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학위논문

차로간 Q ueue 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 본선미터링 전략

A M ainline M etering S trategy at Toll Plaza

Considering Q ueue Imbalance among Lanes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장  성  훈



- ii -

차로간 Queue 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 본선미터링 전략

A M ainline M etering S trategy at T oll Plaza

Considering Q ueue Imbalance among Lanes

지도교수  이  청  원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

장  성  훈

장성훈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

2013년 12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iii -

국문초록

고속도로 Toll Plaza 하류부에 위치한 합류부에서는 차로수의 감소로 인하여 
차량 혼잡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Toll Plaza 본선미터링 기법이 개
발, 적용되어 왔으나 신호제어로 인하여 대기행렬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내 Toll Plaza는 요금징수체계가 자동징수체계(Hi-pass)와 수동징수체
계(Toll Collection System, TCS)로 나뉘어 차로간 대기행렬의 불균형(두 징수
체계 간, 또는 동일 징수체계 간)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현재 본선미터링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였을 경우, 요금소에서 신호등까지 대기공간
의 길이가 짧아 대기행렬이 쉽게 요금소를 넘어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Toll Plaza 본선미터링 전략을 제시하여 Toll Plaza구
간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Toll Plaza 본선미터링 연구에서는 합류부의 통과시간을 최소로 하는 
최적 차량수에 맞춰 ALINEA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미터링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전략에 추가적으로 Toll Plaza 본선미터링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대기행렬을 차로별로 제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Toll Plaza 구
간의 평균통행시간 감소와 더불어 대기행렬이 요금소에 도달하는 Spillback 발
생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Toll Plaza의 서비스 용량을 높이도록 하였다.

대기공간의 길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기공간의 길
이를 변화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공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혼잡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
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차로간 대기행렬이 불균형한 조건에서도 Toll Plaza 본선미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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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Toll Plaza, 본선미터링, 대기행렬 제어, ALINEA, Spillback 
학  번: 201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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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연간 혼잡비용은 2000년도 이후에 
연평균 4.5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기준, 약 3조원에 이르렀다 
(한국교통연구원, 2013). 

[그림 1-1] 고속도로 연간 혼잡비용 (한국교통연구원, 2013)

고속도로 본선의 요금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정체가 발생하는 주
요 지점으로써, 특히 요금소 하류부에서 차로수가 감소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
생하여 혼잡을 야기한다. 이러한 합류부의 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근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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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링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명절연휴를 기준으로 연결로 영업소의 창구수를 조절하는 본선미터링을 시행하
는 등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부 운영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은 물론 운
영 원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본선미터링은 고속도로 본선부의 정체를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신호제어로 인한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대기행렬이 요금소까지 
증가할 경우 이는 요금소 서비스 시간을 증가시켜 요금소 서비스 용량의 감소를 
야기하고 Toll Plaza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류를 제한함으로써 Toll Plaza 구
간 통행시간을 증가시킨다. 국내의 Toll Plaza의 경우 요금징수체계가 자동징수
체계(Hi-pass)와 수동징수체계(Toll Collection System, TCS)로 나뉘어 차로
별 대기행렬 길이의 불균형(두 징수체계 간, 또는 동일 징수체계 간)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현재 본선미터링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였을 경우, 
국내 요금소에서 신호등까지 저장공간의 길이가 짧아 대기행렬이 쉽게 요금소
를 넘어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징수체계의 차이에 따른 각 차로별 대기행렬을 고려
한 Toll Plaza 본선미터링을 시행하여 요금소 구간의 평균통행시간을 감소시키
고 요금소의 서비스 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Merging Area의 차량 수를 최적화하는 기존의 Toll Plaza 신
호제어 알고리즘에 차로간 대기행렬 불균형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추가로 반영
함으로써 Toll Plaza 구간의 통과시간을 최소화하고, 신호제어로 인한 대기행렬
이 요금소까지 증가하는 Spillback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본선미
터링 시스템과 비교하여 인프라 구축비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내 기하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본선미터링 도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
다. 본선미터링 기본 알고리즘은 가장 효과적으로 통과교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
는 Asservissement Linéaire d'Entrée Autoroutière(ALINEA)를 적용한다.

 연구의 방법은 본선미터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
즘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통과교통량, Spillback 등의 변화를 분석한
다. 이를 위해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를 활용하여 미시적 교
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PARAMICS를 활용하여 대기행렬 길이를 고려한 본선미
터링 도입의 효과 및 적용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선미터링의 기존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터링 관련 선행연구

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도입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알고리즘 정립 방향을 설
정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목표에 맞추어 차로 별 대기행렬 제어를 추가로 고려
한 본선미터링 알고리즘을 정립한다. 4장에서는 알고리즘 적용으로 도출된 효과
척도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본선미터링 알고리즘의 효과를 분석한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5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향
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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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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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2.1. 본선미터링(Mainline Metering)의 개념 

2.1.1. 본선미터링의 정의

본선미터링이란 고속도로 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집중 또는 병목으로 인
한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신호운영을 통한 교통수요를 제어하는 교통관리기법
이다. 본선미터링은 본선부에서 신호운영으로 인한 지체를 야기하지만, 정체지
점에서 교통류 와해가 발생되기 전 교통수요를 제어하여 정체지점을 분산시킴
으로써 특정 지점에서 심각한 지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선제어 시행구간에서의 통과교통량, 통행시간, 지체 등의 개선이 
가능하다(Haboian, 1993; MacCalden, 1985; Saita et al, 2002). 

