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In order to do an improving countermeasures for congestion on the highway with a limited budget,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 habitual congestion section effectively. This study is develop CSI(Consitency Service Index) which contained the service for drivers on the
highway to select a habitual congestion section. 

METHODS : By applying the concept of service for the users paying a fee, proposed CSI(Consistency Service Index) to determine habitual
delay. CSI is mean that users using the highway road must be provided an environment which can driving more than 80kph, anytime,
anywhere.  

RESULTS : The result applying developed method in this study included most of congestion sections selected by conventional method. but,
in some section of existing non-congestion section were included by CSI. The annual average speed and CSI correlation analysis result was
high correlation. This result proved that CSI was reflecting road traffic condition well.

CONCLUSIONS : It was verified practicality from the delay section of gyeonggi-do area highway. we can judge whether or not to be a
habitual congestion in the specific highway and do the traffic improving countermeasur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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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도로에서 지체로 인해, 연간 2조 7천억 원의 사

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선정

하여 관리하는 상습지체구간은 2011년 총 56개구간,

414km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습지체구간의 선정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

자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함이며, 이는 교통

안전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사고다발구간을 선정하

는 것과 유사한 절차이다. 따라서 소통 관련한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적이면서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지체구간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체구간의 선정을 통해 우리는 2가지 개선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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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즉 갓길차로제 등과 같은 단기 교통개선

사업과 또 하나는 도로확장 등 장기 개선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한

만큼, 효율적인 개선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

떠한 기준으로 상습지체구간을 산정하는가가 매우 중요

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상습지체구간 결정을 위해

40kph의 속도가 발생하는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습

지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사업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을 단기 교통처리대책으로 개선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즉 40kph의 속도가 주기적으

로 발생함은 도로 시설용량의 부족이 주요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습지체구간 선정의 목적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적정사업방식을채택하는것에있다면, 40kph 단일

화된속도보다는또다른판단속도를적용하여평가를다

양화하는것이타당하다는가정하에서출발한다.

따라서 단기 교통개선사업 적용구간 선정을 위해“상

습지체구간”을 판단하는 방식과 장기 교통개선사업을

위한“상습정체구간”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

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전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식으로, 80kph 이하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지를 판단하

여“상습지체”여부를 판단하고, 후자는 현재 고속도로

에서 적용하고 있는 40kph 기준으로“상습정체”여부

를 판단하고자 한다.

“상습지체”판단의 기준속도로 80kph의 속도를 제안

하게 된 배경은,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최소

한 보장해야 하는 기준속도가 될 수 있으며, 단기 교통

개선사업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0kph 이하의 주행시간대의

빈도가 1년 중 몇 번 발생하는지에 따라, 해당 구간의

“상습지체”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더 정확히 설명한

다면, 1년 중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빈도를 점수화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

를 통해 상습지체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2. 기존 선정방법론 고찰
2.1. 혼잡지표 고찰

도로의 혼잡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는 크게 4가지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는 통행속도를 들 수 있다.

Fig. 1은 KHCM의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속도-교통량

관계 곡선이며, 빈도가 가장 높은 설계속도 100kph인

고속도로에서 LOS E와 F를 구분하는 속도는 80kph이

다. 즉 80kph 이하로 속도가 떨어질 경우,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내 연속류 도로는 속도에 의한 지체수준을 소통원

활, 서행, 정체등 3단계로나누어사용하고있다. Table

1은국내도로별소통상태평가기준을나타내고있다.

이중 고속도로의 경우, 80kph 이상은 소통원활,

40~80kph은 서행, 40kph 미만은 정체로 표출하고 있

다. 그 외 등급이 낮은 도로의 경우는 이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속도를 통해 이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고속도로

에서 서행과 정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KHCM에서 서비

스 F 상태를 그 심각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고, 서비

스 F는 평균통행속도가 자유속도의 1/3~1/4 이하인 상

태이하로 정의하 듯이, 정체표출기준을 다소 낮추거나

보다 더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고속도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체판단 여부를

40kph 이하로 저속주행하는 상태 또는 정지와 발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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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ed-Volume Curve in Expressway

Table 1. Traffic Condition Criterion in Roads

Classification Traffic Condition Criterion Index

Expressway

smooth ≥80kph

speedslow-moving 40~80kph

congestion ≤40kph

National Highway

smooth ≥40kph

speedslow-moving 20~40kph

congestion ≤20kph

Urban Expressway

smooth ≥50kph

speedslow-moving 30~50kph

congestion ≤30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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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는 대기행렬 규모가 1km 이상, 그리고 15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하 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도

로 상에 지체여부를 실시간 판단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

한 지체판단기준으로 상당한 도로 수집정보력을 갖추어

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다.

