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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근 도로의 유지 리가 요해지면서 각종 도로에 공사작업이 증가

하고 있다.특히,차로통제가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기본

구간에 비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따라서 공사구

간에서의 교통 혼잡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한 운 방안 모

색이 필요하며,최근 가변속도제어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기존의

고속도로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 련 연구에서는 제한속도를 결정할 때

주로 유율과 평균속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차량의 향에 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의 향을 살펴보기 하

여 기존문헌고찰 장조사를 수행하 고,이를 바탕으로 가변속도제

어 략을 수립하 다.제어 략의 효과평가를 해 실제 네트워크에

하여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하 고,속도 변동계수의 변화를 분석하

다.분석결과 상 네트워크에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변속도제어

략을 용하게 되면,유입교통량이 1300( /시/차로)이상인 범 에서

교통류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고속도로 공사구간

에서는 유입교통량 수 에 따라 차량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가변속도

제어를 용하면 보다 안정 인 교통운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가변속도제어,고속도로,공사구간, 차량

학번 :201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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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1연구의 배경 목

최근 도로의 유지 리가 요해지면서 고속도로에 공사작업이 증가하

고 있다.공사구간에서는 공사작업의 효율성과 작업자들의 안 을 하

여 불가피하게 일부 차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부 차로를 통제하게 되면 국지 으로 차로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합류

교통류가 발생함과 동시에 도로용량이 감소하게 된다.이에 따라 도로의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되고 교통사고의 험 한 증가하게 된다.따라

서 고속도로 공사구간은 기본구간보다 세심하고 효율 인 리와 운 을

필요로 한다.

재 국내 도로 공사구간은 도로공사장 교통 리지침(국토교통부,

2012)에 따라 리되고 있지만 모두 정 인 리만을 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변화에 하여 실시간으로 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실시간 운 방안으로 최근 가변속도제어에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속도를 결정하는 기 으로서 주로 해당구간의

유율,평균속도 등을 고려하 다.이러한 요소들은 공사구간만이 아닌

도로의 일반 인 혼잡구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이다.하지만 기본구간에

비하여 공사구간에서는 차량이 도로혼잡에 미치는 향이 더 클 것으

로 추정되는 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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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평균속도 등 이외에도 차량 비율 요소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차별된 운 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율,평균속도 외에도 차량 비율 요소를 추가 으

로 고려한 고속도로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 략을 수립하 다.이를 통

해 교통류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1.2연구의 범 방법

1.2.1연구의 범

본 연구의 상은 국내 고속도로 공사구간이다.공사의 종류는 연속류

본선의 차로 일부를 통제하는 차로 용공사로 한정하 다.공사구간

운 방안으로는 가변속도제어를 선택하 고,교통류 안정성 개선이라는

목 을 토 로 보다 합리 인 제어 략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을 두었다.

1.2.2연구방법

제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교통류 특성과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차량이 미치는 향을 악한다.그리고 고속

도로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 련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차별

성을 도출한다.제 3장에서는 장조사를 통하여 기본구간과 공사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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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차량의 향을 살펴보고,시뮬 이션 분석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

를 구축한다.제 4장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을 한 가변속도제어 체

계와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제 5장에서는 실제 네트워크를 상으로 시

뮬 이션 분석을 수행한다.시뮬 이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제 4장에서

제시한 가변속도제어 략의 효과를 교통류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알고리즘 임계값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 향후연구과제에 하여 설명한다.본 연구

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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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  경  행연구 고찰

2.1고속도로 공사구간

2.1.1정의 구조

도로공사장 교통 리지침(국토교통부,2012)에 따르면 도로 공사구간

이란 공용 인 도로에서 용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는 구간을 말한다.도로 공사구간은 교통 리를 해 주

의구간,완화구간,작업구간,종결구간으로 구성된다.

주의구간은 운 자들이 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 에 인지할 수 있

도록 확보하는 구간이다.완화구간은 진행 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으로 공사 인 해당차로 방에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변경하게 하는 구간이다.작업구간은 완충구간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활동구역으로 구성된다.여기서 완충구간은 운 자들이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운 자 작업자를 보호하기 한 구간이

다.종결구간은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 의 정상 인 교통흐름으

로 복귀하는 구간이다.

도로 공사구간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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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  공사 간  조 ( 통 , 2012)

2.1.2교통류 향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로통제로 인하여 기본구간보다 차로수가

감소한다.차로 감소로 인하여 도로용량이 감소하게 된다.특히,기존문

헌 고찰결과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로 당 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 기본구간에서의 차로 당 용량이

2200(pcphpl)인 것(국토교통부,2013)에 비하여 기존 연구에서 공사구간

에서의 차로 당 용량은 1500∼1820(pcphpl)으로 약 17∼32%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로 당 용량감소로 인

하여 기본구간보다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공사구간은 기본구간보다 효율 인 리와 운 을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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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로 종류 차로 당 용량(pcphpl)