[그림 2-1] 혼잡으로 인한 용량의 손실(Haboi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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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본선미터링의 운영기준

본선미터링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체구간 위치, 신호제어 위치, 우회도로, 진
출로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기준이 제시되고 있다(Haboian, 
1993). 

첫째, 본선미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기준은 제어지점 하류부에서 용량초
과로 인한 정체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선에 대해 불필요한 또
는 과도한 제어가 이루어 질 경우 신호제어 및 요금소에서 추가적인 지체만이 
발생되어 고속도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 

둘째, 미터링을 수행하는 지점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
다. 본선의 미터링 지점만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혼잡에 대응
할 수 있는 적정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우회 차량들로 인한 미터링 효과
가 반감된다. 

셋째, 본선미터링은 다인승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의 우선권을 제
공하여 신호제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통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
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2.1.3. 본선미터링의 종류

본선미터링은 본선 신호제어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요금소의 합류부 시작지
점, 고속도로간 연결로, 요금소, 터널 및 교량 시작지점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Toll Plaza 본선미터링, 분기점 연결로 본선미터링, 영업소(연결로) 본선미
터링 및 병목, 교량, 터널 등 정체유발지점 본선미터링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
분된다(Haboi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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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본선미터링 시스템의 구성

본선미터링은 일반적으로 개방식 요금소의 하류부 지점에서 신호제어를 수
행하며, 이를 위해 신호등, 정지선, 검지기, 미터링 비율의 산정과 신호등의 제
어를 위한 센터 및 현장 시스템이 요구된다(MacCalden, 1985).

구성요소 역 할

신호등 차로별로 설치되어 해당차로를 제어

신호제어 정지선 요금소 통과 이후 신호등 전방에서 차량 대기 유도

검지체계 정체지점과 제어지점의 교통상황 모니터링

센터 및 현장 제어시스템 검지기로부터 교통상황 입력받아 신호등 제어

<표 1-1> 본선미터링 시스템의 구성 (MacCald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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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oll Plaza 본선미터링

Toll Plaza에서 고속도로 본선부를 연결하는 Merging Area(합류부)는 차로 
수 감소가 발생하는 병목지점으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차량간의 상충으로 인
하여 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이다.

Toll Plaza 본선미터링은 이러한 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신호제어를 통해 
Merging Area의 차량 수를 조절, 정체발생을 완화시키는 교통관리기법이다.

[그림 2-2] Toll Plaza 신호제어

기존의 Toll Plaza 신호제어 알고리즘에는 크게 정주기식과 감응식이 있다. 
정주기식은 입력된 십호시간에 따라 해당 현시가 신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 방식이다. 감응식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미터링율을 산정하여 이를 통해 신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Papageorgiou(2008)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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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 Toll Plaza 본선미터링 전략의 한계점

2.3.1. 대기행렬의 불균형

앞서 제시된 본선미터링 알고리즘은 신호주기를 차로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하게 부여하였다. 알고리즘이 적용된 San Francisco Bay Bridge의 경우, 요금소 
창구가 모두 일반창구로 구성되어 차로별 이용차량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비
해, 국내 요금소의 경우에는 창구가 일반창구와 하이패스로 구분되어 창구별로 
이용차량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2-3]는 주중 가장 혼잡한 금요일 오후 첨두시간(1시간) 동안 
김포 요금소 판교방향 창구별 이용차량 수이다1). 총 12개 차로 중, 1, 2, 3 및 
6, 7차로는 하이패스 차로이고, 나머지 7개 차로는 일반차로이다. 

 [그림 2-3] 금요일 오후 첨두시간 김포요금소 판교방향 창구별 이용차량 수 

1) 2013년 7월 5일 기준. 한국도로공사 일일 요금소 집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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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6차로는 오후 첨두 1시
간 동안 1,600대 이상의 차량들이 이용하는데 비하여, 가장 적은 차량이 이용하
는 12차로는 1시간 동안 약 200대의 차량들이 이용함으로써 두 차로 간 이용차
량 수의 차이는 1시간에 약 1,400대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의 본선미터링과 같
이 차로별 구분없이 동일한 신호주기를 부여할 경우, 6차로에는 녹색 신호가 부
족하여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고, 12차로에는 녹색 신호가 과다하게 주어져 대
기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신호가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 
차로별 요금소 창구를 이용하는 차량 수를 고려하여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차로
에는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이 좀 더 많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적게 이용하는 
차로에는 차량이 좀 더 적게 지나가도록 신호를 부여해야 한다.

2.3.2. 대기공간 부족

또한, 국내 요금소의 경우, 해외의 본선미터링이 시행되고 있는 요금소(San 
Francisco Bay Bridge)에 비하여 요금소에서 신호등까지의 거리가 짧다. 국내 
및 국외의 요금소 기하구조 비교는 <표 1-2> 및 [그림 2-4]와 같다. 현재 본
선미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San Francisco에서는 신호등과 요금소의 거리가 약 
280m인데 비하여 국내 김포요금소의 경우 본선미터링을 위해 신호등을 설치하
면 신호등에서 요금소까지의 거리가 약 80m로 국외사례의 약 3분의 1 수준이
다. 