두 번째 지표로는 자유류 통행시간 대비 현재 소통시

간을 비교하는 지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는

TTI(Travel Time Index)로, 자유류 속도 대비 첨두시

간대 통행속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세 번째 지표로는 지체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통해 교

통소통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Lindley

(1986)의 CSI(Congestion Severity Index)는 서비스

수준D(V/C, 0.77)를기준으로고속도로총지체시간(단

위: Veh-hours)을 고속도로 통행량(단위: 백만

Vehicle-miles of Travel)으로 나눈 값으로 Eq. (2)와

같다. 특히 차량이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정체시간대

에는 일률적으로 34kph를 적용하여 지체시간을 산정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식은 방대하고 정 한 자료

취득이필요하므로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네 번째 지표로는 지체속도, 강도, 일관성 등 다양한

지체평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지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복기찬(2009)이 제시한 종합소통지

수(Traffic Operation Condition Index, TOCI)를 들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소통상황을 계량적으로 평가하

고, 혼잡관리목표 대비 대상구간의 소통상황을 객관적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합소

통지수는 이동성과 더불어 쾌적성, 정시성을 동시에 고

려하여 종합적인 소통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서, 

: 도로구간 수

: 시간간격 수

: 도로구간 의 연장(km)

: 시간대 의 간격(hour)

: 총 도로연장의 합(km)

: 총 시간간격의 합(hour)

: LOS별 범위정규화를 위한 보정계수

지금까지 소통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특히 활

용목적이 실시간 교통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인지, 아

니면 상습적인 지체구간을 해석하고 선정하기 위해 활

용할 것인지에 따라 활용도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소통지수는 정 한 지표이긴 하나, 실시간 교통관

리를 위해서는 지표산출이 복잡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해당구간의 소통능력 여부의 판단에는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2.2. 상습지체구간 선정방식 고찰

혼잡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속시간(Duration), 혼잡

역(Extent), 혼잡강도(Intensity)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신뢰성(Relia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상습지체구간은 이 4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일정한 강도로 주기적인 지체현상이 반복되는 구

간을 말한다. 

Table 2와 같이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소통상태 표출

기준 중“정체”에 해당하는 속도인 40kph를 기준으로

하여, 평일은 40kph 이하의 속도가 일일 1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상습지체구간으로 선정

하고 있다.

또한 주말의 경우, 일 2시간 이상, 월 4일 이상 발생

할 경우 상습지체구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즉 이 방식은

혼잡 판단기준을 40kph로 정하고, 이 현상이 반복적으

(1)

(2)

(3)

Table 2. Selection Criteria of Havitual Congestion 

Section in Expressway

Section Travel speed Duration Frequency

selection
condition

weekday
≤40kph 

≥1h/day ≥8day/m

weekend ≥2h/day ≥4da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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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 상습지체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습지체구간 판단

방식은 반복적인 지체현상을 반 할 수 있으며,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

은 Fig. 2와 같다. A도로와 B도로는 전체 평균속도는

같게 되나, A도로만이 상습지체구간으로 선정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지체 판단기준 속도를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40kph 미만의속도는상당한수준의지체를나타

내며, 이러한 40kph 미만의속도가지속적으로발생됨은

도로용량 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단기 교통

운 개선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어려울수도있다.

이 방식 외에도 종합소통지수 등 앞에서 제시한 혼잡

지표들의 1년 누적치를 통해서 상습지체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산과정이 번거로운 단점이 존재하

며, 지체의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도

입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3. 일관성 서비스 지수(CSI) 개발

본 연구의 초점은“상습지제구간”을 선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해당 지표가 전체

소통상태를 잘 대변해야 하고,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간

결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관점은 고속도로가 유료도로로써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더 많은 편익, 즉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새로운 방식을 제

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용자의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요금을 지불하

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는 항상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

도록 소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기준속도를

80kph로 결정하고자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

로부문 혼잡비용 산정을 위해서 고속도로 혼잡판단속도

를 80kph로 결정하여 사용하 다. 이는 고속기능을 확

보해야 하는 고속도로의 기능상 80kph 이하는 제 기능

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화물차

의 경우도 제한속도가 80kph로 되어 있어, 판단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80kph 이하로 주행 중인 상

태는 적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서비스관점에서 도로의 지체

여부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속도로 80kph를 제안하고

자 한다. 80kph는 고속도로 상 표출기준으로는“서행”

과“소통원활”을 구분하는 속도이기도 하다.