김동녕 외(1998) 고속도로 1500~1820

박용진 외(2011)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800

김상구 외(2013) 고속도로 1700~1750

이미리 외(2013) 도시 고속도로 1650

[  2-1] 고 도  공사 간 용량 

국내 고속도로 공사구간 운 리 방안으로는 교통안 표지 설치,속

도제한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국토교통부,2012),가변속도제어와 같은

실시간 운 방안은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실

시간 교통운 에 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차로이용제어와 가변속도제어

를 상으로 이루어졌다.Andrzejetal.(1999)와 Andrew etal.(2004)는

운 효율성을 높이기 해 각각 EarlyMerging과 LateMerging기법

활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Linetal.(2004),Lylesetal.(2004)등

의 연구에서는 교통 혼잡 완화를 해 가변속도제어 활용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한 실시간 운 리

방안으로 가변속도제어를 용하 고,교통류 안정성 개선을 한 가변

속도제어 략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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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량

2.2.1정의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2013)에 따르면 차량이란 승용차보다 주

행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으로 트럭,버스,특수차량이 해당된다.해당 지

침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차량은 다음 [표 2-2]와 같이 소형, 형,

형으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소형 2.5톤 미만 트럭, 16인승 미만 버스

형 2.5톤 이상 트럭, 16인승 이상 버스

형 세미 트 일러 는 풀 트 일러

[  2-2] 차량   ( 통 , 2013) 

HighwayCapacityManual(TransportationResearchBoard,2010)에

따르면 차량이란 도로면에 닿는 타이어 개수가 4개보다 많은 차량으로

트럭,버스 RecreationalVehicles(RVs)가 해당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

다.

본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공사구간을 상으로 연구의 범 를 설정하

기 때문에 차량의 정의는 국내 기 인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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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교통류 향

HighwayCapacityManual(TransportationResearchBoard,2010)에

따르면, 차량은 승용차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도로 공간을

차지하고,승용차보다 주행성능(operationcapability)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속력과 감속력 경사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 떨어진다.특

히,주행성능 감소에 의한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즉, 차량은

소형차량보다 선행차량을 따라가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차간거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차량 이후로 기행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강승규(1996)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승용차환산계수가 기본구간

에서는 1.3∼1.5정도로 나타나는 반면 공사구간에서는 1.4∼2.1정도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이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

치는 향이 기본구간보다 공사구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박진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사구간에서 차량 비율이 높아질수

록 기행렬이 발생하는 최소유입교통량이 작아지게 되며,이는 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은 유입교통량에서 기행렬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차량 비율(%) 0 20 65

최소 유입교통량(vphpl) 1000 900 800

[  2-3] 차량 비 과 대 행 생 통량 ( 진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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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향이 기본구간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따라

서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교통류 운 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3가변속도제어

고속도로 가변속도체계 운 가이드라인(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12)에 따르면 가변속도제어는 교통상황,기상상태 등에 따라 최고 제한

속도를 일시 는 시간 별로 변화시켜 교통류를 안정화시키는 교통류

리 략이다.가변속도제어 운 을 통하여 교통류 안정성,운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용가능 상구간으로는 상습 지․정체 구간,기

상악화 빈도가 높은 구간,고속도로 내 작업구간,속도 리가 필요한 구

간 등이 있다.

가변속도제어의 종류는 크게 지․정체 응,기상 응,작업구간

응으로 구분된다.지․정체 응 목 의 가변속도제어는 도로 지․정체

발생 시 하류부 근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통과교통량 증가,통행시간

감소,평균속도 증가 등의 운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하여 용된다.기

상 응 목 의 가변속도제어체계는 고속도로 내 강우,강설,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안 측면에서 차량의 속도를 안 속도로 유도하여 사

고발생 사고심각도를 감소시키기 하여 용된다.작업구간 응 목

의 가변속도제어는 도로 내 작업구간 발생 시 근 차량의 속도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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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감소시켜 안 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구간 내 사고발생

감소,차로감소로 인한 지․정체 발생 감소 등을 하여 용된다.

재 국내에서는 서해 교, 종 교,인천 교 등 기상악화에 따라

사고 험성이 높은 교에 한해 권고형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자체 으로 기 을 수립하여 용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2012).

해외 운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독일, 국,핀란드,네덜란드 등에

서 기상악화,작업구간,상습정체 등에 응하기 해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2012).

용지역 용구간 운 목 운 결과

미국 

워싱턴
I-90 도로구간 교통 안 성 향상

속도분산 감소

평균속도 감소

미국 

미네소타
도시 작업구간

작업구간

교통흐름 향상
-

미국 

미시건

디트로이트 

M-10 터 구간

상습정체로 인한 

기행렬  정거 

감소

사고 감소

속도편차 감소

[  2-4] 가변 도제어  운 사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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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역 용구간 운 목 운 결과

독일 A8 외 2개 구간

교통 혼잡시

교통흐름 원활화 

기상악화 시 사고 방

교통사고율

20~30% 감소

국 런던 M25
교통 혼잡시

교통흐름 원활화 

교통사고 10~15% 

감소

핀란드 E18 도로구간
기상악화 시 속도감소 

 도로안 성 향상

교통사고 8~25% 감소

속도편차 3km/h 감소

평균속도 0.4~1.4% 

감소

네덜란드 A16 도로구간
안개발생 시 운 자의 

안 한 운행 유도

평균속도

8~10km/h 감소

[  2-5] 가변 도제어  운 사 (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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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의 효율 인 가변속도제어를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inetal.(2004)은 공사구간에서의 교통

