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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물차 군집주행이 화물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혼잡 증가 및 사고발생 위험, 

에너지 사용 증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자율주행 사회로의 성

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과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다양

한 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술 뿐 아니라 도로 운

영전략 등 인프라 차원의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도로·교통 

조건을 기반으로 화물차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과 군집주행 전용차로 도

입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화물차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화

물차 혼입률이 높을수록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군집형성 규

모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 군집주행으로 인한 평균속도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화물 통행량이 많은 노선에서 화물

차 군집주행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출입 등으로 대기행렬

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집주행으로 인한 평균속도 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

히려 전체 네트워크의 처리량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군집주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속부의 용량 확보 등 접속도로와 연계된 교통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군집 전용차로의 효과로는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이 100%가 되어 

한 개 차로가 완전히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될 경우에만 전용차로 미도입 시 

보다 평균속도 및 처리량 증가, 비자율차 상충률 감소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접속부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평균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본선에 일괄적으로 전용차로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속



- ii -

도로 접속부 및 연결도로의 용량이나 속도, 교통량 등에 기반하여 구간별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내 도로·교통 조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군집주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시간대별로 군집

주행 및 전용차로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화물차 군집주행을 고려한 

도로 운영전략 수립이나 관리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CACC, 전용차로, 고속도로

◆ 학 번 : 2018-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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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성장과 더불어 화물 운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국가 간 무역 및 전자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와 같은 추세

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화물물동량은 

2016년 기준 약 19억 7천만 톤으로, 이 중 도로가 가장 높은 수송

분담률(91%)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5년 동안 도로부문의 국내화물 

물동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가교통DB, 2018). 화물 교

통량 증가와 더불어 도로혼잡 증가 및 사고발생 위험, 에너지 사용 

증가와 대기오염 등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화물 운송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부, 도로 운영기관, 완성차업

체, 물류업계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다행히도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

게 발달함에 따라 차량 간(V2V) 또는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을 

활용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

다. 

군집주행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군집주행을 위해서는 인

접차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방의 차량을 인지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CACC(CACC :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가 있다. ACC가 

선행 차량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앞 차의 속도에 맞춰 자동

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라면 CACC는 ACC에 차량 간(V2V) 무

선통신을 추가하여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 차량 추종 기

능을 강화한다. 즉, CACC 기능이 구비된 차량은 CACC나 V2V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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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구비된 선행 차량의 속도 뿐 아니라 가속도 정보에 접근함

으로써 선행 차량의 속도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며 짧은 

차간 간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으므로 도로 용량을 증대시

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Ramezani et 

al. 2018).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시행된 트럭 군집주행 시험에

서는 차간 간격 조정에 따라 6.5%~21% 의 연료 감소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Ramezani et al. 2018). CACC 기능은 운전자 조

작 없이 자동화된 트럭의 군집주행 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향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Nowakowski et al. 2015). 

그러나 화물차가 군집주행하는 상황에서 비자율차와 혼재하는 

경우 군집으로 인해 비자율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서상혁 et 

al. 2017). 국토교통부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전후부터 레벨3,4단계

의 자율주행차량이 본격 상용화 될 시기까지 자율주행차량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재 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성능발휘가 어렵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

가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비율 및 

시기에 따라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오성호 and Brief 2017). 

이처럼 해외 선진국에서 화물차 군집주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 뿐 아니라 도로 운영전략 등 인프라 

차원에서의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도로·교통 

조건에 따라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도구인 VISSIM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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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 고속도로의 시간대별 서비스수준과 화물차 혼입률의 변

화에 따라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의 운영효율과 안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군집주행을 위한 전용차로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고속도로 교통

류에 미치는 영향과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자율주행차량은 넓은 개념으로 표 1-1과 같이 구분 가능하

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자율주행화물차는 CACC(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을 통해 종방향의 주행만

을 보조하되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써 

표1의 자동주행 자동차(Automated Driving Car)로 국한한다. 즉, 비

자율차에 비해 일정한 속도 및 차간간격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동

종차량과 군집을 형성하면 매우 짧은 차간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차량의 제어권이 완전히 차량에게 넘어가지는 않은 수

