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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속도로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반영하여 고속도로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고속도로 평가방법론은 찾기 힘든 실정

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입한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하여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고속도로 각각의 구간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고속도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의 통합적인 고려가 가능하면서도 자료의 제약이 

없고, 계산이 간단하면서도 그 결과에 타당성을 가지는 회색체계이론

을 적용하였다. 또한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

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지표별 가중치

를 산정하였다. 회색체계이론과 결정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교통류조건에 속하는 지표

만을 이용한 기본방법론과 전체 11가지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방

법론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방법론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고속도로 평가방법론인 한국

도로용량편람과 함께 총 238개의 고속도로 구간에 방법론을 적용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방법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는 다양한 평가지표의 도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평가

방법론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종합방법론에 의한 결과가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같은 교통흐름을 가지는 구간이라도 이용자는 고속도로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때문에 고속도로를 평가할 시에 기

존 방법론인 한국도로용량편람으로 기본적인 교통수준 평가를 진행하

고, 종합방법론으로 복합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한다면 고속도로 서비

스수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회색체계이론,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다면평가

학  번 : 2010-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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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전체 연장은 약 4,000km에 육박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연장과 노선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과 동시에 어느 지역에서나 고속도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과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속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반영하여 고속도로의 운영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고속도로 평가방법론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도로용량편람(KHCM)에 따라 밀도 등을 평가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계되어 구성되어 있

는 고속도로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고속도로 기본구간을 일률적으로 밀도로 평가할 경우 구간의 특

성이 현저히 달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수준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

고 밀도가 같은 구간은 모두 같은 서비스수준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교통량을 바탕으로 하는 밀도가 같다고 해서 실제 그 구간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같은 것은 아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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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한 방법론을 구축하여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고속도로 각각의 구

간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복합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

성적·정량적 지표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회색체계이론(Grey Systems Theory)을 이용한 새로운 다면평가 방법론

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현 고속도로

의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존방법론과 비교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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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 평가방법론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 및 방법론을 구축한 후 사례분석을 통한 평

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속도로 12개 노선의 본선-기본구간이다.

연구의 구성은 기존 고속도로의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로 시작하여 그

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점의 인식한 후, 다양한 평가지표 제시, 설문조사

를 통한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 새로운 평가방법론 구축, 사례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로 이루어져있다.

연구의 전체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Ⅰ-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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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관련 이론

1) 회색체계이론(Grey Systems Theory)

회색체계이론은 1982년 중국의 Julong Deng에 의해 불완전한 정보

(Incomplete information)와 자료의 부정확성(Inaccuracies in Data)을 포

함하고 있는 불확실한 체계(Unascertained Systems)의 상태를 묘사, 예

측, 이해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신체, 농업, 경제, 사회, 기후, 교통체계와 

같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이루어진 불확실한 체계를 회색체계

(Grey System)라고 한다.

(1) 회색체계(Grey System)

회색체계이론에서는 정보의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 흑색, 회색, 백

색. 세 가지 색을 이용한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Completely unknown

information)는 흑색정보, 부분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회색정보, 완벽하게 

알려진 정보(Completely known information)는 백색정보로 표현한다. 이

런 정보의 상태구분에 따라 흑색정보로 구성된 체계는 흑색체계, 회색정

보로 구성된 체계는 회색체계, 백색정보로 구성된 체계는 백색체계로 정

의된다.



- 5 -

(2) 회색체계이론(Grey Systems Theory)

회색체계이론은 불확실성을 가지는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이론이라

는 점에서 퍼지이론과 비슷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케일이 다른 다양한 평가지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회색체

계이론은 하나의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 및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대

적으로 다른 점이며 이 차이점이 본 연구에서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한 이

유 중 하나이다. 또한 회색체계이론은 자료의 크기와 양에 상관이 없으

며 그 분포역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회색체계이론과 타 이론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1)

구분 회색체계이론 확률통계이론 퍼지이론

대상 부족한 정보 확률 인지의 불확실성 

구성 회색세트 Cantor세트 퍼지세트

방법 정보 범위 확률 분포 멤버쉽 함수

과정 회색평가단계 빈도 분포 Cut세트

조건 분포 상관없음 전형적 분포 인지 정도

수단 실제/사실자료 통계방법 인지 정도

특성 적은 샘플 큰 샘플 경험 자료

<표Ⅱ-1> 회색체계이론과 타 이론과의 차이점 

1) Sifeng Liu·Yi Lin(2006), Grey Information,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s,

Springer.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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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색체계이론의 구성

회색체계이론은 시스템분석, 평가, 모형화, 예측, 의사결정, 제어, 최적

화 기술 등의 독자적이고 이론적인 구조와 새롭게 결합된 과학적 규칙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이론은 과학, 사회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각 현

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등의 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이론적 체계 회색대수학체계, 회색식, 회색행렬로 구성

방법론적 체계
Sequence operator와 Grey sequence 발생에 

기초하여 개발

분석 및 평가체계 회색발생공간과 회색군집평가에 기초하여 수행

예측모형체계 GM(1.1)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

의사결정모형

체계
다-기여지능회색 목표결정모형에 기초하여 수행

결합회색모형 체계 새롭고 유용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최적화모형 체계
회색프로그래밍, 회색 입/출 분석체계,

회색게임이론, 회색제어로 구성

<표Ⅱ-2> 회색체계이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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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색평가

회색평가(Grey Evaluation)는 평가대상인 관측 자료(Whitening value)

가 어떤 등급(범주)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대상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회

색체계이론의 한 분야로써 회색체계이론이 가지는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회색평가에는 다양한 세부모형이 존재하는데 크게 군집을 이용하는 군

집평가와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삼각함수평가가 있다. 각각의 방법론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분석을 진행할 시에 목적에 맞게 방법론을 선

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각함수에서도 중심점을 기준으

로 하는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중심점 기준함수는 다

양한 회색평가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Ⅱ-1] 회색평가 모형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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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평가방법론

(1) 한국도로용량편람(KHCM)

한국도로용량편람에서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고속도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밀도, 교통량 대 용량비 등의 평

가지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은 다음과 같

다.2)

LOS
밀도

(pcpkmpl)

설계 속도 

120 kph

설계 속도 

100 kph

설계 속도

80 kph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A ≤6 ≤700 ≤0.3 ≤600 ≤0.27 ≤500 ≤0.25

B ≤10 ≤1,150 ≤0.5 ≤1,000 ≤0.45 ≤800 ≤0.40

C ≤14 ≤1,500 ≤0.65 ≤1,350 ≤0.61 ≤1,150 ≤0.58

D ≤19 ≤1,900 ≤0.83 ≤1,750 ≤0.8 ≤1,500 ≤0.75

E ≤28 ≤2,300 ≤1.00 ≤2,200 ≤1.00 ≤2,000 ≤1.00

F ＞28 - - - - - -

<표Ⅱ-3> KHCM 서비스수준

2) 국토해양부(2001), 「도로용량편람」, 서울: 대한교통학회,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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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도로용량편람(HCM)

Highway Capacity Manual(HCM)은 1950년 급격하게 성장하는 도로 

건설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HCM에서는 

연속류인 고속도로의 기본구간에 대한 평가척도로 밀도를 제시하고 있

다.