지체를 완화시키고 통과교통량을 향상시키기 하여 교통량,평균속도,

도를 기 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Lylesetal.(2004)

은 공사구간의 교통흐름과 교통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유율과

평균속도를 기 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Kwon et

al.(2007)은 교통지체를 완화하기 해 평균속도를 기 으로 속도를 제어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박 외(2011)는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를

한 정 PVMS간격을 도출하 다.Wuetal.(2013)은 제어 용구간의

목표 교통량과 구간 도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한 실제 공사구간 하나를 선정하여 검지기 자료로부터 해당 구간

에 한 트럭 보정계수를 산정하 고,이를 곱하여 결정된 제한속도를

용할 경우 해당 구간에서 교통류 안정성이 보다 개선되는 결과를 제시

하 다.하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산정된 보정계수를 교통상황에 계없

이 일 으로 용하 다는 한계 이 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와 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속도

를 결정하는데 주로 유율,평균속도 등의 기본 인 교통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하지만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차량의 향이 커짐에

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부족하 다.본 연구에서는 유

율,평균속도 외에 차량 비율 요소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

인 가변속도제어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3 -

2.4교통류 안정성

Nilson(2004)의 연구에 따르면,속도의 변화와 사고율은 한 계

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속도의 편차가 0에 가까울 때에는 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다.반면 평균속도에 한 속도편차의 댓값의 비율,

즉 속도 변동계수가 증가할수록 사고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속도 변동

계수가 0.01증가할 때마다 사고발생률은 2%씩 증가한다.

[그림 2-2] 도 변동계수  사고 생률  계 (Nilson, 2004)

한 Solomonetal.(1964)의 연구에서도 속도편차가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차량들 사이에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날수록 추월시도가 많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증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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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편차  사고 생률  계 (Solomon et al., 1964)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로 감소로 인하여 합류 교통류가 발생하

고,도로의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험 한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의 교통사고 험을

감소시키기 하여 속도편차를 감소시켜 교통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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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에서는 제한속도를 결정하는데 주로 유율,평균속도 등의

기본 인 교통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하지만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서 차량의 향이 커짐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차량 비율 요소를 추가 으로

고려하여 교통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 인 가변속도제어 략을 제

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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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장조사

3.1 장조사 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의 향을 실제로 확인하고,시뮬 이

션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하여 장조사를 실시하 다.2013

년 8월 12일부터 2013년 11월 18일까지 국도 42호선 안산 부근 공사구

간,제2경인고속도로 일직 부근 공사구간,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공

사구간, 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부근 공사구간에 하여 장조사를

수행하 다.

장소 조사일시 차로통제형태 제한속도 비고

국도 42호선

안산 부근

2013.8.12.(월) 

11:00~14:00

2013.10.21.(월) 

11:00~14:00

4차로→2차로 80km/h 주간공사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 부근

2013.10.31.(목) 

17:30~19:30

2013.11.1.( )

7:00~9:00

5차로→3차로 100km/h
장기공사

(항시통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2013.11.7.(목) 

16:00~18:30

2013.11.8.( )

7:30~10:00 

3차로→2차로 100km/h 주간공사

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부근

2013.11.18.(월) 

16:00~18:30
2차로→1차로 100km/h

장기공사

(항시통제)

[  3-1] 현 조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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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 구간의 황은 다음 [그림 3-1]와 같다.

국도 42호선 안산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부근

[그림 3-1] 현 조사  사진

3.2공사구간 교통류 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공사구간으로 인한 교통류 향을 분석

하 다.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로감소 구간의 존재로 인하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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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의 불가피한 차로변경이 발생하여 기본구간보다 혼잡이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기본구간에서의 일반 인 차로변경시간과 공사구간 합류부

에서의 차로변경시간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기존문헌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차종별

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다음 [표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구간별 비교(공사구간 합류부

기본구간)와 차종별 비교(소형차량, 차량)는 동일한 장소와 교통량

수 에서 수행하 다.이는 차로감소 외에 차로변경시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을 배제하여 분석하기 함이다.차로 변경시간을 측정

하기 하여 각 장소에 하여 비공사시의 기본구간과 공사시의 공사구

간에 해서 소형차량과 차량 각각 30개씩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

행하 다.

평균 인 수치만으로 보았을 때 소형차량과 차량 모두 기본구간(비

공사시)에 비하여 공사구간에서 차로변경시간이 크게 나타났다.공사구간

에서는 차로 감소로 인해 합류부가 발생하여 국지 으로 도가 증가하

게 되고,이로 인하여 차로변경이 방해를 받아 차로변경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기본구간(비공사시)과 공사구간 모두에서

차량이 소형차량보다 차로변경시간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차량이 소형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성능이 떨어져 가속,감속,방향 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 19 -

장소 구분

공사구간 합류부 기본구간(비공사시)