준으로 세계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정의하는 기술레벨 3 이하에 해당

하는 차량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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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및 명칭 정의 범위

스마트 카
(Smart Car)

ㆍ 하위 무인/자율/자동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

ㆍ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접목으로 
운전자에게 안전, 편의를 제공하
는 인간 친화적 자동차

높음

무인자동차
(Unmanned Vehicle,

Driverless Car)

ㆍ 운전자 탑승 없이 목적지까지 주
행하는 차량

자율주행 자동차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ㆍ 운전자 개입 최소화로 독자적 
주행이 가능한 차량

자동주행 자동차
(Automated
Driving Car)

ㆍ 종횡방향 모두에 대해 보조하는 
차량

ㆍ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고 언제든지 운전
에 개입할 수 있는 차량

낮음

[표 1-1] 자율주행차량의 구분 및 정의

자료 : 오성호 et al.(2017)

효과 분석은 실차 실험의 한계를 고려하여 미시적 교통시뮬레이

션 소프트웨어인 VISSIM을 통해 진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진출입로가 포함된 연장 13KM, 편도 4차선 고속

도로로써 가상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다. 다만, 시뮬

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과 시나리오는 2019년 8월 기준 경부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화물차 혼입률, 운행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설정한 파라미터의 적정성은 경부고속도로의 평

균속도와 교통량으로 검증하여 현실의 교통류 특성을 반영하였다. 

경부고속도로의 운영 데이터는 모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

이터 포털(data.ex.c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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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관련 문헌 고찰, 화물차 군집주행 모델 수립, 시뮬레

이션 및 결과분석,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의 순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주행과 군집주행 

관련 이론 및 기존에 이루어졌던 실험적 연구와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한 고찰을 수행한다. 선행연구의 한계 및 이로 인한 시사점을 도출 

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차로에서의 군집주행 시뮬레이

션을 위해 화물차 군집주행 모델을 수립한다. 먼저, 군집주행에 필

요한 차량 간 협력전략의 개념 중 본 연구에 적용할 범위를 한정하

고 선행차량 및 추종차량의 결정방안을 수립한다. 다음은 군집주행 

추종모델인 CACC의 수학적 모델을 살펴본 뒤 시뮬레이션 도구인 

VISSIM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험을 위한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 

4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도로․교통조건 분석에 기반하여 시나리

오를 설계하며 진출입로가 포함된 연장 13km의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후 3장에서 수립한 군집주행 모델을 적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시행한다. 시뮬레이션 시행 후에는 평가지표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하고, 분산분석(ANOVA) 및 t검정을 통해 결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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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문헌고찰

◦ 자율주행차 기술 및 정책 동향
◦ 자율주행 및 군집주행 관련 연구
◦ 시사점 도출

↓

화물차 군집주행 모델 수립

◦ 운영전략
◦ 군집주행 원리와 시뮬레이션
◦ VISSIM 파라미터 설정

↓

시뮬레이션 및 분석

◦ 시나리오 설계
◦ 네트워크 구축 및 시뮬레이션
◦ 시나리오별 결과분석

↓

결론

◦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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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자율주행차 기술 및 정책 동향

1) 국외

미국은 2017년 총 33개 주가 자율주행차량 주행을 법적으로 허

가 했으며(오성호 et al. 2017), 2020년부터는 반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고, 2030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용

훈 and 한국통신학회지 2017).

유럽은 자율주행차량 로드맵에서 2018년 기술 검토 완료, 2021년

까지 파일럿 테스트, 2022년 법제도 마련 후 2025년에 상용화를 예

상하고 있다. EU의 트럭 군집주행은 4~5차 Frame-work(1995~2004)

에서 진행되었으며(김용훈 and 한국통신학회지 2017), 2012년 유럽연

합의 군집주행 개발 프로젝트인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는 군집주행 시험주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

다.(이승민 2016)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SIP)’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자율주행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 2020년 후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량 전용차로 구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오성호 et al. 2017). 

중국은 2011년 군사교통학원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베이징-텐

진 고속도로 104km 구간을 시속 100km로 완주하는데 성공하였다. 