지체여부를 판단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지표화한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관성 서비스 지수(CSI :

Consistency Service Index) 이다. 고속도로이용자에게

는언제어디서든80kph 이상으로주행할수있는도로환

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출된 서비스 지수이다.

즉 고속도로에서 전체시간을 80kph 이상으로 주행하

을경우를100점만점으로하여, 이를달성하지못한시간

비율을 차감하여 점수화한 지표를 말한다. 산출식은 Eq.

(4)와같다.

일관성 서비스 지수

(CSI : Consistency Service Index)

여기서, : 해당일

: 해당시간대

: 일 시간대의 주행속도가 80kph 이

하이면 1,  초과이면 0

예를 들어, 특정구간의 CSI가 80점이라면, 전체시간

대 중 20% 정도가 80kph 이하로 주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지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체현상도 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SI는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대 비율을 나타냄으로서, 해당 구간

의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CSI는 단일구간이 아닌 노선단위로 평가할 수도 있는

데, 노선내부 단일구간들의 각각의 CSI를 산출하고 이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5 No.5230

Fig. 2 Compared to Average Speed of Two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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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도로연장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아래

Eq. (5)와 같다.

여기서, : 해당일 노선의 CSI

: 해당구간(c)의 CSI

: 노선에 속해있는 해당구간(c) 도로

연장(km)

본 연구에서 해당 도로구간이 상습지체구간인지를 결

정하기 위해서 CSI를 활용하고자 한다. CSI는 결국 지

체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그 수치에 따라 해당구간

의 지체여부를 판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지표일 것이

다. 즉 80kph의 속도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가 제공해

야할 최저속도라고 한다면,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시간대

는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율이라 할 것이다.

CSI을 기준으로 상습지체구간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한다.

(1) 주행상태 열악 - 지체구간

- 해당구간의 1년 전체 시간대 중 80kph 이하로 주

행하는 시간대 비율이 35%를 초과된 경우로, 1일

(24시간) 중 평균 약 8시간 이상 80kph 이하로 주

행하는 경우 이를 지체구간으로 판정한다.

(2) 주행상태 다소 열악 - 후보 지체구간

- 해당구간의 1년 전체 시간대 중 80kph 이하로 주행

하는 시간대 비율이 15% 초과~35% 이하로, 1일(24

시간) 중평균4시간이상8시간미만80kph 이하로

주행하는상태일때후보지체구간으로판정한다.

(3) 주행상태 양호 - 비지체구간

- 해당구간의 1년 전체 시간대 중 80kph 이하로 주

행하는 시간대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로, 1일(24

시간) 중 평균 4시간 미만 80kph 이하로 주행하

는 상태일 때 비지체구간으로 정의한다. 일평균 오

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의 피크시간대에 80kph

이하로 주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구간으로 결정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4. CSI를 통한 상습지체구간 선정결과
4.1. 분석구간 선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CSI를 활용하여 상습지체구간을

선정하고, 기존 고속도로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의한 선

정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11년 기준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권 고

속도로 133개 구간을 선정하 으며, 2개 노선(경인선,

서울외곽선 : 75개 구간)은 도시부, 2개 노선(서해안선,

동선 : 58개 구간)은 지역간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간 고속도로 구간을 포함하기 위해, 경기권 고

속도로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분석을 위한 속도자

료는 연중 조사된 8,760개(365일×24시간)의 1시간 단

위의 속도자료를 이용하 다. 

단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제, LCS 등이

시행되는 구간은 교통제어방식에 따라 주행속도가 인위

적으로 변화되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 다. 단 수집된

자료 중 검지기의 문제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구간 및

자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교통특성지표 중 일평

균속도는 10월 셋째주 수요일의 VDS자료를 가중평균

하여 산정하 다. 

Fig. 3은 2011년 1년 동안 수도권 고속도로에 대한

시간대 별 통행속도를 조사하여 고속도로 소통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시간대의 90%가 80kp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

(5)

Table 3. Determination Criterion of Habitual 

Congestion Section using CSI

CSI Congest decision

CSI≥85 non-congestion section

65≤CSI 85 candidate congestion section

CSI 65 congestion section

Fig. 3 Expressway Congestion Status and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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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 이하는 80kph 이하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10% 수준의 시간대는 고속도로의 기능이 유지

되지 않은 상황을 나타낸다.