차량 소형차량 차량 소형차량

국도 42호선 안산 

부근

표본수 30 30 30 30

평균( ) 4.86 3.04 3.73 2.86

표 편차 ( ) 0.81 0.54 1.21 0.65

제한속도 80km/h

제2경인고속도로 

일직 부근

표본수 30 30 - -

평균( ) 4.01 2.94 - -

표 편차 ( ) 0.94 0.48 - -

제한속도 100km/h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표본수 30 30 30 30

평균( ) 4.55 2.83 3.75 2.65

표 편차 ( ) 1.00 0.52 1.06 0.60

제한속도 100km/h

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부근

표본수 30 30 - -

평균( ) 3.89 2.66 - -

표 편차 ( ) 0.81 0.51 - -

제한속도 100km/h

[  3-2] 간별 차종별 차 변경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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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 결과의 통계 검정을 하여 차종별,구간별 T-검정을 실

시하 다.유의수 은 0.05,자유도는 58(=30+30-2)이고 통계량 기 치

( )는 2.0이다.검정통계량(T)이 기 치보다 크면 두 집단의 평

균값에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이고,기 치보다 작으면 두 집단의 평균

값에 통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검정 결과 기본구간(비공사시)과 공사구간 모두 차량이 소형차량

보다 차로변경시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공사구간에서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소형차량의 경우에는 기본구간과 공사구간에서

차로변경시간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량의 경우 기본구

간보다 공사구간에서 차로변경시간이 확실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구간에서의 차량 향이 기본구간에 비하여 더 커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따라서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혼잡 한 차

가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는 차량 비율에

따른 제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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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기 공사구간 기본구간 차량 소형차량

국도 42호선 

안산부근

비교 상
소형차량

- 차량

소형차량

- 차량

기본구간

-공사구간

기본구간

-공사구간

T 통계량 10.27 3.49 4.27 1.17

차이의 

유의성
○ ○ ○ X

제2경인고속

도로 

일직부근

비교 상
소형차량

- 차량

소형차량

- 차량

기본구간

-공사구간

기본구간

-공사구간

T 통계량 5.54 - - -

차이의 

유의성
○ - - -

제2경인고속

도로 

서창부근

비교 상
소형차량

- 차량

소형차량

- 차량

기본구간

-공사구간

기본구간

-공사구간

T 통계량 8.34 4.96 3.00 1.23

차이의 

유의성
○ ○ ○ X

담동탄

고속도로 

북오산부근

비교 상
소형차량

- 차량

소형차량

- 차량

기본구간

-공사구간

기본구간

-공사구간

T 통계량 6.51 - - -

차이의 

유의성
○ - - -

[  3-3] 차 변경시간 T-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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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뮬 이션 분석 정산 자료 구축

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뮬 이션 분석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 다.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기본구간(비공사시)의 차종별 차

두시간 차종별 비율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기본구간(비공사시)의 차

종별 차두시간은 다음과 [표 3-4]와 같이 나타났다.

추종차량 소형차량 차량

선행차량 소형차량 차량 소형차량 차량

표본수 30 30 30 30

차두시간

( )

평균 1.62 3.32 3.24 3.65

표 편차 0.37 1.44 1.10 1.72

[  3-4] 제2경 고 도  창 근 본 간 차 시간 

다음 [표 3-5]와 같이,차종별 비율은 소형차량 77.5%, 차량 22.5%

로 나타났다.

차종

소형차량 차량

승용차 승합차 트럭 형트럭 버스

비율(%) 51.5 26.0 12.0 7.4 3.1

[  3-5] 제2경 고 도  창 근 차종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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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연구 법

4.1주요 용어정의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체계와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음

[표 4-1]과 같이 정의하 다.

용어 의미

제어구간 가변속도제어가 용되는 구간

제어주기 제한속도가 갱신되는 시간간격

제한속도 제어구간에서 주기마다 표출되는 제한속도

이속도
격한 제한속도 변화를 완화하기 한 

간단계의 제한속도

유율 임계값 제한속도 결정에 기 이 되는 유율 기  값

평균속도 임계값 제한속도 결정에 기 이 되는 평균속도 기  값

차량 비율 임계값 제한속도 결정에 기 이 되는 차량 비율 기  값

[  4-1] 주  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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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변속도제어체계

제어주기 동안 합류부 방인 B지 에서 유율과 평균속도를 검지하

고,제어구간 방인 A지 에서 차량 비율을 검지한다.검지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속도 결정 알고리즘을 거쳐 이속도와 제한속도가 표출되

는 구조로 제어체계를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변속도제어체

계를 다음 [그림 4-1]과 같이 정리하 다.

[그림 4-1] 가변 도제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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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정도를 악할 지 은 합류부 방인 B지 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유율과 평균속도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B지 에 설치하

다. 차량 비율은 다음 제어주기에 해당하는 값을 미리 검지하여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제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따라서 차량 비율

을 검지하는 검지기는 제어구간 방인 A지 에 설치하 다.

제어체계 요소 제어주기,제어구간의 시작 치, 차량 비율 검지

치를 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먼 ,제어주기를 결정하기 해 가

변속도제어 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용구간

규모를 감안하여 제어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용구간 규모가 작을

수록 제어주기를 짧게 설정하고, 용구간 규모가 클수록 제어주기를 길

게 설정하는 것이 하다.본 연구에서는 용구간 규모가 2∼3km이

기 때문에 제어주기를 1분으로 설정하 다.