2020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며, 2030년 시민의 안전, 편리를 도모하

고 노인 및 맹인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김용훈 

and 한국통신학회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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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개발은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제도․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상용화 시기를 단축해 2020년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레벨 3의 부분적 자율주행)를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차

량은 2020년 경 상용화되고 2030년에는 신규 자동차의 75%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이재관 and 융합연구정책센터 2015).

2. 자율주행 및 군집주행 관련 연구

1) 개념 정립

(1) 자율주행차 정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

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자동

차관리법 제2조). 일반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레벨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수준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레벨이다. 세계자동차

공학회(SAE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제안한 분류 단

계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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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단계 특징 내용

사

람

Level 0 비자동
∙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하는 단계

Level 1
운전자

지원

∙ 조향, 가감속 등을 자동화해 

운전자가 도움을 받는 수준

Level 2
부분

자동화

∙ 고속도로와 같은 비교적 운행이 

쉬운 구간만 자동차가 조작하고 

운전하는 단계

자

동

차

Level 3
조건부

자동화

∙ 눈과 손을 자유롭게 해도 될 

정도로 자동차가 조작하고 

운전하나, 돌발 상황에서는 

사람의 제어가 필요

Level 4
고도

자동화

∙ 자동차가 주행, 비상시 대처 등을 

모두 조작하고 운전하며 운전자 

제어가 불필요

Level 5
완전

자동화

∙ 모든 도로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하며,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자동차가 스스로 

조작하고 운전함

[표 2-1] 자율주행차 기술수준 분류기준

    자료 : SAE, 도로교통공단, 2018

(2) 군집주행 기술

군집주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하나의 개체처럼 근접한 거리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집에 속한 차량은 선두차량과의 일정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한다. 짧은 차간거리는 도로 용량을 증

가시킬 뿐 아니라 화물차의 경우 공기저항 감소로 연료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amezani et al. 2018).

전방의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와 CACC(CACC : Cooperative Adaptive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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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가 있다. ACC가 선행 차량에 대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앞 

차의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이라면 CACC는 

ACC에 차량 간(V2V) 무선통신을 추가하여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대

한 자동 차량 추종 기능을 강화한다(Ramezani et al. 2018). 

즉 CACC 기술은 보다 정교한 형태의 ACC 기술을 나타내며 선행 차

량이 후속 차량과 능동적으로 통신하여 속도 변화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차량은 ACC 장착 차량보다 훨씬 짧은 거리로 선행 차

량을 뒤따를 수 있다(VanderWerf et al. 2001).

ACC/CACC 기술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2) 화물차 군집주행 효과

(1) 시험주행

유럽의 PROMOTE-CHAUFFEUR 프로젝트에서 2대의 트럭 군집 

결과 두 대 모두 독립 주행 시 보다 연료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속도 80kph 및 차간 간격10m로 주행 시 21%의 연료감소 효과가 나

타났다(Bonnet and Fritz 2000).

유럽의 ‘SARTRE(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및 

‘유러피언 플래투닝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차간 간격 약 10m로 

주행 시 뒤따르는 차량의 공기 저항 감소로 인해 12% 정도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이승민 2016).

Browand, McArthur, and Radovich(2004)에 따르면 미국의 

PATH(Partners for Advanced Transportation Technology) 프로그램에

서 두 대의 트럭 군집 주행 시 8-10m 차간 간격에서 8%의 연료절감 

효과가 보고된 반면 3-4m 차간 간격에서는 11%의 연료절감 효과가 

보고되었다. 