Fig. 4는 서울외곽순환선 송내IC~중동IC 구간의 1개

월 동안의 시간대별 속도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고

속도로의 지체기준을 40kph로 판단했을 경우와

80kph로 판단했을 때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매우 상

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분석결과 및 해석

Table 4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CSI

를 활용한 산정방식에 의해 선정된 지체구간을 총괄적

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 표는 현 방식으로 채택된 상습지체구간은 모두 표

에 명기하고, CSI에 의해 채택된 상습지체구간을 추가

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만 현 기준에

의해 선정된 구간 중 몇 개의 구간은 여러 개의 세부 구

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 지체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적용하 다.

분석결과 현 방식과 중복적으로 선정된 구간도 다수

포함되지만, CSI에 의한 선정방식은 기존에 선정되지

않았던 구간도 다수 선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CSI에 의해 선정된 상습지체구간이 얼마나 효

율적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동 구간의

소통상태를 대표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평균속도

(average speed)와 CSI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

았다.

Fig. 5는 CSI에 의해 선정된 상습지체구간을 대상으

로 하여, 평균속도와 CSI간 상관관계를 산점도1)를 이용

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R)는 0.87로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CSI가 해당 도로의 소통상황을 충분히 반 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았다.

CSI에 의한 선정방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모든 구간

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화하

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상습지체구간을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5 No.5232

Fig. 4 Songnae IC~Joongdng IC Speed Distribution  

(hourly)

1) 산점도(scatter diagram)란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관
계를 표현하는 방법

Route Section

Decision method
(congestion section) Avg

speed
(kph)

EX 
method
(40kph)

Proposed
method
(CSI)

Gyeongin

Dowha→Bupyeong ○ ○ 74.3 

Incheon(JC) →Gajwa ○ × 76.1 

Bucheon→Shinwal ○ × 77.8 

Seoun(JC) - Bucheon × ○ 74.7 

Seoul
outline

Guri(TG)→ Topyeong ○ ○ 68.3 

Gimpo(TG)→ Songnae ○ ○ 68.4 

Shiheung→ Jungdong ○ ○ 72.1 

Gangil →Hanam(JC) ○ ○ 76.0 

Toegyewon→Namyangju ○ × 82.3 

jonam(JC)→ Suam(T/N) ○ × 79.7 

Hakui(JC)→Chunggye(TG) ○ × 81.1 

Topyeong - Guri(TG) × ○ 76.4

Topyeong - Gangil × ○ 72.7

Pyeongchon-Hakui × ○ 77.2

Songnae-Jangsu × ○ 66.9

Seoun(JC)-Gyeyang × ○ 71.4

Jungdong - Seoun(JC) × ○ 77.5

West
coast

Jonam(JC)→Palgok TN ○ ○ 73.9 

Gwangmyeong→Geumcheon ○ ○ 67.4 

Palgok(JC)→Yongdam TN ○ × 73.1 

Seopyeongtaek→Seopyeongtaek ○ × 89.0 

Maesong→Bibong ○ × 81.1 

Balan→Maesong ○ × 85.1 

Seoseoul(TG)-Jonam(JC) × ○ 73.9

Yeong
dong

Dundae(JC)→Baneol TN ○ × 80.5

Seoansan→Ansan ○ × 81.4

Ansan→Seoansan ○ × 79.6

Gunpo→GwanggyoTN ○ × 76.5

Seoansan - Gunja(TG) × ○ 75.1

Seochang(JC) -Wolgot(JC) × ○ 76.7

Table 4. Decision Result of Congestion Section 

using 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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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습

지체구간을 선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이

고, 또 하나는 실시간 교통관리를 위해 도로 소통상태를

정의하여 이를 교통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CSI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해당구간의 상습지체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기법으로 CSI를 통해 소통상태를 점수화하는 방식을 제

안하 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제 상습지체구간을 선정

하여 그 활용성을 입증하 다.

CSI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제

공해야 할 최소 서비스 기준을 80kph로 규정하고, 이

를 달성한 시간대 빈도율을 점수화한 지표이다. 즉 CSI

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80kph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체시간대를 100점 비율로 하여 서비

스가 낮은 시간대 비율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하 다. 예

를 들어 CSI가 90점이면, 연간 전체시간대 중 80kph

이하로 통행하는 시간대 비율이 10%가 발생함을 의미

한다.

우리는 CSI를 활용하여 해당구간의 상습지체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개념은 국도와 같은 다른

도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다른 등급의 도로

인 경우 지체여부를 결정짓는 속도는 해당도로의 등급

과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이다.

또한 CSI는 지속시간, 신뢰성을 잘 표현하는 지표인

반면, 혼잡강도를 반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

한 점이 있다. 즉 상습지체구간은 판단기준인 80kph

속도 이하에서도 다양한 지체강도가 발생하므로 이를

그룹화하여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지체강도를

보강하는 방식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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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of CSI and Averag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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