, 속도, 신적설량, 적설량 변수는 모두 95%의 유의수
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회귀분석 모형요약
통계량변화량

R

R 제곱

수정된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R제곱변화량

F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변화량

DurbinWatson

0.370d

0.137

0.136

5851.94

0.007

174.649

1

21032

0.000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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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검지기자료(Vehicle Detection System,
VDS)와 기상관측소의 강설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상의 운전
자 시정거리를 예측하기 위해 강설량 및 교통변수들과 시정
거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종대교와 미사대교의 검지기에서 5분 단위로
기록되는 교통자료와 기상관측소에서 1시간 단위로 기록되
는 강설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때, 기상자료의 경우 강설자
료를 분석하고자 동절기에 기록된 자료를 필요로 하여
1~3월, 11~12월 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단
위는 강설자료를 1시간 내에 기상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
는 가정 하에 5분단위로 집계하여 강설자료와 검지기자료
를 동일한 시간대로 매칭하였다.
구축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
산, 최대값, 최소값, 85percentile, 15percentile을 산출
하여 기술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통계분석을 위한 종속변
수를 시정거리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교통량, 속도,
적설량, 신적설량으로 설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종
속변수인 시정거리에 대하여 적설량과 신적설량의 상관계
수는 절대값이 0.2미만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게 산출된 변수는 시거와 속도와
의 관계이며 0.222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값
의 크기를 통상적인 상관계수 범위로 판단하였을 때 아주
유의미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정거리 예측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하였고 분석결과, 교통량이 운전자의 시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양의 상관관계
로 동절기에 눈이 오는 날 교통량이 많을 경우 운전자의 시
거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량 다음으로 운
전자의 시정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속도로 나타
났으며 이는 음의 상관관계로 눈이 오는 날 고속으로 주행
할 시 운전자의 시정거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3월, 11~12월(5개월)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두 구간의 5
개월 정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결과는 전체 고속도
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
다.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적으
며 다양한 주변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
기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다양한 분석구간에 대한 일반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상상황과 교통류
상황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운전자의 시거는
종단선형, 평면선형 등의 도로 기하구조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 기상상황, 교통류상황
뿐만 아니라 도로 기하구조를 고려한 추가분석이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구간을 고속도로의 일부구간
으로 선정하였으나 향후에는 교차로와 신호가 존재하는 단
속류 구간을 선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구축된 시거예측모형을 통
계적으로 유의성 분석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
나 향후연구에서는 분석구간 외에 다른 구간에 적용하여
모형의 유의성 및 설명력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거예측모형을 활용할 경우,
RWIS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도 그 지점에서 가장 인
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와 검지기 자료를 활용하여 시
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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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환경에서도 안전운전을 유도하도록 시거를 고려한 교통
정보 생성, 가공, 제공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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