Lammert et al.(2014)에 따르면 두 대의 트럭 군집 주행에서 차

간 간격이 줄어들수록 연료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냈으며(2.7~5.3%) 

후행 트럭은 차간 간격 6.097m(20ft)에서 최대 9.7%의 연료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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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Alam et al.(2015)에서는 스웨덴 스톡홀름 고속도로 E20에서 21m

의 차간 간격으로 시행된 3대의 군집주행 시험 결과 최대 6.5%의 연

료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트럭의 공기저항 감소로 인한 연료절감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트럭 군집주행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

은 최신기술로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어떤 조건에서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 시뮬레이션 연구

조영, 이설영, and 오철(2018)은 VISSIM을 이용하여 일반차량과 

군집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군집크기, 군집 내 간격, 군집 간 간격, 

군집주행차량비율(MPR)을 군집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160개 군집주행 

시나리오의 차로별 용량을 추정하였다. 1, 2차로는 일반차량, 3차로

는 일반차량과 군집차량이 혼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집주행 시행 

시 용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큰 최적의 시나리오는 군집크기가 2대, 

군집 내 간격이 10m, 군집 간 간격이 50m, MPR이 10%인 경우로 기

존 용량 대비 약 17.8%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

다.

이설영 and 오철(2018)은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구간에서 교통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화물차 군집 운영전략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화물차는 세계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정의한 Level4 단

계에 해당하며 화물차는 100% 군집주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기존문

헌에서 제시한 VISSIM 자체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여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군집 간 간격이 50m이고 군집크기가 

6대인 운영 시나리오가 최적의 성능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amezani et al.(2018)는 일반 승용차와 CACC 장착 트럭의 혼재 

상황에서 교통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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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개발하였다. CACC, ACC 및 CC(Conventional cruise control) 장

착 트럭의 실증 실험 결과 값으로부터 도출된 자율주행 트럭 추종모

델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자율주행 트럭 비율을 달리하여 시

뮬레이션 한 결과 트럭 통행시간, 평균속도, 교통류율 모두 개선되었

으며 일반 승용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Deng(2016)은 군집주행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 트럭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

석틀을 마련하고 관련 개념과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VISSIM

에 COM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군집주행 모델을 구현하고 화물차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과 군집 형성 시 미치는 영향을 시

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군집주행 화물차가 증가할수록 일반 승용

차의 안전은 확보되면서도 교통류 운영 효율성은 매우 개선되었다. 

Müller(2012)는 VISSIM을 이용하여 진출입로가 없는 3차로 5km의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CACC 기술 장착 트럭의 군집 주행 시 도로 용

량이 5.5% 증가하고 승용차의 통행속도가 6.4%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화물차 군집주행 외 ACC/CACC 기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 연구는 표2-2와 같다. 

2000년 이전부터 ACC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CACC와 관련

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등장하므로 자료는 2000년 이후의 연구

로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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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내용

자율

주행

효과

분석

Zhong, Lee, 
and Zhao 
(2017)

관리차로 전략에 따른 CACC 효과 분석. CACC 

전용차로는 CACC 비율이 1개 차로 용량 

이하일 때는 부정적 영향

박인선 et al. 
(2015)

행위자기반 모형 이용 경부선 서울-신갈 구간에 

CACC, 군집주행 시뮬레이션. LOS C 이하에서 

교통류에 긍정적 영향

Arnaout and 
Arnaout(2014)

CACC 비율에 따른 교통류 영향 분석 결과 

용량증대 및 교통류에 긍정적 영향

Zhao and Sun 
(2013)

CACC 군집 모델 개발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CACC 도입비율 증가 시 용량 증가, 군집 

크기는 용량에 큰 영향 없음 

Shladover, Su, 
and Lu(2012)

ACC, CACC 비율에 따른 고속도로 용량 추정. 

ACC는 용량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CACC 비율 

증가 시 용량 크게 증가

Kesting et al. 
(2008)

On ramp를 대상으로 ACC 효과 분석. 자율차 

증가 시 안전성 향상, MPR 25% 이상에서 정체 

해소

Van Arem, 
Van Driel, and 
Visser(2006)

3-4차로 고속도로 합류부에 CACC 도입 시 

미치는 영향 분석. 교통류 안정성 향상 및 

효율성 증가

Vander Werf 
et al.(2002)

CACC 비율에 따라 용량 2배까지 증가 가능. 