연구 제어주기 용구간 규모

Abdel-Aty et al.(2006) 10분 약 8.85km

Allaby et al.(2007) 20 약 0.5~0.6km

Kwon et al.(2007) 1분 약 4km

조 웅(2012) 1분 약 1km

본 연구 1분 약 2~3km

[  4-2] 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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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구간의 시작 치는 도로공사장 교통 리지침(국토교통부,2012)

에 따라 1.5km로 설정하 다. 차량 비율 검지 치는 다음 제어주기에

제어구간으로 진입할 차량들을 검지해야하기 때문에 제어주기와 기본구

간 제한속도에 해당하는 만큼 제어구간 방에 치시켰다. 를 들어

제어주기가 1분이고 기본구간 제한속도가 100km/h일 경우 차량 비율

검지 치는 제어구간 1.7km 방이 된다.

기본구간 제한속도(km/h) 차량 비율 검지 치

110 제어구간 1.8km 방

100 제어구간 1.7km 방

90 제어구간 1.5km 방

80 제어구간 1.3km 방

[  4-3] 차량 비  검지 치(제어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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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제한속도결정 알고리즘

본 연구의 제한속도결정 알고리즘은 연속류 정체구간의 안정성 향상

을 한 가변속도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한 Allabyetal.(2007)의 연구와

공사구간 가변속도제어 연구인 Lylesetal.(2004)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

발하 다.제한속도결정에 기 이 되는 요소로는 기본 으로 유율과

평균속도를 고려하 고,추가 으로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공사구간 제한속도결정 알고리즘을 구축하 다.알고리즘에 포함되는 기

호는 [표 4-4]와 같다.

기호 의미

 기본구간 제한속도(km/h)

 ,  유율 임계값

 차량 비율 임계값

 평균 유율

 평균속도(km/h)

 차량 비율

[  4-4] 알고리  호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3-1]의 B지 에서 검지된 유율과 평균속

도,A지 에서 검지된 차량 비율의 값이 각각 임계값에 하여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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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 에 따라 이속도와 제한속도가 결정되는 형태이다. 유율이 높

을수록,평균속도가 낮을수록, 차량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제한속도를

표출하게 된다.

[그림 4-2] 제한 도결정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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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된 유율()이 유율 임계 하한 값()보다 작은 범 에 해

당할 경우 교통 혼잡이 거의 없다고 단하여 기본구간의 제한속도와 같

은 제한속도를 상 구간에 표출하게 된다.검지된 유율()이 유

율 임계 하한 값()보다 크고 임계 상한 값()보다 작은 범 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검지된 평균속도()가 평균속도 임계값(,)에

하여 해당하는 범 에 따라 제한속도가 결정된다.이때,검지된 차량

비율()이 차량 비율 임계값()보다 크면 더 낮은 제한속도를 표출하

게 된다.검지된 유율()이 임계 상한 값()보다 큰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제한속도가 표출되며, 차량 비율이 차량 비율 임계값()보다

크면 더 낮은 제한속도를 표출하게 된다.

알고리즘 임계값은 유율 임계값,평균속도 임계값, 차량 비율 임

계값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임계값은 문헌고찰과 장조사를 통해

설정하 다.

Abdel-Atyetal.(2006),Papageorgiouet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량- 유율 그래 에서 교통량이 최 가 되는 임계 유율이 약 0.15

이고, 유율이 0.10과 0.20근방에서 그래 의 기울기가 격하게 감소

한다.따라서 유율 임계값은 하한 값()0.10,상한 값()0.20으로 설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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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통량-점  그래프 (Papageorgiou et al., 2008) 

평균속도 임계값은 Allabyetal.(2007)의 연구에 따라 하한 값은 기본

구간 제한속도의 60%,상한 값은 기본구간 제한속도의 80%로 설정하

다. 차량 비율 임계값()은 장조사 자료 평균값과 시간 별 분포를

기 으로 설정하 으며 상 구간의 차량 비율 분포의 특성에 따라 값

이 달라질 수 있다.

4.4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 략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방법으로는

장 시험 용과 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한 시뮬 이션 분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장 시험 용은 비용의 제약 때문에 실 으로 불가능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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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도구는 미시 교통시뮬 이터인 PARAMICS 6.9를 사용하 다.

PARAMICS6.9는 Modeller기능을 통해 실제 네트워크 구조 구 이 가

능하고,차종별 기하구조 성능,운 자 행태 등을 사용자의 필요에 맞

게 모사할 수 있다. 한 ApplicationProgrammingInterface(API)기능

을 통해 사용자가 구축한 알고리즘을 시뮬 이션 상에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 알고리즘을 구 하고 분석하기에 가장

합한 분석도구로서 PARAMICS6.9를 사용하 다.

효과평가는 제어구간을 상으로 하 고,효과평가척도는 교통류 안정

성의 측면에서 속도 변동계수를 사용하 다.속도 변동계수는 평균속도

에 한 속도편차의 비율이다.

[그림 4-4] 효과평가 대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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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시뮬 이  분

5.1분석 상 네트워크

모의실험 분석의 상 네트워크는 본 연구에서 2013년 11월 7일~11월

8일 동안 장조사를 실시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 부근 공사구간으로

하 다.기본구간 제한속도는 100km/h이며,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

다.