따라서 본선미터링 도입 시 발생된 대기행렬이 쉽게 요금소를 넘어서 형성되
고, 이러한 경우 요금소 서비스 용량이 크게 감소하여 적정 서비스 용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창구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므로 본선미터링으로 인한 대기행
렬이 요금소를 넘어서 형성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어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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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ay Bridge

(국외)

김포요금소

(국내)

① 요금소 총 연장

(분류부 및 합류부 포함)
약 900m 약 550m

② 요금소~본선 거리 약 500m 약 250m

③ 요금소와 신호등 사이의 거리 약 300m
100m 이하

(설치시)

<표 1-2> 국내 및 국외 요금소 기하구조 비교

(a) 김포요금소(국내) 기하구조 (12차로) 

(b) San Francisco Bay Bridge(국외) 기하구조 (15차로) 

 [그림 2-4] 국내 및 국외 요금소 기하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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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선미터링 관련 연구

본선미터링은 현재 국내외 다양한 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평균속도 및 
통과교통량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2.4.1. Toll Plaza 본선미터링

2.4.1.1. San Francisco Bay Bridge (미국)

Bay Bridge는 San Francisco와 Oakland를 연결하며 많은 통행량으로 인하여 상습
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일일 교통량이 약 20만대 이상으로 인접한 금문교 
일일교통량의 2배가 넘으며, 요금소 이후 약 1km 하류부에서 교량에 연결된다. 요금
소는 20개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교량부는 5차로이기 때문에 연결 지점에서 차로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병목지점이다. 

본선미터링은 본선 요금소 하류부 약 300m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요금소를 
진출한 교통류를 병목현상 없이 5차로 교량부로 합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인승 차량은 항상 녹색신호를 제공받아 신호로 인한 지체 없이 미터링 지점을 통과
할 수 있도록 HOV 차로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병목지점 하류부에 설치된 검지기로부
터 수집된 점유율 수준에 따라 미터링 여부를 결정하며, 미터링 비율은 합류부의 용량
과 대기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미터링 비율은 하류부의 점유율을 용량상태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며 주로 오전 및 오후 첨두시에 운영된다. 미터링의 시
작, 종료 및 미터링 비율은 경험적인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본선미터링 시행 후, 통과교통량은 시간당 약 8,200~8,300대에서 9,500~10,000
대로 약 15%가 증가하였고, 정체지점의 통행시간 또한 3분 이상 감소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감소하였다(MacCald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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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ay Bridge 본선미터링(자료: aerialarchives.photoshelter.com)

2.4.2. 분기점 연결로 본선미터링

2.4.2.1. San Diego I8-SR67 and SR94-SR125 (미국)
San Diego에서는 고속도로간 본선미터링(Freeway-to-Freeway Mainline 

Metering)의 일환으로 연결로의 차로수 감소로 인한 병목지점에서의 정체를 감소시
키기 위하여 고속도로 분기점 연결로에서 미터링을 실시하였다. 고속도로 합류로 인
한 차로감소 지점 이전에 램프미터링을 시행하여 병목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
하였으며, 제어지점 상류부 운전자는 약 10분간의 지체를 경험하지만 전체 통행시간
은 20분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고속도로 분기점 연결로에서 시행되는 본선미터링은 영업소 하류부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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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미터링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Haboian, 1993).
Ÿ 연결로 길이로 인한 차량 대기공간이 충분하다.
Ÿ 미터링 지점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명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Ÿ 지역 통근자의 경우 본선미터링으로 상류부에서 일시적인 지체를 경험

하나, 정체구간의 소통상황이 개선되어 전체 통행시간은 감소함을 인지
하고 있어 민원이 적다.  

[그림 2-6] San Francisco 고속도로 분기점 연결로 본선미터링
(Haboian, 1993)

2.4.2.2. Minnesota R169 외 (미국)
 Minneapolis의 St. Paul에서는 가장 많은 고속도로간 본선미터링이 시행되

고 있으며, Minesota 교통국에 따르면 1971년을 기준으로 총 50개의 고속도로 
연결로에서 고속도로간 본선미터링이 운영된 바 있다. 고속도로간 본선미터링



- 15 -

으로 교통류 와해 방지 등 질적 향상과 함께 도로간 교통량 불균형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과교통량은 제어지점 하류부를 기준으로 차로당 
시간당 300~400대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고발생 건수 또한 감소하였다 
(Haboian, 1993).

2.4.3. 영업소(연결로) 본선미터링

2.4.3.1. 경부 고속도로 외 (한국)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4개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서는 “영업소 진입 교통량 자동

조절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 12월부터 주말 및 명절 특별수송기간에 영업소 
창구 수를 제어하고 있으며 대상 영업소 진입부 정체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 

제어기준은 구간의 서행길이 및 정체길이이며 제어실시에 대한 최종 확인은 
CCTV를 통해 운영자가 교통상황을 확인, 제어조건을 만족할 경우 영업소 창구수를 
조절한다. 동일 노선 내에서 혼잡에 따라 강도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부진
입조절 기준은 아래의 <표 2-3>와 같다. 2008년 명절 특송기간부터 시범적으로 운
영되었으며, 2009년 설연휴 4개 노선 22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귀성 및 
귀경 방향 정체길이를 40~60km 정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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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1단계 2단계 해제