미국에서 적용하는 고속도로와 다차로 도로에 대한 서비스수준은 다음

과 같다.

LOS
고속도로 기본구간

(pc/mi/ln)

다차로 도로

(pc/mi/ln)

A ≥ ≤  ≥  ≤ 

B   ≤    ≤ 

C   ≤    ≤ 

D   ≤    ≤ 

E   ≤    ≤ 

F    

<표Ⅱ-4> HCM 서비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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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1) 회색체계이론 연구

국외에서는 이론의 광범위한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연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과학 분야

에서 소수가 연구에 활용하였을 뿐 교통 분야 연구에서 적용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

(1) 국외연구

① 항공네트워크 분야 교통예측에 대한 적용

Ghaung-Ing Hsu(2000)3)외 1인은 회색이론이 다른 기존의 방법론과 달

리 최소한의 자료와 불확실성을 가지는 문제를 가지는 항공교통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실현가능한 수학적 장치라고 하였다. 회색체계이론을 적

용하여 항공교통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② 선박의 디젤엔진의 경향예측에 대한 적용

Hong Zhang(2003)4)외 2인은 디젤엔진은 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불확실성과 불결정성을 가지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는 체계에 적합한 회색체계를 이용하여 디젤엔진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UIRGM(Unequal interval revised grey model)을 이용하여 예

측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대한 평가결과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Ghaun-Ing Hsu(2000), “Application of Grey theory and multiobjective

programming towards airline network design”,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127(1) : 44-68.

4) Hong Zhang(2003), “Application of Grey Modeling Method to Fitting and

Forecasting Wear Trend of Marine Diesel Engines”, Tribology International, 36(10)

: 7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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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합교통상태가 존재하는 교차로 평가에 대한 적용

J Li(2004)5)외 2인은 자동차와 함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가 복합적

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교통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신호교차로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하였다. Chansha지역에 구축된 방법론

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한 방법론이 복합교통상태

의 교차로 다면평가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국내연구

① Grey System이론을 이용한 기계상태의 경향예측

장우교(1994)6)외 1인은 회색체계이론을 새로운 경향 예측법으로  소개

하였다. 기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에는 불규칙한 시계열 자료가 많은

데 이러한 자료를 보완하면서 적은 계산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회색

체계이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경향예측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였

다. 경향예측 모형의 구축결과 비교적 적은 수의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

로 이용되는 회귀분석법보다 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② Grey System이론과 전역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홍수량 예측

강민구(2004)7)외 3인은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하여 홍수량 예측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홍수의 예측은 다양한 매개변수들의 변화형태가 비

선형으로 장래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자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5) J Li(2004), “Performance Evaluation of Signalized Urban Intersections under

Mixed Traffic Conditions by Grey System Theory”, Journal of Transportation,

130(1) : 131-121.

6) 장우교(1994), “Grey system 이론을 이용한 기계상태의 경향예측”, 「대한기계

학회」, 1: 630-634.

7) 강민구(2004), “Grey 시스템 이론과 전역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홍수량 

예측”, 「대한토목학회지」, 1 : 6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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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색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실제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모형의 보정단계에서는 예측값

이 실측값에 근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검정단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졌

는데, 정확한 강우예측이 추가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③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고속도로 노면상태 종합평가에 관한 연구

손영태(2010)8)외 3인은 고속도로의 노면을 평가하는데 기존의 평가방

식에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해 종합평가가 가능한 회색

체계이론을 활용하였다. 평가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영동고속도로의 총 

72개 구간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값을 통해 현재 상태를 평

가하고 미래상태를 예측하여 기존방법론과 결과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

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로포장의 유지보수판단의 

결정에 보조수단과 사후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

렸다.

④ Grey Systems Theory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환경 통합평가

이진각(2010)9)외 4인은 기존 차량 및 보행환경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종합적,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하였다. 국

내외 도시 간선도로의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여 차량환경과 

보행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평가대상지역에 

적용하여 방법론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방법론이 기존 도로용량편람의 

현 상태 규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결론

을 내렸다.

8) 손영태(2010),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고속도로 노면상태 종합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학회지」,12(3) : 37-47.

9) 이진각(2010), “Grey Systems Theory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환경 통합평가”,

「대한교통학회지」, 28(4):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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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평가방법론 연구

간선도로 등의 일반도로의 경우 정량적·정성적 요인들을 두루 고려한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정성적인 요인에 대해 고

려한 연구가 미비하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정확한 평가에 한

계가 있다.

(1) 국외연구

① 교통량과 용량에 따른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Drew. DR(1965)10)외 1인은 교통량 및 용량이 고속도로의 운영 및 서

비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첨두교통량을 5분, 1시간, 2시간 등으로 구분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차로이용의 차이가 나는 10개주의 14개 고속도로

의 총 49개 평가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

② 운전자 인지에 기초한 도시부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Scott S.(2006)11)외 1인은 도로이용자가 고속도로통행의 질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현 서비스수준 평가방법(밀도)과 이용자가 느

끼는 통행의 질과의 관계를 실험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밀도

는 운전자가 느끼는 고속도로의 서비스질과 높은 관계가 있지만 도시부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 혼잡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Drew, DR(1965), “Freeway Level of Service as Influenced by Volume and

Capacity Characteristics”, Highway Research Record, 99: 1-47.

11) Scott S. Washburn(2006), “Rural Freeway Level of Service Based Upon

Traveler Perception”, The 85th Annual Meeting of the TRB. 1988, 31-37.



- 14 -

(2) 국내연구

① 고속도로 최대교통량에 따른 서비스 수준 평가

이승준(2006)12)은 고속도로의 정체발생위치와 그 영향력의 예측을 통해 

고속도로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통과가능교통량과 최대통과교통량

을 수요교통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변적 용량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방법론을 구축한 결과 물리적 병목구간뿐만 아니라 잠재적 병목

구간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 할 

수 있었다.

② 고속도로의 서비스질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장욱(2008)13)은 고속도로의 기존 서비스수준 평가가 도로 운영자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하고, 이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질 평가지표를 개발하였

다. 총 3가지 지표(주행성, 교통안전성, 교통정보화)를 개발하고 이를 기

존의 방법론과 비교한 후 실제 사례지역을 통해 검증하였다.