[그림 5-1] 제2경 고 도  창 근 공사 간 네트워크 

기본구간 총 3개 차로 공사구간에서 3차로(1개 차로)를 통제하는

구조이다.완화구간 230m,작업구간 540m,종결구간 50m로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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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뮬 이션 요소 정산

5.2.1정산개요

시뮬 이션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 상 네트워크에서의 미제어

시 실제 환경을 최 한 사실 으로 구축하기 하여 시뮬 이션 요소의

값을 조정하는 정산을 수행하 다.시뮬 이션 요소는 크게 차종요소와

운 자 행태요소로 나뉜다.시뮬 이션 요소는 문헌 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하 고,정산 검증은 15분 유입교통류율 비 통과교통류

율과 차종별 합류부 평균속도를 상으로 수행하 다.

구분 내용

목
미제어시 실제상황 모사

시뮬 이션 요소 값 조정

정산 상 차종요소  운 자 행태요소

검증 상
15분 유입교통류율 비 통과교통류율

차종별 합류부 평균속도

방법
문헌자료 참고

장조사 자료 참고

[  5-1] 정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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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시뮬 이션 요소 설정

시뮬 이션 요소는 크게 차종요소와 운 자 행태요소로 구분된다.차

종요소는 차종마다의 기하구조와 성능,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운 자

행태요소는 Mean target headway(s),Heavy Goods Vehicle(HGV)

followingfactor,Meandriverreactiontim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 자 행태요소 Meantargetheadway는 선행차량이 소형차량일

경우 평균 목표 차두시간을 의미하며,Heavy Goods Vehicle(HGV)

following factor는 선행차량이 차량일 경우 평균 목표 차두시간의

Mean targetheadway 비 비율을 의미한다.Mean driverreaction

time은 평균 운 자 반응시간을 의미한다.

시뮬 이션 요소 항목

차종요소 길이, 폭, 높이, 무게, 순마력, 비율

운 자 행태요소

Mean target headway

Heavy Goods Vehicle(HGV) following factor

Mean driver reaction time

[  5-2] 시뮬   

차종마다의 기하구조(길이,폭,높이,무게)는 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hyundai.com)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 고,차종별 비율

은 장조사 자료 값을 사용하 다.소형차량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구성

하 고, 차량은 트럭, 형트럭,버스로 구성하 다. 장 데이터에 따

라 차량 비율은 22.5%로 구성하 다.



- 35 -

차종
길이

(m)

폭

(m)

높이

(m)

무게

(ton)

마력

(ps)

구성비

(%)

소형차량

승용차 4.82 1.84 1.47 0.8 172 51.5

승합차 4.69 1.88 1.68 1.2 184 26.0

차량

트럭 6.23 2.03 2.33 2.5 160 12.0

형트럭 10.99 2.50 3.13 8.0 310 7.4

버스 10.96 2.49 3.18 15.0 300 3.1

[  5-3] 시뮬  차종  

운 자 행태요소인 Mean target headway(s)와 HGV following

factor,Meandriverreactiontime(s)은 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며 조정하 다.그 결과 운 자 행태요소가 다음과 같이

정산되었다.

차종
Mean target 

headway(s)

HGV following 

factor

Mean driver 

reaction time(s)

소형차량 1.62 2.05 2.00

차량 3.24 1.13 2.00

[  5-4] 시뮬  운전  행태

Meantargetheadway는 차량이 소형차량의 2배 정도로 분석되었

고,HGVfollowingfactor는 소형차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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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정산 검증

앞서 조정한 정산요소들을 해당 네트워크의 15분 유입교통류율과 통

과교통류율을 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다.정산을 수

행하기 에는 유입교통류율에 한 통과교통류율의 비율이 장 값

비 1.80% 차이가 났으나,정산을 수행한 후에는 장 값 비 0.05% 차

이로 감소하 다.

상 장 값
시뮬 이션 값

정산 정산 후

유입교통류율(A)

( /시)
1716 1716 1717

통과교통류율(B)

( /시)
1612 1643 1612

B/A 93.94% 95.74% 93.89%

[  5-5] 정산 검 결과(15  통류  대비 통과 통류 )

차종별 합류부 평균속도를 상으로도 검증을 수행하 다.정산을 수

행하기 에는 평균오차율이 5.66% 으나,정산을 수행한 후에는 평균오

차율이 0.92%로 감소하 다.시뮬 이션 요소 정산과정을 통하여 시뮬

이션이 실 인 15분 유입교통류율 비 통과교통류율과 차종별 합류부

평균속도를 모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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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평균속도 (km/h)

장 값

시뮬 이션 값

정산 정산 후

승용차 89.52 94.18 90.70

승합차 88.74 91.00 89.96

트럭 87.01 94.00 87.42

형트럭 85.95 88.97 86.62

버스 86.11 93.88 86.68

평균오차율 (%) 5.66 0.92

[  5-6] 정산 검 결과(차종별 합류  평균 도)

5.3분석조건 설정

5.3.1분석 제

시뮬 이션 시간은 1시간,Warm-uptime은 20분으로 설정하 다.시

나리오 당 30회씩 시뮬 이션을 반복하여 수행하 다.