경부선

서울TG~남이JC
서행길이≥25km

서행길이≥50km

정체길이≥15km
서행길이<25km

서해안선

서서울TG~당진IC
서행길이≥15km

서행길이≥40km

정체길이≥12km
서행길이<15km

영동선

군자TG~여주IC
서행길이≥15km

서행길이≥40km

정체길이≥12km
서행길이<15km

중부선

동서울TG~음성IC
서행길이≥15km

서행길이≥40km

정체길이≥12km
서행길이<15km

<표 2-3>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진입조절 기준(팽우선, 2010)

2.4.3.2. Hanshin Express (일본)

  일본 한신고속도로에서는 본선의 정체완화를 위해 진입연결로 폐쇄와 영
업소 창구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본선미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정체상황에 따라 
5단계의 정체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따라 영업소의 가장 가장자리 창구
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운영전략은 진입연결로 차단 방식과 영업소 창구 제한
방식, 그리고 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들 3가지 전략들은 모두 본
선의 교통상황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수행되며, 주요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연결로 차단 방식은 교통관리센터에서 본선의 교통량을 확인하여 임
계 교통량에 근접한 경우 시행된다. 진입연결로 차단시간은 최대 30분으로 운영
된다. 둘째, 영업소 창구 제한 방식은 본선정체가 발생하여 대기행렬이 임계치
를 초과하는 경우, 상류부 요금소 창구를 차례로 제한시키는 방법이다. 한신고
속도로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진입연결로 차단과 영업소 창구수 제한방식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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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결과 유입교통량의 변경 없이 정체, 통행시간,  통행속도가 10% 이상 개선
되었다 (Takehiko et al, 2002; Saita et al, 2002).

구 분
유입교통량

(대)

정체량

(Km * hour)

전체 통행시간

(hour)

평균 속도

(kph)

미제어 시 680,625 484.6 204,808 51.3

제어 시

(미제어 대비 

변화율)  

683,756

(0.5% ↑)

207.2

(57% ↓)

164,954

(19% ↓)

63.2

(23% ↑)

<표 2-4> 한신고속도로 영업소 창구 수 제어 효과(Saito et al, 2002)

2.4.4. 기타 정체유발지점 본선미터링
2.4.4.1. Virginia Hampton Roads Bridge Tunnel (미국)
  Hampton Roads Bridge-Tunnel은 [그림 2-7]과 같이 Hampton 항구를 

연결하는 버지니아 남동부 지역의 중요한 3.5mile 길이의 도로이며, 교량과 터
널이 연결되는 형태에 해당한다.  해당구간에서 약 2시간 이상의 과도한 정체와 
그로 인한 터널내부 온도상승 및 심각한 일산화탄소 오염이 발생된 바 있으며, 
1983년 이후 본선미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터널 내 차량의 속도가 15mph 이하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제어를 통
해 터널 진입을 차단하며, 미터링 비율에 따라 진입교통량이 결정된다. 본선미
터링이 적용된 이후 터널 내 교통류를 안정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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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량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통과교통량 또한 증가하였다. 정체로 인해 터널내
부의 폐쇄된 공간에서 차량들이 과도한 시간동안 대기하는 상황이 해소되었으
며, 터널 내 온도상승과 일산화탄소 오염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Haboian, 
1993). 

[그림 2-7] Virginia Hampton Roads Bridge-Tunnel 신호제어
(Google Map, 2013년 11월 2일 접속)

2.4.4.2. Maryland Baltimore Harbor Tunnel (미국)
  1970년대 University of Maryland에서는 “Traffic Flow Study of Limited 

Facility”의 일환으로 터널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최적화 하기위한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Baltimore Harbor Tunnel의 차량 통과교통량, 교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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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안정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본선미터링을 적용한 바 있다. 
미터링의 주기길이는 2~4분의 범위에서 시행되었으며, 적색신호는 7초에서 

10초, 황색신호는 3초에서 5초가 적용되었다. 영업소 및 터널부에서 정체가 시
작되어 20~25mph의 속도가 관측되는 경우 본선미터링이 시작되며, 그 외 정상 
소통상황에서 녹색신호를 유지한다. 

본선미터링의 적용 결과 터널 내 병목구간에서 속도증가 효과를 거두었으며, 
터널 내에서 교통류율 및 통과교통량 또한 개선되었다. 미터링 비율 변화에 대
한 효과분석 결과 표 4.31와 같이 주기길이 120초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
타내었다 (Haboian, 1993). 

주기

(sec)

통과교통량

(veh/h)

교통량 증가

(veh/h)

평균 속도

(mile/h)

평균속도 증가

(mile/h)

32mph이상 

교통량 비율

(%)

미제어 1388 - 21.9 - 1.0

120 1497 109 34.2 12.3 62.6

160 1469 81 26.6 4.7 27.6

180 1495 107 26.1 4.2 23.6

240 1366 -22 19.6 -2.3 0.0

<표 2-5> 미터링 비율에 따른 효과분석(Habi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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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련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방향

본선미터링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
다. 기존의 본선미터링 기법은 대부분 경험적 판단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그 이
론적 배경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선미터링 기법 중 가장 일반적인 
Toll Plaza 본선미터링 도입 고려 시, 국내 Toll Plaza의 경우 요금징수체계가 
자동징수체계(Hi-pass)와 수동징수체계(Toll Collection System, TCS)로 나
뉘어 차로별 대기행렬 길이의 불균형(두 징수체계 간, 또는 동일 징수체계 간)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현재 본선미터링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하
였을 경우, 국내 요금소에서 신호등까지 저장공간의 길이가 짧아 대기행렬이 쉽
게 요금소를 넘어서 증가할 수 있으므로 Toll Plaza 구간 평균통행시간을 증가
시키고 Spillback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ALINEA 전략에 차로별로 대기행렬을 제어하는 전략
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알고리즘을 개발, Toll Plaza 구간 평균통행시간을 감소
시키고 Tollgate 서비스 용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시적 교통 시뮬레
이션인 Paramics를 통하여 알고리즘의 개선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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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3.1. 적용 전략 검토