③ 고속도로 이용고객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재민(2008)14)은 고속도로의 교통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고객들의 만

족도 수준을 분석하기위해, 교통정보서비스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그에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와 신뢰도 및 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용자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부분

에서 어떤 지표가 서비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였다.

12) 이승준(2006), “고속도로 최대통과교통량 산정 및 서비스수준 평가 기법 개

발”, 「대한교통학회지」, 24(4): 129-148.

13) 김장욱(2009), “고속도로의 주행속도예측 및 주행환경 만족도 모형 개발에 관

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7(2):117-131.

14) 이재민(2008), 고속도로 이용고객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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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중차량 영향 분석

김태헌(2012)15)외 2인은 고속도로 기본구간에서 서비스수준에 따라 중

차량 비율이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자

료를 수집하여 중차량 비율이 용량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LOS

B~C에서는 용량이 과소 추정되고, 서비스수준 E에서는 용량이 과대 추

정되었다.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할 시에 고속도로의 상태에 따

라 중차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5) 김태헌(2012), “도시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별 중차량 영향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30(1): 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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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기존의 고속도로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국도로용량편람과 

미국도로용량편람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개선시키는 등의 교통부분의 지

표에 한정되어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 들어 이용자만족

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고속도로의 다양한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과 선행연구의 부족 등으

로 큰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각 나라마다 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정량적 지표의 경우 정성적 지표와 함께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극

복하기위해 자료의 제약을 가지지 않는 회색체계이론을 방법론의 기초이

론으로 설정하였다.

회색체계이론의 경우 국외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에

서는 아직 생소한 이론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정량적 평가지표를 함께 고려하고  회색체계이

론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의 다양한 면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 방법론

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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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속도로 다면평가방법론 구축

1. 고속도로 다면평가방법론 개요

고속도로의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회색체계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적합한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방법론을 구

축하였다.

전체 방법론 구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1] 방법론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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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면평가방법론 구축

1) 다면평가지표 선정

(1) 평가지표 선정기준 수립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표 중에서 본 연구의 목표

와 의도에 부합함과 동시에 현실성을 가지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

정기준을 수립하였다. 선정기준은 총4가지이다. 기준 1은 평가지표와 고

속도로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설명력. 기준 2는 각 지표간의 상관관

계를 평가하는 개별성. 기준  3은 지표가 현실적으로 신뢰도 있는 구간

의 설정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신뢰성. 기준 4는 지표가 상식적으로 납

득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지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2] 평가지표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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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선정

① 1차 지표선정

국내와 국외의 문헌고찰 및 고속도로 이용자 및 운영자 특성을 고려하

여 고속도로 이용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총 7가지 조

건에서 다음과 같은 1차 지표를 선정하였다.

구  분 평가지표 구  분 평가지표

기하구조

조건

(8)

차로 수 경관 

조건

(4)

도로청결 정도

가변청결 정도차로 폭

가로등 정도길 어깨 폭

조경 상태곡선반경

이용자

조건

(7)

도로이용횟수종단구배

희망속도 유지가능 정도횡단구배

진/출입 수 타 운전자의 법규준수 

정도터널 수

교통류

조건

(6)

교통량
타 운전자의 운전속도

혼잡도
제한속도 준수능력

단위구간당 통행시간 차로 변경가능 정도

타 운전자의 운전행태화물차량 구성비

평균통행속도

환경

조건

(7)

날씨

VMS 수대형차량 구성비

휴게소 수

유지관리

조건

(6)

도로 장애물 정도

매연정도도로표지판 상태

야생동물 출현건수포장상태

단속카메라 수공사구역 방해정도

소음정도유지보수상태

안전조건

(2)

사고율
유지보수공사건수

사고처리시간

<표Ⅲ-1> 1차지표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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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지표
선정

여부

세부내용

(제외근거)
결 과

기하

구조

조건

차로 수 X 기준1

차로 폭 X 기준1

길 어깨 폭 X 기준1

곡선반경 O B-1

종단구배 O B-2

횡단구배 X 기준4

진/출입 수 X
고속도로 기본구간을 

분석대상으로 함

터널 수 X 기준3

교통류

조건

교통량 O A-3

혼잡도 X 기준2

단위구간당 통행시간 X 기준2

화물차량 구성비 O
A-2

대형차량 구성비 O

평균통행속도 O A-1

경관 

조건

도로청결 정도 X 기준4

가변청결 정도 X 기준4

가로등 정도 X 기준3

조경 상태 X 기준4

<표Ⅲ-2> 2차 지표선정결과

② 2차 지표선정

1차 지표선정결과와 평가지표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 2차 지표선

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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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지표
선정

여부

세부내용

(제외근거)
결 과

유지

관리

조건

도로 장애물 정도 X 기준4

도로표지판 상태 X 기준4

포장상태 O B-5

공사구역 방해정도 X 기준3

유지보수상태 X 기준2

유지보수공사건수 X 기준3

이용자

조건

도로이용횟수 X 기준1

희망속도 유지가능 

정도
X 기준4

타 운전자의 법규준수 

정도
X 기준4

타 운전자의 운전속도 O B-3

제한속도 준수능력 X 기준1

차로 변경가능 정도 X 기준4

타 운전자의 운전행태 O 운전자 졸음 정도 B-4

환경

조건

휴게소 수 X 기준3

매연정도 X 기준4

단속카메라 수 X 기준1

소음정도 O B-6

야생동물 출현건수 X 기준3

날씨 X 기준4

VMS 수 X 기준3

안전

조건

사고율 O B-7

사고처리시간 O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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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A-1 평균통행속도(kph) 각 구간의 평균통행속도

A-2 중차량혼입율(%) 각 구간의 중차량 비율

A-3 교통량(vph) 각 구간의 시간당 교통량

B-1 곡선반경(m) 각 구간의 곡선반경

B-2 종단경사(°) 각 구간의 종단경사

B-3 과속사고비율(%) 각 구간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속사고 비율

B-4 졸음사고비율(%) 각 구간의 전체사고에 대한 졸음사고 비율

B-5 HPCI(점) 각 구간의 포장상태지수

B-6 소음수준(dB) 각 구간의 소음정도

B-7 사고율(%) 각 구간의 사고율

B-8 사고처리시간(분) 각 구간의 평균 사고처리시간

<표Ⅲ-3> 최종 지표선정결과

③ 최종 지표선정 결과

평가지표를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평가에 적용되었던 기본지표(A그

룹)와 적용되지 않았던 종합지표(A+B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재정리하

였다.