교통량의 시간 별 비율 분포는 장조사 자료를 용하 으며 다음

[그림 5-2]와 같다.교통량의 시간 별 비율 분포의 편차는 차량이 소

형차량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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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통량  시간대별 비  포 

이에 따른 시간 별 차량 비율은 다음 [그림 5-3]과 같고,17.6%∼

26.5%의 범 를 나타내며 최 8.9%의 변화폭을 나타냈다.

[그림 5-3] 시간대별 차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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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시나리오 구성

분석 시나리오는 운 형태,유입교통량 수 , 차량 비율 임계값 수

에 따라 총 25개로 구성하 다.운 형태는 미제어, 차량 비율을 고

려하지 않은 가변속도제어(VSL1), 차량 비율을 고려한 가변속도제어

(VSL 2)의 세 가지로 구성하 다.유입교통량 수 ( /시/차로)은 500,

900,1300,1700,2000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 다. 차량 비율 임계값은

장 평균값인 22.5%와 장에서의 시간 별 분포를 기 으로 20.0%,

22.5%,25.0%의 세 가지로 구성하 다.

유입교통량

( /시/차로)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차량 

비율 

임계값

()

차량 

비율 

임계값

( )

20.0% 22.5% 25.0%

500 1 2 3 4 5

900 6 7 8 9 10

1300 11 12 13 14 15

1700 16 17 18 19 20

2000 21 22 23 24 25

VSL 1 : 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가변속도제어

VSL 2 : 차량 비율을 고려한 가변속도제어

[  5-7]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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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석결과

시뮬 이션 분석결과를 유입교통량 수 별로 정리하 다.유입교통량

수 이 500( /시/차로)인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더

라도 속도 변동계수가 감소하지 않고 거의 같은 수 을 유지하 다.이

는 안정성 측면에서 제어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입교통량이

500( /시/차로)인 수 에서는 공사구간에서 혼잡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변속도제어를 하더라도 안정성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 20.0% 22.5% 25.0%

속도변동계수 0.0993 0.0963 0.1006 0.0956 0.0970 

속도편차 9.47 9.25 9.62 9.18 9.26 

평균속도 95.33 96.03 95.56 95.99 95.51 

통과교통량 608.2 598.7 597.2 602.5 607.1 

[  5-8] 결과, 통량 500(대/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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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교통량 수 이 900( /시/차로)인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가변속도

제어를 운 하면 오히려 속도 변동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변속도제어를 통해 평균속도는 감소하 지만,속도편차가 감소하지 않

아 속도 변동계수는 증가하여 안정성이 하되었다.유입교통량이 900

( /시/차로)인 수 에서도 공사구간에서 혼잡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가

변속도제어를 하더라도 안정성 측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20.0% 22.5% 25.0%

속도변동계수 0.3098 0.3534 0.3480 0.3626 0.3500 

속도편차 22.58 23.50 23.47 23.70 22.95 

평균속도 72.87 66.49 67.45 65.35 65.56 

통과교통량 1064.4 1048.9 1046.6 1047.5 1040.4 

[  5-9] 결과, 통량 900(대/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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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교통량 수 이 1300( /시/차로)인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가변속도

제어를 운 하면 속도 변동계수가 감소하며,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운

할 경우 속도 변동계수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VSL2)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속도 변동계수가 23.14∼25.41% 감소하 고, 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

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VSL1)에 비하여 4.72∼7.53% 감소하

으며,이는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면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입교통량이 1300( /시/차로)수 이 되면 공사

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방에서부터

속도제어를 해 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20.0% 22.5% 25.0%

속도변동계수 0.3293 0.2656 0.2456 0.2506 0.2531 

속도편차 14.51 10.56 9.62 9.80 9.93 

평균속도 44.07 39.83 39.18 39.15 39.27 

통과교통량 1144.1 1107.0 1107.3 1108.6 1110.8 

[  5-10] 결과, 통량 1300(대/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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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교통량 수 이 1700( /시/차로)인 경우에서도 공사구간에 가변속

도제어를 운 하면 속도 변동계수가 감소하며,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운 할 경우 속도 변동계수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

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VSL2)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

여 속도 변동계수가 27.67∼27.80% 감소하 고, 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VSL1)에 비하여 7.09∼7.27% 감소

하 으며,이는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면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입교통량이 1700( /시/차로)인 수 에서도 공

사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방에서부

터 속도제어를 해 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20.0% 22.5% 25.0%

속도변동계수 0.3588 0.2793 0.2590 0.2591 0.2595 

속도편차 14.59 10.20 9.35 9.36 9.46 

평균속도 40.67 36.56 36.10 36.16 36.47 

통과교통량 1158.9 1129.4 1124.2 1130.0 1130.7 

[  5-11] 결과, 통량 1700(대/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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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교통량 수 이 2000( /시/차로)인 경우에서 한 공사구간에 가

변속도제어를 운 하면 속도 변동계수가 감소하며, 차량 비율을 고려

하여 운 할 경우 속도 변동계수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VSL 2)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속도 변동계수가 25.10∼28.13% 감소하 고, 차량 비율을 고려

하지 않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VSL1)에 비하여 4.76∼8.61%

감소하 으며,이는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면 안정성을 개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입교통량이 2000( /시/차로)인 수 에서

도 공사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방

에서부터 속도제어를 해 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어형태 미제어 VSL 1 VSL 2

차량 비율 

임계값()
- - 20.0% 22.5% 25.0%

속도변동계수 0.3649 0.2870 0.2623 0.2689 0.2733 

속도편차 14.52 10.25 9.24 9.40 9.57 

평균속도 39.79 35.71 35.23 34.94 35.02 

통과교통량 1171.2 1132.0 1128.0 1126.4 1132.5 

[  5-12] 결과, 통량 2000(대/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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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교통량에 따른 속도 변동계수 그래 를

[그림 5-4]와 같이 제어형태별로 작성하 다.