시뮬레이션 적용에 앞서, 기존의 Merging Area Control 전략에 Queue 
Management 전략(Queue Control, Queue Override)을 추가로 고려하여 차로간 
대기행렬 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3.1.1. Merging Area Control

M. Papageorgiou 외(2008)는 현재 본선미터링을 적용 중인 미국의 San 
Francisco Bay Bridge를 대상으로 merging area의 최적 차량수를 유지, 합류부
에서 교통류 와해가 발생되기 전 교통수요를 제어하여 정체지점을 분산시킴으
로써 병목지점에서 심각한 지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ALINEA 
(Asservissement Linéaire d'Entrée Autoroutière)에 기반한 본선미터링 알고
리즘을 구축하였다.

[그림 3-1] Merging Are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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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ing Area의 통과시간을 최소로 하는 최적 차량수에 맞춰 미터링율을 조정
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금소 이후 합류부를 지나는 통과차량들의 평균차량
지체를 크게 감소시킴을 보였다.

3.1.2. Queue Management 

Toll Plaza 신호제어를 통해 Merging Area Control을 할 경우, Merging 
Area에서 발생하는 지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제어로 인하여 
대기행렬이 요금소까지 증가할 경우 요금소의 서비스용량을 낮추고, 더 크게 증
가하면 차량들의 분류행태를 방해함으로써 Toll Plaza 통과시간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요금소에서 신호등까지 대기공간이 짧을 경우에, 이러한 단
점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신호제어로 인하여 대기공간에 발생하는 차
로간 Queue 불균형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차로간 대기행렬의 균형을 맞춤으
로써 Toll Plaza 구간 통과시간을 단축시키고, Spillback 발생 비율을 낮출 수 있
다.

[그림 3-2] Queu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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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Queue Control

가장 효과적인 Queue Management 방법 중 하나는 차로별로 대기공간에 대
기행렬이 가득 찰 때를 최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로별 미터링율을 조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로 별 요금소와 신호등 사이 저장공간에 허용가능
한 최대차량수를 결정하여 저장공간의 차량 수를 통해 미터링율을 산출한다. 대
기행렬 차량 수는 저장공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을 검지하여 산출
한다. Queue Control은 차로별 검지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 미터링율을 결정해
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Queue Override 전략에 비해 향상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Gordon, 1996). 

3.1.2.2. Queue Override

신호제어로 인한 대기행렬이 요금소를 넘어서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
하여 Queue Override 전략을 수립하였다. Queue Override 전략이란 요금소 진
출지점 차로의 검지기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면 해당 차로에 대기
행렬이 요금소까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Queue 
Override 전략을 적용한다. 전략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장적용이 용이하다. 대기
행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점유율 및 override에 따른 미터링율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점유율 70%에서 미터링율 1,200veh/h로 설정하였다. 
(Gord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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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ethods 설정

위의 제시된 전략들을 바탕으로 아래의 <표 3-1>과 같이 현장 적용을 위
한 Methods를 설정하였다. Method 0는 아무런 전략을 적용하지 않은 미시행시
를 의미하고, Method 1은 기존의 Papageorgiou(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Merging area control에 따른 제어전략을 의미한다. Method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Merging area control에 Queue Management를 추가로 고려한 제어전
략이다.

No Control
Merging area 

Control

Queue 

Management

Method 0

(No Control)
○ - -

Method 1

(Papageorgiou, 2008)
○ ○ -

Method 2

(본 연구)
○ ○ ○

<표 3-1> Method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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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ethod 1

Method 1은 Merging area control만을 고려한 기존의 Toll Plaza 신호제어
기법으로, Merging area의 통과시간을 최소로 하는 최적차량수를 설정하고 현
재 차량 수를 통해 미터링율을 산정한다. Method 1의 알고리즘은 아래의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기존 연구(Method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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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알고리즘에서 merging area control에 따른 미터링율 산출 방식은 다음
과 같다.

   

  

여기서,  : Exiting flow rate on lane i

        : Regulator factor

         : Number of vehicles in merging area

           : Desired number of vehicle in merging area

           : Number of lanes

신호주기 설정 시, 한 주기마다 차량이 2대씩 지나도록 녹색신호를 고정시키
며(Papageorgiou, 2008), 적색신호가 주기마다 변경되어 적용된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G=4sec로 고정, 차량 2대가 지나는 평균 시간)

여기서,  : Cycle on lane I in period k

         : Green Signal Time (=4 sec)

        : Red Signal Time on lane I in perio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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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Method 2

Method 2는 기존의 Method 1에서 적용된 Merging area control에 Queue 
Management를 추가로 적용한 방법으로, 신호제어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행렬이 
요금소까지 증가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Queue 
Management 방법 중 Queue control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요금소와 신호등 
사이의 저장공간에 허용가능한 최대 차량 수를 산정하고 현재 저장공간에 대기
하는 차량수를 추정하여 미터링율을 설정한다. 