4차로 중 전용차로 1개 도입 시 8,200pcu/h에서 

10,500pcu/h로 용량 증가 

Vande rWer f 
et al.(2001)

ACC/CACC의 수학모델 정의 및 분석 결과, 

CACC 보급률 100%에서 ACC 용량은 변화가 크게 

없었으며 CACC는 2배 증가

[표 2-2] 시뮬레이션을 통한 ACC/CACC 효과분석 연구

자료 : 2000년 이후 연구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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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ACC/CACC 기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화물차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존 문헌에서는 화물차 군집 주행 시 연료 저감, 환경오염 감소, 안

전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

험주행으로 연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화물차

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군집의 길이가 길고 가․감속 특성이 다르므

로 현실에서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을 통해 이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실 도로에서는 운영 여건 및 법․
제도 상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

용차에 비해 다양한 조건별 효과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운영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도로·교통 

조건에 따라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차량의 특징으로는 화물차의 중량과 제동

력이 유럽 및 미국과 차이가 있고, 제도적 특징으로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화물차는 고속도로의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운영적 특징으로는 시간대별, 구간별로 화물차 혼입률

과 교통량의 차이가 큰 특징이 있다. 

또한, 화물차 군집주행 도입초기에는 안전 및 운영효율성 저하 

문제를 이유로 군집주행 전용차로를 운영해야한다는 제안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군집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도입 전과 비교하여 어

떠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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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교통 조건을 고려하여 자율주

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군집주행을 위한 전용차로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함께 연구하도록 한다. 

국내의 도로․교통 여건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분석한다는 점과 

기본, 유입, 유출구간으로 각각 나누어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고속도로의 구간별, 시간대별로 군집주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가

늠해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화물차 군집주행을 고려한 도로 운영전

략 수립이나 관리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존

에 이루어졌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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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물차 군집주행 모델

1. 운영전략

1) 차량 간 협력전략

군집주행을 하려면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군집을 형성할 차량을 

서로 찾을 수 있도록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3가지 협력전략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Ad hoc clustering(임시협력 전략)을 적용하여 군집을 형성하기로 한

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단순한 가시거리(line-of-sight) 무선 통신 기

술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복잡한 통신주소 지정 체계나 인프

라가 필요하지 않다.(VanderWerf et al.(2001)). Local이나 Global 협력

전략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MPR : Market Penetration 

Rate) 뿐 아니라 운전자의 군집주행 선택여부와 경로, 이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군집 결합 위치, 통신범위 등의 조건과 이에 따른 알고

리즘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불충분하다. 또

한, 합류에 대한 자동 통제는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 한 점

(VanderWerf et al.(2001))을 고려하여 Ad hoc clustering을 적용한다.

한편, 군집 내 추종차량은 CACC 기술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량이

어야 하지만 선두차량은 비자율차라도 V2V 통신만 가능하다면 군집

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자율주행기술레벨이 높아지면 선두차량은 

V2V 통신이 가능한 차량에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을 함으로써 군집

주행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하며, 이를 뒤따르는 차량은 제어권이 완

전히 자동차에게 넘어가서 무인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Global 협력전략을 통해 사전에 목적지가 동일한 차

량 간 매칭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경로로 군집주행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좀 더 가까운 미래를 가정하여 자율주행 

기술레벨 3 이하 수준의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 할 경우 혼합교

통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비자

율차의 V2V 장착률은 시나리오에 포함하지 않고 모든 자율주행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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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CACC 기능을 가진 차량으로 가정하여 해당 차량 간에서만 군

집주행이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구 분 Ad hoc clustering Local coordination Global coordination

군집
형성

CACC 차량은 우연
히 어떤 차량을 추
종하게 될 경우에만 
앞차와 결합

CACC 차량이 근처 
특정 거리 안에 있
으면 가․감속이나 차
선 변경을 지시하여 
결합

사전 계획으로 출발
지, 목적지 및 예상 
출발시간이 같은 
CACC 차량끼리 매
칭, 고속도로 진입 
지점에 동시에 도착 
후 군집주행

통신

CACC가 아니어도 
V2V 통신만으로도 
선두차량(leader) 기
능 가능
(추종차량은 CACC)

V2V DSRC(300m까지) 
통신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제한적 통신 범
위로 인해 휴대폰이
나 장거리 통신매체
가 필요할 수 있음