최종 결정된 평가지표(총 11개)와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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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지표 간 가중치 결정

① 개요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등급의 중앙값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 

지표별 등급의 크기차이를 이용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설문조사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방법론 구축에 적합한 

가중치를 결정하여 방법론에 적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실제 각 지표가 평가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기 보다는 지표간의 절대적인 수의 차이에 따라 가중치가 결정되기 때

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결정된 11가지 평가지표 중에서 어떤 

지표가 고속도로 평가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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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문조사 개요

총 35명의 전문가에게 11가지 지표에 대해 우선순위와 가중치에 대해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일시 : 2012년 11월 

■ 설문조사 대상 :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이상 직원

석사 이상급 연구원

석사 이상급 엔지니어

■ 설문지 예시

[그림Ⅲ-3]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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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기본분석

35명의 전문가 중 30명이 남자, 5명이 여자였다.

직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Ⅲ-4] 설문대상자 직업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Ⅲ-5] 설문대상자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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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분석

11가지 지표에 대하여 1위부터 11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의 합을 구하여 우선순위점수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순위 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1위는 교통량(84)이었고 2위가 속도(92)였다. 하지만 3위 HPCI(168)와 

비교하였을 때 1,2위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평가지표로써 교통량과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음과 타 운전자의 운전상태에 대한 지표는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우선순위 점수화 우선순위

평균통행속도(kph) 92 2

중차량혼입율(%) 223 7

교통량(vph) 84 1

곡선반경(m) 221 6

종단경사(°) 232 8

과속사고비율(%) 304 10

졸음사고비율(%) 271 9

HPCI(점) 168 3

소음수준(dB) 315 11

사고율(%) 186 4

사고처리시간(분) 213 5

<표Ⅲ-4> 우선순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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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분석

11가지 지표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전체응답자의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 점수의 합을 구하여 가중치 점수로 

결정하였으며 가중치 점수가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가중치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속도였다. 하지만 교통량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두 지표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에서도 타 운전

자의 상태와 소음이 하위권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결정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평가지표 가중치 점수화 가중치 순위

평균통행속도(kph) 607 1

중차량혼입율(%) 281 5

교통량(vph) 563 2

곡선반경(m) 262 7

종단경사(°) 250 8

과속사고비율(%) 170 10

졸음사고비율(%) 215 9

HPCI(점) 381 3

소음수준(dB) 166 11

사고율(%) 334 4

사고처리시간(분) 271 6

<표Ⅲ-5> 가중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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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중치 결정

각 지표별 35개의 자료값에서 극값을 제외한 값의 순위가 우선순위분

석의 순위와 같게 나와 우선순위 분석의 결과가 각 지표별 상대적인 우

선순위 면에서는 더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순위 

분석의 순위를 가중치 순위의 기준으로 하여 각 지표별 가중치 점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값을 각 지표의 가중치로 결정

하였다.

최종 가중치 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우선순위 가중치

평균통행속도(kph) 2 0.1538

중차량혼입율(%) 5 0.0803

교통량(vph) 1 0.1704

곡선반경(m) 7 0.0750

종단경사(°) 8 0.0704

과속사고비율(%) 10 0.0524

졸음사고비율(%) 9 0.0600

HPCI(점) 3 0.1099

소음수준(dB) 11 0.0507

사고율(%) 4 0.0956

사고처리시간(분) 6 0.0769

<표Ⅲ-6> 가중치 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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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색등급 결정

(1) 회색등급

회색등급(Grey Class)은 회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관측 값이 속해지게 

되는 각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그 수와 특징

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정하는 각 등급은 교통 분야에서 도

로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용하는 서비스수준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로의 서비스수준이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 상태의 질을 나

타내는 기준으로써 한국도로용량편람에서는 A에서 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이 서비스수준은 이미 준공되어있는 도로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으로도 이용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지방지역의 경우 서비스수준 C를, 도시지역의 경우 서

비스수준 D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수준 C와 D가 자유로운 교통

류 상태는 아니나 안정된 운행 상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에서 설계기준으로 하는 서비스수

준을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통’수준으로 간주하였

다. 보통수준을 기준으로 우수한 상태를 ‘매우 우수’수준과 ‘우수’수준으

로, 불량한 상태를 각각 ‘불량’수준과 ‘매우 불량’수준으로 나누어 총 5개

의 회색등급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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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지  표 단위

방법론

(기본)

A

교통류

조건

평균통행속도

(A-1)
kph 50미만 50이상 70이상 90이상 95이상

중차량혼입율

(A-2)
%

40

초과
20-40 10-20 5-10

5

미만

교통량

(A-3)
vph

2200

초과

1750-

2250

1000-

1750

600-

1000

600

미만

방법론

(종합)

B

기하

구조

조건

곡선반경

(B-1)
m

750

미만

750-

1500

1500-

2000

2000-

3000

3000

초과

종단경사

(B-2)

°

(도)
6-8 4-6 3-4 2-3 0-2

이용자

조건

과속사고비율

(B-3)
% 40미만 30-40 20-30 10-20 10미만

졸음사고비율

(B-4)
% 40미만 30-40 20-30 10-20 10미만

유지

관리

조건

HPCI

(B-5)
점

3.125

미만

3.125-

3.25

3.25-

3.5
3.5-4 4초과

환경

조건

소음수준

(B-6)
dB 70초과 60-70 55-60 50-55 50미만

안전

조건

사고율

(B-7)
%

8.17

초과

6.52-

8.17

3.165-

6.52

1.46-

3.165

1.46

미만

사고처리시간

(B-8)
분

120

초과
60-120 40-60 30-40

30

미만

<표Ⅲ-7> 회색등급

(2) 평가지표 별 회색등급 결정

평가지표 별 회색등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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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점 삼각함수를 이용한 회색평가

본 연구에서는 KHCM에서 이용되는 평가지표만을 이용하는 기본방법

론(지표 A그룹)과 위에서 제시한 모든 평가지표를 이용하는 종합방법론

(지표 A+B그룹), 두 가지 방법론을 구축하여 비교분석을 시행하고자 한

다.

다음은 중심점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회색평가 과정이다.

(1) 중심점 결정

‘매우 불량 - 매우 우수’까지 총 5등급의 각각의 중심점인 

      를 결정한다. 삼각함수를 이용한 회색평가에서 각 등급의 

중심점은 가장 회색도(degree of greyness : 해당 등급에 속할 확률)가 

높은 지점, 삼각함수로 구성되는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2) 회색등급 확장

5등급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5개의 삼각형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위

해 첫 번째 등급의 최소 값과 마지막 등급의 최대 값을 추가적으로 결정

하기 위해 0번째와 6번째 회색등급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중심점   

를 결정한다.