또한, Queue control만으로는 대기행렬이 요금소까지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Queue override 전략을 추가로 고려하여 요금소 진출부 
검지기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기행렬이 요금소까지 형성된 것으로 판
단, 높은 미터링율을 적용하여 대기행렬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Spillback 발생 시, 우선적으로 Queue override에 따른 미터링율을 적용하며, 
Spillback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Queue control을 통해 산출된 미터링율을 
Merging area에서 산출된 미터링율과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최종 미터링율로 적
용한다.

Merging area control에 따른 미터링율 산출 방식 및 주기 산출 방식은 기존
의 연구와 동일하며, Queue control에 따른 미터링율 산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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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여기서,  : current queue length (veh.)

         : entering demand flow

        ′ : flow of vehicles exiting toll plaza 

            : label of lane (i=1~12)

′  


------------------------ ③

i f      max
여기서,   : maximum permissible queue length

         T  : control period (T=30sec)

[그림 3-4] 본 연구(Method 2)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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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 설계

4.1. 분석대상지 선정 및 자료수집

4.1.1. 분석대상지 선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김포요금소에서 시흥요금소까지 구간은 많은 교통
량으로 인한 주요 정체 발생 구간으로서 오전 및 오후 첨두 시 수도권에서 서울
로의 출퇴근통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체를 겪는다.

특히 판교방향 김포요금소는 일산, 파주 및 서울 강북에서 인천, 부천 및 안
양 등으로 이동하는 주요 지점으로써 특히 저녁 첨두 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증가된 수요로 인하여 합류부에서 차량의 지체가 증대되고 이는 Toll Plaza 전
체의 통행시간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Toll Plaza 신호제어의 효과
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1] 분석 대상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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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현장 자료 수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는 항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
으로 알고리즘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관리시스템 검지기 수집
자료와 대기행렬 길이 현장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금요일 오후 첨
두시간을 대상으로 판교방향에 대하여 2013년 7월 4일, 7월 18일 총 2회에 걸
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지기 수집자료도 해당일자에 맞춰 적용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기행렬 길이를 15분단위로 관측하였으며, 수집데이터는 
요금소 창구별 이용차량 수 및 구간 속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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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틀 구축

4.2.1. Simulation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작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
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Paramics(PARAllel MICrosopic Simulation)는 Modeller, Programmer, 
Processor, Analyzer 등의 모듈로 구성되며, Modeller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이
루어진다. 모형 내 각각의 DVU(Driver Vehicle Units)는 PARAMICS의 차량추
종모형과 차로변경모형에 따라 단위시간별 차량의 행태를 결정하며, 이때 단위
시간은 0.001초 까지 세분화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O/D로 교통량을 입력하여 
교통상황 묘사 이외에 링크별 Cost Factor와 운전자 특성에 따른 Dynamic 
Assign이 가능하다. 다양한 API 함수의 제공으로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분석
이 가능하다 (Quadstone Limited, 2010).

PARAMICS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지원하여 
분석자가 작성한 새로운 프로세스에 따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PARAMICS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를 활용하면 차로별로 신호제어가 가능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Toll Plaza 신호제어를 효과적으로 적용 및 
분석이 가능하다. 

4.2.2. Simulation Verification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하여 차량들의 주행
특성인 속도 및 감가속도와 관련된 차두간격 및 반응시간 등의 Factor들을 조정
하였다. 먼저 Mean target headway는 현장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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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초를 적용하였고, Mean driver reaction time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
문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그 값을 0.6초로 적용하였다(May, 2002). 또한 요금
소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하여 차량들의 창구별 이용비율을 현장 자료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차량의 type에 따라 일반차량과 하이패스 차량으로 구분하였다.

4.2.3. 네트워크 설정

앞서 설명하였듯이 김포요금소의 판교방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설정하였
다. 본선부 4차로, 요금소 12차로로 구성하였으며 제한속도는 본선부 100km/h, 
요금소는 30km/h로 현실과 일치하게 설정하였다. 요금소에서의 서비스 시간은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0초, 일반차량의 경우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6초로 설정하
였다. 

 [그림 4-2] Simulation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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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알고리즘 관련 파라미터 설정

먼저, Merging area control을 위한 Merging area의 통과시간을 최소로 하는 
차량 수는 본 연구의 대상 지역에서 25대인 것으로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확인
되었다. 또한 Queue control을 위한 요금소와 신호등 사이의 최대 대기행렬 길
이는 시뮬레이션 수행결과 1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Queeue override를 위한 
Spillback 판단 기준 점유율 및 Queue override 미터링율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요금소 하류부 약 10m 지점의 차로별 검지기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해당 차로에서 Spillback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Queue override 미터링율
을 1,200대/시로 적용하였다(Gord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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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나리오 설정

차로 간 대기행렬의 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 신호제어 전략의 타당한 근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현장 자료
를 통해 나타난 오후 첨두시의 수요 6,000대/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를 3,000
대/시에서 9,000대/시까지 1,000대/시씩 변화시키며 수요에 따른 7개의 시나리
오를 분석하였다. 

또한 첨두시 수요를 기준으로 (6,000대/시)  대기공간의 길이를 현재 80m를 
기준으로 30m에서 280m까지 50m씩 증가시켜 대기공간이 짧은 경우(국내)와 
충분히 긴 경우(현재 본선미터링을 시행 중인 Bay Bridge)에 각 method에 대
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기공간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대신 총 구간길이를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류부의 길이를 감소시켰다.