보다 광범위한 장거
리 통신 및 지원센
터(back-office)의 조
정기능 필요

선행
연구

대부분의 선행연구
SARTRE1) project 

등 일부
-

적용 본 연구

[표 3-1] 군집주행을 위한 차량 간 협력전략

자료 : Shladover et al.(2015) 저자 가공

2) 선두차량의 결정

Shladover et al.(2015)에 따르면 군집을 희망하는 두 대 이상의 

화물차가 존재 할 때 군집이 형성될 수 있는데, 어떤 차량을 선두차

량(leader)으로 할 것인지 3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기 위치에 따라 선두차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차량이 선두차량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화물차의 성능, 중

량, 제동력 등 화물차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제동력이 

가장 낮은 화물차가 선두차량이 되면 안전성은 향상되는 반면 운영 

효율성은 저하된다. 마지막은 운전자 선호에 따라 선두차량을 결정하

1) The European Commission’s Safe Road Trains for the Environment (2009
t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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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대안을 적용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위

치한 차량이 선두차량이 되도록 한다.  

2. 군집주행 원리와 시뮬레이션

1) 군집주행 원리 - CACC 기술

자율주행기술 중 군집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CACC(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을 먼저 살펴본다. 2장의 문헌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ACC(Adaptive Cruise Control) 기술은 차량에 부착된 

레이더 및 센서로 선행차량의 상대속도 및 차간간격을 측정할 수 있

으며, CACC는 ACC에 차량 간(V2V) 무선통신을 추가하여 선행차량

의 가․감속 정보까지 습득할 수 있어 군집 시 차간간격을 더 좁게 유

지하면서도 군집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CC/CACC 알고리즘은 VanderWerf et al.(2001)가 제시한 모델로, 

ACC는 선행차량과의 상대속도와 차간간격의 선형식에 기반하여 추

종차량의 가속도를 구하며, CACC 알고리즘은 선행차량의 가속도가 

추가된 선형식으로 표현된다(Deng(2016)).   

먼저, VanderWerf et al.(2001)의 ACC 모델은 식(1)~식(4)와 같이 

표현된다.

        (1)

 ≤ max (2)

 ≥ max (3)

    (4)

여기서, 

 : 희망 차간간격 

 : 현재 차간간격

   : 희망 시간차(time-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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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차량 속도

 : 추종차량 속도

max : 최대 허용 가속도

max : 최대 허용 감속도

                : ACC 성능에 따라 조정되는 파라미터

다음, CACC 모델은 식(5)~(7)과 같이 표현된다.

           (5)

 ≤ max       (6)

 ≥      (7)

여기서, 

 : 희망 차간간격 

 : 현재 차간간격

 : 선행차량 가속도

 : 선행차량 속도

 : 추종차량 속도

max : 최대 허용 가속도

    : 추종차량의 제동력

               : CACC 성능에 따라 조정되는 파라미터

즉, CACC 모델에서는 선두차량(leader)의 속도, 가속도 및 제동

력 정보를 받아 CACC 컨트롤러로 아래 식(8)~(10) 조건을 유지하려 

한다.(VanderWerf et al.(2001)). 군집주행 기술인 CACC가 차량에 적

용되면 추종차량은 V2V 통신을 통해 선행차량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으로 전달받아 선행차량과 희망 차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마치 하

나의 차량처럼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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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9)

 =  (10)

Follower Leader

CACC 화물차 CACC 화물차


 

[그림 3-1] 군집주행 예시

본 연구에서는 군집 주행 시 희망 차간간격인 는 VISSIM 파라

미터 조정을 통해 아래 식(11)로 계산된다. 파라미터 설정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  + * (11)

여기서, 

 : 희망 차간간격

 : 앞차와의 최소 정지거리

  : 군집이 유지될 시 선두차량(leader)의 속도, 

                  군집 해체 시 새로운 선두차량의 속도 

    : 희망 시간차

2) 시뮬레이션 도구

앞서 살펴본 군집주행 행태가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VISSIM을 활용한다. 