A1, A2, A3평가지표의 등급확장과 중심점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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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등급 구분 등급별 구간
중심점

()

평균통행

속도

(A1)

0등급 확장등급 ≤
  12.5

1등급 매우불량 ≤
  37.5

2등급 불량 ≤
  60

3등급 보통 ≤
  80

4등급 우수 ≤
  92.5

5등급 매우우수 ≤
  102.5

6등급 확장등급 ≤
  120

중차량

혼입율

(A2)

0등급 확장등급 ≤
  55

1등급 매우불량 ≤
  45

2등급 불량 ≤
  30

3등급 보통 ≤
  15

4등급 우수 ≤
  7.5

5등급 매우우수 ≤
  3.75

6등급 확장등급 ≤
  1.25

교통량

(A3)

0등급 확장등급 ≤
  3750

1등급 매우불량 ≤
  2600

2등급 불량 ≤
  1975

3등급 보통 ≤
  1375

4등급 우수 ≤
  800

5등급 매우우수 ≤
  350

6등급 확장등급 ≤
  50

<표Ⅲ-8> 회색등급 확장 및 중심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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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심점삼각함수-백색화 함수결정

결정된 중심점을 이용하여 중심점삼각함수-백색화 함수(이하 CPW함

수)를 구축한다.

함수의 기본형식16)은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중앙값
  회색등급
  관측값

A1, A2, A3평가지표의 CPW함수 구축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Sifeng Liu·Yi Lin(2006), Grey Information,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s,

Springer.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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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균통행속도(A1)

[그림Ⅲ-6] 평균통행속도 함수 그래프

매우불량(VB) 불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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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M) 우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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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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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9> 평균통행속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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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차량 혼입율(A2)

[그림Ⅲ-7] 중차량 혼입율 함수 그래프

매우불량(VB) 불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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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M) 우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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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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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0> 중차량 혼입율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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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량(A3)

[그림Ⅲ-8] 교통량 함수 그래프

매우불량(VB) 불량(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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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M) 우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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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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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1> 교통량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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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기준별 백색화가중치 군집계수 결정

평가지표 간 가중치, f값(함수결과 값)과 다음의 식17)을 이용하여 점수

를 종합화한다.


  

  




 ×    

여기서,

  가중군집계수
  평가지표
  평가대상
  회색등급

군집계수 결정결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a1 0.1745 0.1042 0.4554 0.1330 0.1330

a2 0.0268 0.3660 0.4232 0.1109 0.1130

a3 0.2039 0.2039 0.1110 0.3708 0.1104

a4 0.3617 0.2790 0.2015 0.0897 0.0682

<표Ⅲ-12> 군집계수 결정결과 예시

17) Sifeng Liu·Yi Lin(2006), Grey Information,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s,

Springer.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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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군집계수 결정 및 결과분석

종합점수화 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해당 회색등급의 종합 평가점

수로 결정된다.

 max
 

각 평가대상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들은 0과 1사이에 존재하며 한 평가

대상의 모든 등급의 점수의 합은 1이 된다.

평가대상에 대하여 5개의 등급의 점수 중 가장 큰 값이 그 평가대상에 

대한 최종 값이며 이 값을 바탕으로 평가 및 분석을 시행한다.

종합군집계수 결정결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가결과

a1 0.1745 0.1042 0.4554 0.1330 0.1330 보통

a2 0.0268 0.3660 0.4232 0.1109 0.1130 보통

a3 0.2039 0.2039 0.1110 0.3708 0.1104 우수

a4 0.3617 0.2790 0.2015 0.0897 0.0682 매우불량

<표Ⅲ-13> 종합군집계수 결정결과 예시



- 39 -

Ⅳ. 방법론의 적용 및 결과분석

1. 방법론의 적용

1) 개요

앞 장에서 구축된 방법론을 평가대상에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적용절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Ⅳ-1] 방법론 적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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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자료수집

(1) 적용대상의 범위

① 평가노선선정

우리나라 전체 37개 고속도로에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가능한 12개 

노선의 본선구간을 적용대상의 범위로 하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노선의 특성이 다른 일반 고속도

로와 차별되어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적용대상 노선은 다음과 같다.

구분
노선

번호
노선명 구분

노선

번호
노선명

a 1 경부선 g 40 평택제천선

b 10 남해선 h 45 중부내륙선

c 15 서해안선 i 50 영동선

d 20 익산포항선 j 55 중앙선

e 25 호남선 k 65 동해선

f 35 중부선 l 120 경인선

<표Ⅳ-1> 적용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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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구간선정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10월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량조사의 검

지 기본구간을 평가 대상구간으로 하였다. 평가대상노선인 12개 노선의 

전체구간에서 자료의 수집 및 정리가 가능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각 평가대상의 조사위치는 KHCM에서 정의하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들목 및 분기점 사이의 본선 구간내의 유/출입 교통

량이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주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구간의 수는 전체 구간인 446개의 약 55%인 238

개로써,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구축된 방법론을 전체 고속도로 중 절반

이상의 구간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도로용량편람(KHCM)에서 정의하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개념도

는 다음과 같다.18)

[그림Ⅳ-2] 고속도로 기본구간 개념도

18) 국토해양부, 「도로용량편람」, 서울: 대한교통학회,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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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선별 결정된 평가구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노선명
평가구간

(개수)
구분 노선명

평가구간

(개수)

a 경부선 45 g 평택제천선 8

b 남해선 17 h 중부내륙선 24

c 서해안선 37 i 영동선 23

d 익산포항선 6 j 중앙선 22

e 호남선 26 k 동해선 8

f 중부선 15 l 경인선 7

계 238

<표Ⅳ-2> 노선별 평가구간 수

경부선의 평가구간 세부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노선명 구간번호 시점 종점 연장 차로

경부선 a1 구서 노포 5.1 6

경부선 a2 양산 통도사 14.1 6

경부선 a3 통도사 서울산 6.4 6

경부선 a4 경주 건천 10.4 4

경부선 a5 건천 영천 17.7 4

경부선 a6 영천 경산 16.4 6

경부선 a7 칠곡물류 왜관 3.2 8

<표Ⅳ-3> 평가구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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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각 평가구간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

이유지관리시스템”,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

하는 “2011 고속도로 교통량”을 이용하였다.

대상별 수집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지표 자료

하이유지관리시스템

평면선형

종단선형

HPCI

과속사고비율

졸음사고비율

사고처리시간

소음정도

사고율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FTMS)
평균통행속도

2011 고속도로 교통량
중차량 혼입율

교통량

<표Ⅳ-4>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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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적용

(1) 백색화 함수 값 결정

3장에서 결정된 중심점삼각-백색화(CPW) 함수에 각 평가대상의 관측 

값을 대입하여 함수 값 을 결정한다.