[그림 5-4] 도 변동계수 결과 

유입교통량이 1300( /시/차로)이상인 범 에서 본 연구의 가변속도

제어를 운 하면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 범 에서는

제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유입교통량 수 과 차량 비율 임계값

에 따라 속도 변동계수가 23.14∼28.13% 감소하 고, 차량 비율을 고

려하지 않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에 비하여 4.72∼8.61% 감소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속도 변동계수의 감소량을 Nilson(2004)의 연구결

과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 략을 용할 경우 제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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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발생률이 15.24∼20.53% 감소하고, 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발생

률이 2.51∼4.9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과교

통량의 변화를 통해 운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유입교통량에 따

른 통과교통량 그래 를 [그림 5-5]와 같이 제어형태별로 작성하 다.

[그림 5-5] 통과 통량 결과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VSL2)제어를 하지 않는 경

우에 비하여 통과교통량이 2.44∼3.82% 감소하 다.운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 폭이 안정성 향상 폭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났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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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는 경우(VSL1)에

비하여 -0.50∼+0.35%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며 거의 같은 수 을 유지

하여 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경우(VSL2)에 하

여 차량 비율 임계값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임계값을 낮게 용할

수록 속도 변동계수가 작게 나타났다. 차량 비율 임계값을 낮게 설정

할수록 제어강도가 강해져 안정성 향상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차량 비  계값에 따른 도 변동계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 상 네트워크에서는 유입교통량

수 이 1300( /시/차로)이상일 경우에 교통류 안정성 측면에서 가변속

도제어가 필요했으며,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제어하면 교통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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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의 가변속도제어를 운 할 때

차량 비율 임계값을 낮게 설정할수록 엄격한 제어가 이루어져 교통류

안정성이 향상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고속도

로 공사구간에 하여 유입교통량 수 에 따라 가변속도제어 운 여부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 가변속도제어를 운 하게 될 경우 해당 구

간에서의 차량 비율 분포를 바탕으로 한 차량 비율 임계값을 설

정하여 운 하면 해당구간의 교통류 안정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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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   향후 연구과

본 연구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교통류 안정성을 개선하기 하여

기존문헌고찰과 장조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차량의

향을 살펴보았다.분석결과 기본구간보다 공사구간에서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 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율,평균속도 이외에 차량 비율을 추가 으로 고려하여 가변속도

제어시스템의 제어방법과 제한속도결정 알고리즘을 구축하 다.

가변속도제어 략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실제 네트워크를 상으

로 총 25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 이션분석을 수행하 다.시뮬

이션분석결과,본 연구에서 구축한 가변속도제어 략은 유입교통량 수

이 1300( /시/차로)이상인 범 에서 제어하지 않는 경우 차량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가변속도제어를 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속도 변

동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고속도로에서 공사로 인하여 차로감소가 발생

할 경우 유입교통량 수 에 따라 가변속도제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즉,유입

교통량이 높은 경우에 가변속도제어가 필요하며 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가변속도제어를 수행하게 되면 교통류 안정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고속도로 공사구간 교통운 방안으로 가변속도제어를 검토

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유율과 평균속도 이외에 추가 으로 차량 비

율을 함께 고려하면 보다 안정 인 교통운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에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교통류 안정성 이외에도 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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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한 운 방안모색이 필요하다.이를 해 가변속도제어를 차

로이용제어 등의 기타 운 방안과 연계한 복합 인 운 방안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차량 비율 외에도 도로혼잡에 향을 주

는 다양한 요소들에 한 면 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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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riable Speed Limit Strategy for a Freeway Work Zone

Considering Heavy Vehicle Proportion

Lee, Dong Hoo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increasing importance of road maintenance, road work zones 

are becoming more frequent. In freeway work zone, especially, the 

lane closure takes place. Accordingly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accident rate increase in work zone. Therefore, the operating plan 

for decreasing the congestion and the accident rate in work zone is 

needed. Recently, the studies on operating variable speed limit for 

freeway work zone are growing tendency. Existing studies mainly 

considered occupancy, average speed a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speed limit. However, they were lacking in 

considering the impact of heavy vehicle.

In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y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impact of heavy vehicle for freeway work zone. Then, a 

variable speed limit strategy was established. To evaluate an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simu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eal network and appropriate traffic data. Results indicat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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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stability is improved when traffic demand is higher than 

1300(vphpl) with suggested variable speed limit strategy. Therefore, 

more stable traffic operation would be possible through variable 

speed limit operation according to demand level and heavy vehicle 

proportion.

Keywords : Freeway, Heavy Vehicle, Variable Speed Limit, Work 

Zone

Student Number : 201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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