VISSIM은 운전자의 차량 단위를 기본 개체로 취급하는 시간 단



- 21 -

위의 확률적,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이 모델은 

Wiedemann(1974)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운전자의 생리

학적 인지반응 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에 

psycho-physical 차량추종모델로도 불린다. 이러한 psycho-physical 추

종모델은 차량의 종방향 주행(longitudinal vehicle movement)에 적용

되고 있으며, 차선 변경을 위한 횡방향 주행(lateral vehicle 

movement)은 rule-based algorithm에 의해 이루어진다. 

Wiedemann의 교통류 모델은 표3-2와 같이 자유흐름(Free 

driving), 접근(Approaching), 추종(Following), 브레이크(Braking)의 4가

지 운행상태에 기반한다. 4가지 운행 상태에서 현재 속도, 차량 간의 

속도 차, 앞차와의 차간간격, 운전자 및 차량 특성 등에 따라 가속도

가 달라지며 속도 차 및 차간간격이 기준 값에 도달하면 다른 운행

상태로 전환된다. 기준 값은 차량추종모델의 파라미터 값과 가속도 

및 속도와 관련된 함수, 확률분포로 결정된다.

  

자유흐름

(Free driving)

앞 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운전자는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려 한다. 

접근

(Approaching)

앞 차의 속도에 맞추어 원하는 안전거리에 도달할 때까

지 감속한다. 

추종

(Following)

가․감속 없이 앞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며 안전거리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한다. 

브레이크

(Braking)

앞차와의 간격이 원하는 안전거리 미만이 되면 급감속 

비율의 중간정도로 작동한다. 이는 앞차가 갑자기 속도

를 바꾸거나 다른 차량이 두 차량 사이로 차선변경 하

여 끼어들기 할 때 발생한다. 

[표 3-2] Wiedemann의 교통류 모델(Traffic flow model)

자료 : PTV VISSIM 2020 Use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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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IM에서는 이러한 Wiedemann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

행 및 군집주행을 재현할 수 있는데, 연구목적에 따라 Wiedemann 

모델이 아닌 특정한 알고리즘을 VISSIM에 Plug-in 하는 방법과 

Wiedemann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내부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VISSIM 2020부터는 CACC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의 파라

미터 값 조정만으로도 군집의 형성과 해체를 포함한 군집주행 시뮬

레이션이 가능하다. 다만, 내부 파라미터 조정만으로는 level 4 이상

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시뮬레이션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군집주행하는 

각 차량의 배출가스 계산과 같이 개별 차량 단위를 분석하기에는 후

자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율주행화물차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level 3 이하의 차량으로, 

군집주행은 분․합류라던가 차선변경 시를 제외한 종방향 주행 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비자율차만 운

행했을 경우와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할 경우 운영효율 및 안전

에 있어 교통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파라미터 조정만을 통해서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

로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한다.

파라미터 값 조정을 위해서는 각 파라미터의 특징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차의 경우 운전자 행위의 무작

위성을 반영하기 위해 속도, 가․감속도, 안전거리 등을 확률분포에 

따라 차량에 랜덤하게 배정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의 자동제어로 인해 비자율차에 비해 확률분포의 분산값이 매우 작

을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및 군집주행 특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는 VISSIM 파라미터의 특징을 자

세히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값을 설정한다. 



- 23 -

3. VISSIM 파라미터 설정

1) 자율주행차의 특징과 가정

(1) 속도 및 가․감속 및 관련 파라미터

VISSIM에서는 인간의 운전 행동 무작위성과 차량특성이 확률분

포로 반영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자동제어로 인해 확률

적 값이 아닌 결정적 값이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실제 CoEXis

t2)에서 시행된 자율주행차의 실차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과도 일

치한다. 이러한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화물차의 속도 

및 가․감속도와 관련한 파라미터 수정이 필요하다. 군집주행 시 추종

차량은 CACC 기술이 장착된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선행 차량과 동일한 속도 및 속도변화, 일정 차간 거리를 자동적

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선두차량은 비자율차라도 V2V 

통신만 가능하다면 군집주행이 가능하나 앞 절에서 자율주행화물차

로 지정한 차량 간에서만 군집주행이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먼저, 표3-3과 같이 차종별 희망속도와 관련한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구분 차 종 Min Max Average s.d