첫 번째 평가구간인 경부선 “구서~노포”구간(a1)의 함수 값 결정결과

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가지표

A1 A2 A3 B1 B2 B3

매우불량 - - -　 - -　 -

불량 -　 0.139 -　 0.945 -　

보통 0.485 0.861 0.760 0.055 -　 0.375

우수 0.515 - 0.240 - 0.262 0.625

매우우수 - - -　 - 0.738 -

등급
평가지표

B4 B5 B6 B7 B8 


매우불량 -　 - 0.430 - -　 0.430

불량 -　 - 0.570 -　 0.551

보통 - 0.560 -　 0.290 -　 0.484

우수 -　 0.440 -　 0.710 -　 0.465

매우우수 0.750 - -　 - 0.633 0.707

<표Ⅳ-5> a1구간 함수값 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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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별 가중군집계수 결정

결정된 중심점삼각-백색화함수(CPW) 값에 아래의 가중군집계수 결정

식과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군집계수를 산정한다.

경부선 “구서~노포”구간(a1)의 가중군집계수 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가중치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A1 0.1538 - - 0.0746 0.0792 -

A2 0.0803 - 0.0112 0.0691 - -

A3 0.1704 - - 0.1296 0.0408 -

B1 0.0750 - 0.0709 0.0041 - -

B2 0.0704 - - - 0.0185 0.0519 

B3 0.0524 - - 0.0197 0.0328 -

B4 0.0600 - - - - 0.0450 

B5 0.1099 - - 0.0615 0.0484 -

B6 0.0507 0.0218 0.0289 - - -

B7 0.0956 - - 0.0277 0.0679 -

B8 0.0769 - - - - 0.0487 

계 0.0218 0.1110 0.3863 0.2875 0.1457

<표Ⅳ-6> a1구간 가중군집계수 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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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0218 0.1110 0.3863 0.2875 0.1457

 0.3863(보통)


 0.707(매우우수)

<표Ⅳ-7> a1구간 종합군집계수 결정결과

(3) 종합군집계수 결정

평가대상의 등급별 가중군집계수 중 최댓값을 종합군집계수로 결정한

다.

경부선 “구서~노포”구간(a1)의 종합군집계수 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고,



은 모든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값이다.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평가에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교통량이나 속도가 매우우수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지표의 영향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매우우수로 결

정되었다.

이 구간의 KHCM결과는 C이며, 실제 현장조사결과 서비스수준(LOS)이 

C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

로 결정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값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정된 가중치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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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분석

1) 다면평가방법론 결과 단일 분석

(1) 기본방법론

기본방법론에서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평가인 KHCM에 적용되는 3가지 

지표(속도, 중차량 혼입율, 교통량)만을 평가지표로 하여 구성된 방법론

이다. 때문에 평가결과가 속도와 교통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체 238개 구간 중 매우우수로 평가된 구간은 91개(38.2%), 우수로 평

가된 구간은 36개(15.1%)이었다. 우수이상으로 평가된 구간이 약 53%, 불

량이하로 평가된 구간이 약 18%로 속도나 교통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 평가대상구간의 수준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1번 노선인 경부선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타 노선에 비하여 불량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익산포항선, 동해선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

었고 비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우수이상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대상 구간에 대한 기본 방법론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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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계

경부선 4 11 9 2 19 45

남해선 - 4 3 9 1 17

서해안선 2 3 3 10 19 37

익산포항선 - - - - 6 6

호남선 - - 2 18 6 26

중부선 - 8 2 2 3 15

평택제천선 - - - 3 5 8

중부내륙선 - 2 8 6 8 24

영동선 5 3 3 10 2 23

중앙선 - - 3 4 15 22

동해선 - - - 1 7 8

경인선 - - 3 4 - 7

계 11 31 36 69 91 238

<표Ⅳ-8> 기본방법론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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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방법론

전체 238개 구간 중 매우우수로 평가된 구간은 41개(17.2%), 우수로 평

가된 구간은 36개(47.8%)이었다. 기본방법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우수의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우수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정도로 증가하

였다. 불량이하로 평가된 구간이 약 10%로 전체 평가대상구간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내륙선과 경부선 등의 경우 타 노선에 비하여 비우수 비율이 높았

다. 경부선의 경우 우리나라 제1호 고속도로로써 노선의 노후화가 심하

고 교통량이 많아 노선의 평가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부

내륙선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준공되었으나 차로수가 적고 터널과 곡선

구간이 많아 주행성이 낮은 편이었다.

반대로 익산포항선, 동해선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

거나 노선이 연장되어 전체적인 고속도로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평가대상 구간에 대한 종합 방법론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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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계

경부선 - 4 22 15 4 45

남해선 - 1 1 15 - 17

서해안선 - - 5 22 10 37

익산포항선 - - - 1 5 6

호남선 1 1 5 19 - 26

중부선 - 4 6 4 1 15

평택제천선 - - 1 3 4 8

중부내륙선 - 1 13 8 2 24

영동선 - 4 9 10 - 23

중앙선 - - 3 12 7 22

동해선 - - - 1 7 8

경인선 - - 2 4 1 7

계 1 15 67 114 41 238

<표Ⅳ-9> 종합방법론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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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부선

경부선 45개 구간 중 10개 구간에 대한 평가결과를 회색등급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12구간과 a13구간은 대구광역시 북동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구간이다.

a12의 경우 1순위가 불량, 2순위가 매우우수이며 a13의 경우 1순위가 매

우우수, 2순위가 불량으로써 단순결과로 비교하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크

지만 각 순위별 비교를 해보면 구간의 현재상태의 특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a13이 현재는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나 약간의 관리부족으로도 

불량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15구간과 a16구간은 왕복 8차로이지만 전체적인 교통량이 많고 주변 

물류단지로 인하여 중차량의 비율이 높아 교통흐름이 불안정하며 시설물

의 파괴정도도 심하여 상태가 불량으로 결정되었다.

a17구간부터 a21구간까지는 김천분기점을 중심으로 왕복 8차로에서 6

차로로 차로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그 이상으로 교통량이 감소된다. 또한 

김천분기점을 중심으로 a20, a21구간은 2006년에 확장 준공되었고 a17,

a18, a19 2003년 확장 준공되어 물리적인 상태역시 서울방향으로 올라올

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도 보통(3.665), 보통(0.3396), 보통

(0.3544), 우수(0.3008), 우수(0.3592)로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52 -

구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결과

a12

(동대구JCT-도동JCT)
0.0338 0.3862 0.0933 0.1714 0.2731 불량

a13

(도동JCT-

북대구)

0.0455 0.2781 0.0994 0.1764 0.2985
매우

우수

a14

(북대구-

금호JCT)

0.0633 0.2534 0.2403 0.1362 0.2942
매우

우수

a15

(금호JCT-

칠곡물류)

0.0054 0.2578 0.2377 0.2454 0.2157 불량

a16

(칠곡물류-

왜관)

0.0805 0.3218 0.2232 0.1457 0.1743 불량

a17

(왜관-

남구미)

0.0054 0.1727 0.3665 0.1610 0.2342 보통

a18

(남구미-

구미)

0.0684 0.1436 0.3396 0.2168 0.1677 보통

a19

(구미-

김천JCT)

0.0102 0.1593 0.3544 0.1963 0.2047 보통

a20

(김천JCT-

김천)

0.0515 0.1776 0.2000 0.3008 0.2342 우수

a21

(김천-

추풍령)

0.0749 0.0561 0.2188 0.3592 0.2504 우수

<표Ⅳ-10> 경부선 평가결과 단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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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해선

남해선은 2011년 상당한 구간이 확장 준공되어 도로의 노면상태 등 전

반적인 시설물의 수준이 높으며 교통량 및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남해선 17개 구간 중 10개 구간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음과 같다.