 [그림 4-3] 대기공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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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의 전제

구간별 분석은 각 시나리오에 대하여 해당구간의 오후 첨두 지속시간을 고려
하여, 2시간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Random seed를 30회씩 실행하여 분
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차량들이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안정화되기 위한 
warm-up time은 15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4] 분석 대상 지역의 오후 첨두 지속시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평균통행시간(Average 
Travel Time)과 Spillback 발생비율을 효과척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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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 결과

5.1. 수요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

5.1.1. 수요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수요의 변화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변화는 아래의 [그림 5-1]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Method 2는 수요가 적을 때에는 Method 0 (미시행시)나 
Method 1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요가 
5,000대/시 이상이 되면서 평균통행시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수요가 
5,000대/시에서 6,000대/시 일 때 평균통행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Method 1은 Method 0에 비해서 평균통행시간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호제어로 인한 대기행렬이 요금소를 지나서 길게 형성됨에 
따라 Toll Plaza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류 행동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아래의 <표 5-1>은 Method 0 대비 수요에 따른 평균통행시간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Method 1은 Method 0에 비하여 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ethod 2는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수요가 
5,000대/시~6,000대/시 일 때, 통행시간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요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Method 별 통행시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수요가 적을 때는 Toll Plaza 구간에서 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Method를 적용하든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요가 많을 때는 Toll 
Plaza 구간에서 용량초과의 상태로 차량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떤 
Method를 적용하든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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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요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변화

수 요 (대/시) Method 1 Method 2
3,000 2.91 -2.54
4,000 2.92 -4.13
5,000 8.87 -11.73
6,000 9.62 -9.71
7,000 4.98 -5.25
8,000 3.68 -4.05
9,000 1.50 -2.64

<표 5-1> Method 0 대비 평균통행시간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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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통행시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분석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었다. 구간 1은 Toll Plaza의 상류부, 즉 시작점부터 Diverging area까지이
고 구간 2는 Toll Plaza를 의미하며 구간 3은 Toll Plaza의 하류부, 즉 Merging 
area에서 종착점까지이다.

[그림 5-2] 구간별 평균통행시간 변화

Section 1과 2에서 Method 1을 적용했을 때 평균통행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Merging area control로 인한 대기행렬의 증가로 Toll Plaza 및 그 
상류부에서 지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Method 2를 적용했을 때 평
균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나왔는데, 이는 Queue Management 전략을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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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Toll Plaza 및 그 상류부에서 발생하는 지체를 줄여서이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Section 3에서는 Method 1을 적용하였을 때,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
는데, 이는 Merging area control로 인하여 차량들이 Merging area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ethod 2 적용 시에는 
Method 0 적용 시 보다는 통행시간이 적게 나타났지만, Method 1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행렬의 상태에 따라 미터링율이 결정된 경우 
Merging area를 통과하는 차량들 사이에 지체가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5.1.2. 수요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

차량 이용이 가장 많은 6번째 차로를 기준으로 각 Method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Method에 관계없이 수요가 증가하면 Spillback 
발생비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thod 1은 Method 0에 비해서 
Spillback 발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Merging area control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행렬이 추가적인 Spillback을 야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Method 2에서 Spillback 발생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Queue 
management 전략의 영향으로 Spillback의 발생을 억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Method 2에서는 Method 0과 비교하여 Spillback 발생비율이 약 
20~60% 정도 감소하였으며, 평균통행시간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5,000대/
시에서 6,000대/시 사이일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40 -

[그림 5-3] 수요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

5.1.3. 수요의 변화에 따른 소결

 Method 1을 적용 시 Method 0와 비교하여 평균통행시간 및 Spillback 발
생비율 측면에서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금소의 대기공간
의 길이가 100m 이하로 짧기 때문에 Merging area control시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대기행렬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Method 2에서는 Method 0와 비교하여 평균통행시간 및 
Spillback 발생비율 측면에서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Merging area control 전략에 Queue Management 전략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신호제어로 인하여 생성되는 대기행렬을 제어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Method 2는 수요가 5,000대/시에서 6,000대/시 일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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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기공간의 변화에 따른 분석결과

5.2.1. 대기공간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대기공간이 짧을 때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Method 2를 적용하였을 경우, 
평균통행시간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대기공간이 충분히 긴(2
경우에는 Method 1에서 충분한 평균통행시간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기공간이 짧을 때에는 신호제어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행렬이 길
게 증가하여 Toll Plaza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분류행태를 크게 제한, 통행시간 
증가를 야기하지만 대기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크게 완화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평균통행시간 측면에서 국내 Toll Plaza와 같이 대기
공간이 적은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대기
공간이 충분한 미국의 Bay Bridge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의 알고리즘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5.2.2. 대기공간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

차량 이용이 가장 많은 6번째 차로를 기준으로 대기공간 길이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Method 2)을 적용하였을 때 Spillback 발생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기존 연
구 알고리즘(Method 1)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대기공간이 적을 때 Spillback 
발생비율이 높게 나오지만 대기공간이 길어지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대기공간의 길이가 180m 이상인 경우에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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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6000대/시)