구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결과

b1 0.0197 0.1675 0.0482 0.4092 0.2563 우수

b2 0.0904 0.1541 0.0433 0.3976 0.2412 우수

b3 0.0952 0.1528 0.1865 0.4344 0.1310 우수

b4 0.1170 0.1152 0.1442 0.4951 0.0986 우수

b5 0.1070 0.0913 0.0603 0.4615 0.1773 우수

b6 0.1128 0.0768 0.1491 0.4594 0.1498 우수

b7 0.1173 0.1319 0.1376 0.4862 0.1235 우수

b8 0.0000 0.1260 0.2372 0.3964 0.2403 우수

b9 0.0000 0.1488 0.2327 0.4983 0.1201 우수

b10 0.0000 0.1230 0.1983 0.4473 0.2313 우수

<표Ⅳ-11> 남해선 평가결과 단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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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해안선

서해안선 37개 중 10개 구간에 대한 평가결과를 회색등급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c1~c10구간은 목포에서 부안까지의 구간으로 교통량이 적고 노선의 상

태가 좋아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결과

c1 0.1039 0.0585 0.0606 0.3880 0.2957 우수

c2 0.0118 0.1655 0.1302 0.3776 0.2971 우수

c3 0.0836 0.0656 0.0607 0.2762 0.4935 매우우수

c4 0.1523 0.0970 0.0981 0.1225 0.3932 매우우수

c5 0.0060 0.2007 0.1055 0.1671 0.4184 매우우수

c6 0.0252 0.1140 0.1278 0.1791 0.4683 매우우수

c7 0.1744 0.1029 0.0433 0.3069 0.3331 매우우수

c8 0.1132 0.1239 0.0697 0.2264 0.3204 매우우수

c9 0.0768 0.2640 0.0937 0.2030 0.3080 매우우수

c10 0.0900 0.1782 0.1159 0.2449 0.3168 매우우수

<표Ⅳ-12> 서해안선 평가결과 단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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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남선

호남선 26개 구간 중 10개 구간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e10~e19구간은 문흥에서 내장산까지의 구간이다. e13, e14는 서광주 주

변에 위치한 구간으로 광주에서 이용하는 교통량의 영향으로 인해 다른 

구간과는 달리 결과가 매우불량, 불량으로 나타났다. 불량의 비율이 높기

는 하지만 보통 및 우수의 비율역시 낮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지표

의 보완을 통해 구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구간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우수

매우

우수
결과

e10 0.0786 0.1479 0.3040 0.4352 0.0318 우수

e11 0.0949 0.2139 0.1606 0.3282 0.1997 우수

e12 0.1802 0.0993 0.2323 0.3707 0.0943 우수

e13 0.2871 0.1199 0.2136 0.2622 0.0911 매우불량

e14 0.0474 0.3137 0.2490 0.2614 0.1184 불량

e15 0.0000 0.2334 0.3322 0.3410 0.0721 우수

e16 0.0652 0.1205 0.2204 0.4488 0.1450 우수

e17 0.1095 0.2100 0.2247 0.2611 0.1946 우수

e18 0.1056 0.1919 0.1620 0.3035 0.2030 우수

e19 0.0189 0.1207 0.3901 0.2795 0.1907 보통

<표Ⅳ-13> 호남선 평가결과 단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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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면평가방법론과 KHCM 결과 비교분석

각 평가대상에 대한 기본방법론 및 종합방법론 분석결과와 한국도로용

량편람의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1) 노선별 비교분석

전체 12개 노선 238개 구간의 기본방법론 및 종합방법론의 결과를 

KHCM의 결과와 구간별로 비교하여 그 차이 여부를 평가하였다. 기본방

법론은 평가지표 중 KHCM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교통류조건 지표만을,

종합방법론은 전체평가지표를 모두 적용한 방법론이다.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O,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X로 표시하였

다. 일치여부의 판단기준은 KHCM의 기본 서비스 수준인 C와 새로운 

방법론의 기본 서비스 수준인 보통을 기본단계로 하고, 그 이상과 이하

의 단계의 차이를 각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결과 일치여부 평가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KHCM

결과일치

기본 종합

구간1 보통 보통 C O O

구간2 우수 매우우수 C X X

<표Ⅳ-14> KHCM과의 결과 일치여부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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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방법론별 KHCM과의 결과의 차이가 있는 구간의 비율은 다음

과 같다.

노선명

KHCM과의 차이정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경부선 35.56 37.78

남해선 2.22 35.29

서해안선 21.62 40.54

익산포항선 0.00 0.00

호남선 30.77 15.39

중부선 33.33 46.67

평택제천선 0.50 25.00

중부내륙선 29.17 8.33

영동선 26.09 43.48

중앙선 0.00 9.10

동해선 0.00 0.00

경인선 85.71 85.71

평균 22.08 28.94

<표Ⅳ-15> 노선별 KHCM과의 결과분석 차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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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간별 비교분석

① 경부선

경부선 45개 평가구간에서 기본방법론 및 종합방법론과 KHCM에 의한 

평가결과가 상이한 구간 중 5개 구간의 비교결과에 대한 지표별 세부분

석이 다음과 같다.

a6구간의 경우 첨두시간 교통량이 1021대로 KHCM에 의해 평가할 경

우 서비스수준이 C로 결정된다. 하지만 기본방법론과 종합방법론의 경우 

각각 매우우수와 우수로 결정되었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전체 고속도로의 평균이하의 교통량과 100kph이

상의 속도, 좋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고수준이 

나쁘지 않고 노면의 상태도 적정하여 실제 평가결과는 우수에 더 적합하

였다.

세 가지 방법론에 의한 결과와 현재 도로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KHCM에 따른 한 가지 지표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두루 고려한 종합방법론에 의한 결과가 실제 이 구간의 상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KHCM
결과일치

기본 종합

a3 매우우수 보통 C X O

a6 매우우수 우수 C X X

a8 매우우수 보통 C X O

a10 매우우수 보통 C X O

a19 매우우수 보통 C X O

<표Ⅳ-16> 경부선 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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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해선

남해선 17개 구간에 대한 기본·종합 방법론 및 KHCM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구간에 대한 결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b11구간의 경우 첨두시간 교통량이 1403대로 첨두시간에만 교통량이 

LOS D수준을 유지하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교통량이 많지 

않다. 평균속도가 90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HPCI, 사고율등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부 고속도로에서 첨두시간이 

굉장히 짧은 구간의 경우 첨두시간 교통량을 기본으로 구간의 서비스 수

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통량과 더불어 

다른 지표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부 고속도로는 교통

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서비스수준

을 평가할 경우 모두 우수한 상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구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KHCM

결과일치

기본 종합

b2 매우우수 우수 B X O

b11 보통 우수 D O X

b14 보통 우수 D O X

b15 보통 우수 D O X

b16 불량 우수 D O X

<표Ⅳ-17> 남해선 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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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해안선

서해안선 37개 구간에서 기본/종합 방법론 과 KHCM에 의한 평가결

과가 상이한 구간에 대한 비교결과가 다음과 같다.

c16과 c19구간의 경우 KHCM평가에서는 B수준으로 우수했지만 종합방

법론의 결과에서는 모두 보통으로 결정되었다. 이 두 구간은 평균통행속

도와 교통량은 매우우수한 상태였지만 이른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표

가 보통 혹은 불량 수준이었다. 속도, 교통량, 중차량비율을 우선으로 하

는 기본방법론에서는 KHCM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종합방법론에서

는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KHCM

결과일치

기본 종합

c16 매우우수 보통 B X X

c19 우수 보통 B O X

c23 보통 매우우수 D O X

c24 매우우수 우수 C X O

c26 매우우수 우수 D X X

<표Ⅳ-18> 서해안선 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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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남선

호남선 26개 구간에서 기본/종합 방법론 과 KHCM에 의한 평가결과

가 상이한 구간에 대한 비교결과가 다음과 같다.

a16은 광산에서 장성구간으로 첨두시간 교통량이 1166대이고 평균속도

가 거의 100kph에 가까워 교통의 흐름이 우수한 상태이며 다른 평가지

표결과 역시 나쁘지 않다. 때문에 다른 평가지표를 가지는 기본방법론과 

종합방법론은 둘 다 우수로 결정된 반면 단순히 교통량을 기본으로 평가

한 KHCM은 서비스수준 C로 결정되었다.

e16과 e17을 비교해보면 이 두 구간은 서로 인접해 있어 교통량이 비

슷하기 때문에 KHCM의 결과는 모두 C로 같지만, 다른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각각 보통, 우수로 평가결과가 나뉘었다. 때문에 

고속도로의 평가시에 KHCM과 함께 종합방법론을 함께 분석하면 좀 더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간 기본방법론 종합방법론 KHCM

결과일치

기본 종합

e6 매우우수 보통 C X O

e13 보통 매우불량 F X O

e14 보통 불량 E X O

e15 우수 보통 E X X

e16 우수 우수 C O X

e17 매우우수 보통 C X O

e25 우수 우수 B X O

<표Ⅳ-19> 호남선 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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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평

가에 이용되고 있는 KHCM의 평가지표인 밀도가 고속도로의 다양한 특

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고속도로의 다면평가를 위해서는 정성적인 변수와 정량적인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방법론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료의 제약이 없고 계산이 간단하면서도 그 결과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

는 회색체계이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속도로 평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11가지 평가지표를 결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결정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와 회색체계이론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다면평가방법

론을 구축하였다.

전체 238개의 고속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방법론(기본·종

합)과 KHCM을 구간별로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정량적 변수가 아닌 다양한 

변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 지표의 영향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고속도로 현황과 각 방법론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각 매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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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교해 본 결과 새로운 평가방법론의 결과의 실제에 대한 설명력의 

정도가 타 방법론에 비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평가방법론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의 상태를 평가

함에 있어서 종합방법론에 의한 결과가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KHCM으로 분석하였을 시에는 교통량이 같아 서비스수준이 같지만 종

합방법론의 결과에서는 다른 수준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

는 실제 도로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교통흐름은 같더라도 여러 지표를 함

께 고려했을 때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따라서 고속도로 평가 시에 KHCM으로 교통수준 평가를 위한 1

차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종합방법론을 함께 분석한다면 좀 

더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결과에서는 평가구간에 대한 각 등급(매우우수~

매우불량)의 비율확인이 가능하다. 각 등급별 비율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상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법론의 

평가결과에서 현재상태가 우수나 보통이더라도 불량등급의 값이 크다면 

추후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고속도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시에 새로운 방법론의 결과를 

KHCM의 결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고속도로 각 구간의 세부

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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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과제

1)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초반에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료수

집 등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수만을 설정하였다. 현재 과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방법론의 폭넓은 적용과 분석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2) 우리나라에는 37개의 노선에 446개의 구간이 전국에 걸쳐 있기 때

문에 각 구간별 위치와 이용특성이 굉장히 다르다. 때문에 각 특성에 따

라 고속도로의 분류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각 분류별 최적화된 방법론을 

구축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3)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널리 이용되

고 있는 퍼지이론을 적용한 방법론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비교분석한다

면 회색체계이론에 대한 좀 더 설명력 있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4)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시행하였다. 하지

만 전문가 조사와 더불어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이용자가 생각하는 평가지표와 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

한 결과를 이용한다면 좀 더 이용자 지향적인 평가방법론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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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Characteristic Evaluation

of Freeway LOS

Using Grey Systems Theory

Lim Jihy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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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increasing freeway users constantly,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listic freeway evaluation method reflecting requirements of use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with a variety of

indexes to solve many problems in existing methods and does

detailed evaluations of freeway.

Grey Systems Theory applies to a new method to facilitate

multi-characteristic evaluations of freeway Level of Service, because

it has many great benefits : no limit of data, simple calculation,

validity of results. After selecting indexes with influence over

freeway, the weighted value of each index is calculated through a

expert questionnaire. Lastly a new method constructed using the

grey systems theory and the indexes. A new method is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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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wo small methods, a standard method with transportation

indexes and a comprehensive method with all.

A new method and KHCM method are used in evaluations of

238 freeway sections and a comparative analysis to assess of

validity of a new metho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ree

methods : standard, comprehensive and KHCM method, because

of influence of indexes. Consequently a new method is more

persuasive than existing method because it considers many factors

of freeway complexly.

Even if some freeway sections have same traffic flow quality,

evaluations of users may be different because they consider several

factors as well as transportation factors.

Accordingly it will enable more efficient maintenance and

follow-up management to use a new method as a compositive tool

with existing methods, when estimators evaluate LOS of freeways.

keywords : Grey Systems Theory, Freeway, LOS, Multi-Characteris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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