[그림 5-4] 대기공간 길이의 변화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변화

[그림 5-5] 대기공간 길이의 변화에 따른 Spillback 발생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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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대기공간 길이에 따른 소결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알고리즘(Method 2)을 적용했을 경우 대기공간의 길
이에 따른 평균통과시간 및 Spillback 발생 비율 측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공간이 충분히 긴 경우,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
(Method 1) 적용 시에도, 평균통행시간의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Toll Plaza와 같이 대기공간의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갖지만, 만약 대기공
간이 충분한 미국의 Bay bridge의 경우에는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도 좋은 효과
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기공간이 짧으면 신호제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행렬이 차량의 분류행동을 크게 제한하여 평균통행시간을 늘리고 Spillback 
발생을 야기하는데 비하여 대기공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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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Toll Plaza 신호제어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차로별 대기행렬 제어를 고려하는, 즉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로에
는 녹색신호를 상대적으로 길게 부여하고, 차량들이 적게 이용하는 차로에는 녹
색신호를 상대적으로 짧게 부여하고 대기행렬이 과도하게 증가 시 이를 방출하
는 Toll Plaza 신호제어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현장자료를 통한 시
뮬레이션 구현으로 검증하였다.

수요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 적용 시 Toll 
Plaza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평균통행시간을 낮추고, 신호제어로 인한 대기행렬
이 요금소를 넘어서 형성되는 Spillback 발생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5,000대/시에서 6,000대/시일 때 평균통행시간이 미시행시와 비교
하여 약 10% 감소하고, Spillback 발생비율은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대기공간의 길이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 적용 시 
수요가 높을수록 대기공간의 길이에 따른 평균통행시간 및 Spillback 발생 비율
의 감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공간의 길이가 180m 이상일 
때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Toll Plaza에서 첨두시에 적용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Toll Plaza 대기공간의 길이를 증가시킨다면 더 큰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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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Toll Plaza 신호제어 전략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별 대
기행렬을 고려한 Toll Plaza 신호제어 전략을 제시, Toll Plaza에서의 원활한 교
통운영을 가능하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본선미터링 기법 중 차로별 대기행렬을 고려한 Toll 
Plaza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평균통행시간과 Spillback 발생비율을 
통하여 효과를 평가하였으나 이외에도  연료소모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의 변화
를 고려하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간별 
차량들의 속도표준편차를 통해 교통류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Toll Plaza 구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를 
확장하여 다른 고속도로 운영관리기법들, 램프미터링 및 VSL(Variable Speed 
Limit)등과 함께 운영한다면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연구에서는 Toll Plaza의 기하학적 요소 중에서 요금소와 신호등 사이의 
대기공간의 길이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Toll Plaza의 다양한 기하학
적 요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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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용어정리

l 대기공간
Toll Plaza에서 요금소와 미터링을 시행하는 신호등 사이의 공간으로써, 신호제
어로 인한 차량들이 대기하는 공간

l 본선미터링
고속도로 본선에서 신호운영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제어하는 기법으로, 고속도
로 본선의 주요 정체지점에서 교통류 와해가 발생되기 전 교통수요를 제어

l Merging area
Toll Plaza 하류부에서 차로수가 감소하는 병목지점으로, 차량간의 상충으로 인
하여 정체가 빈번히 발생

l Queue Override
Spillback 현상 발생 시, 높은 미터링율을 부여하여 생성된 대기행렬을 감소시
키려는 교통제어전략

l Spillback
Toll Plaza 신호제어 시 발생한 대기행렬이 대기공간을 넘어서 요금소까지 증가
한 상태로 요금소의 서비스용량 감소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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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oll Plaza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으로, 본선부에 비해 차로수가 많
기 때문에 진입 및 진출 시 차량 혼잡을 야기함

l Toll Plaza 신호제어
고속도로 요금소 하류부의 Merging area에서 발생하는 지체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신호를 통해 요금소 진출 차량을 제어한 교통관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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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ainline Metering Strategy at Toll Plaza

Considering Queue Imbalance among Lanes

Jang, Sunghoo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ffic congestion is caused at merging area located in downstream of 
toll plaza on expressway by decrease number of lanes. Mainline metering 
strategies at toll plaza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solve this 
congestion. However, mainline metering has a disadvantage that it leads 
queue of traffic. Particularly, toll plaza in Korea is composed of Hi-Pass 
lanes and Toll Collection System (TCS) lanes, which leads queue imbalance 
between lanes. Moreover, the length of waiting space between tollgate and 
signal is shorter than that of foreign cases implementing mainline metering 
at toll plaza, which causes spillback which means the queue reaches 
tollgate. This study suggests mainline metering strategy at toll plaza 
considering these features to reduce congestion at toll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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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research about mainline metering at toll plaza applied 
metering rate by the optimum number of vehicles minimizing travel time at 
merging area based on ALINEA algorithm. This study proposes mainline 
metering strategy based on the existing strategy, and additionally consider 
queue management strategy of each lane. In addition to reducing average 
travel time at Toll Plaza, this strategy improves service capacity of toll 
plaza by reducing occurrence rate of spillback.

This study analyzes effect of the suggested strategy by changing the 
4length of the waiting space. As a result, when the length of the waiting 
space decreases, more traffic congestion occurs. This can be alleviated by 
the strategy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a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effect of 
mainline metering on queue imbalance condition among lanes.

Keyword: Toll Plaza, Mainline Metering, Queue Management, 
          ALINEA, Spillback 
Student Number: 201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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