희망
속도

승용차 50 170 110 10.4
버스 50 170 110 10.4
화물차 50 150 90 13.3
자율주행
화물차

85 90 87.5 2.5

[표 3-3] VISSIM 희망속도 설정
(단위 : kph)

희망속도(Desired speed)란 운전자가 희망하는 주행속도로써 실

제 시뮬레이션 시에는 다른 차량 및 개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속도

2)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차가 공존하는 전환 단계의 준비를 목표로 한 EU 프로젝트
(2017.5~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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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결정된다. 차종에 상관없이 희망속도의 분포는 정규분포 한다

고 가정하였으며 고속도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차종별 희망속도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도로의 통행속도를 제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천안IC~양재IC 구간은 110kph, 나

머지 구간은 100kph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각각 

90kph, 80kph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속도는 50kph로 동

일하다. 천안IC~양재IC 구간은 연장 약 81km로 경부고속도로 총 연

장 430km의 약 19%에 해당한다. 

희망속도 설정에 앞서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VDS(Vehicle Detection System) 자료를 통해 2019년 8월 평일 기준 

시간별 방항별 구간 통행속도를 확인하였다. 제한속도 100kph 구간

은 평균 94.8kph, 제한속도 110kph 구간은 평균 89.5kph로 더 낮은 

속도를 보였다. 이는 천안IC~양재IC 구간이 교통밀도가 높아 서비스

수준이 낮은 구간이 많은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100kph

임에도 일부 구간은 평균속도가 105.1kph을 나타내는 곳도 있었다. 

서비스수준이 양호한 곳에서 100kph 이상의 속도값이 관측되므로 본 

연구의 희망속도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의 상향값을 적용하여 승용차 

및 버스는 평균 110kph, 화물차는 평균 90kph로 설정한다. 최소값은 

각각 50kph로, 최대값은 평균값에 60kph를 일괄적으로 더하여 산정

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8)에 따라 최고 범칙금액 및 벌

점이 60kph 초과 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비자율차의 희망속도는 확률분포에 따라 무작위하게 배정되어 

분산이 크지만 자율주행차는 속도 제한 값을 지키려 하므로 분산값

을 매우 작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희망속도를 85kph에서 

90kph로, 표준편차를 2.5kph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차종별 가․감속도와 관련한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VI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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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속도는 속도의 함수로써, 유럽의 차종별 데이터를 적용한 값

이 기본값으로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여건에 맞도록 이를 조

정하기로 한다. 승용차는 국내와 유럽 간 큰 차이가 없고, 버스는 전

체 교통량의 약 3% 내외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화물차

와 관련한 파라미터만 수정하기로 한다. 

다른 차종과 달리 VISSIM에서 화물차는 화물차의 마력/중량비

(kw/t)의 확률분포함수에 따라 랜덤한 값이 화물차에 지정되며 이는 

가(감)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3-4와 같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현

황 및 성능제원표를 참고하여 화물차의 중량(kg) 및 마력(kw)을 표 

3-5와 같이 수정하였다. VISSIM에서는 입력된 중량 및 마력을 각각 

조합하되 7~30kw/t 범위 내의 값만을 사용한다. 

차 종 총중량(kg) 엔진마력(kw) 구성비(%)

화물카고  1톤이하 2,665 41 72.2

화물카고 3톤이하 5,415 75 9.4

화물카고 5톤 미만 6,760 60 3

화물카고 8톤 미만 12,500 112 2.9

화물카고 10톤 미만 15,370 135 0.6

화물카고 12톤 미만 24,520 210 0.9

화물카고 12톤 이상 38,890 307 0.9

화물덤프 1톤 이하 2,880 46 0.7

화물덤프 5톤 미만 5,495 76 0.9

화물덤프 12톤 미만 15,490 136 0.3

화물덤프 12톤 이상 36,835 277 0

화물특수용도형(청소차) 9,925 76 0.6

화물특수용도형(노면청소차) 25,600 217 0

화물특수용도형(살수차) 25,355 254 0

[표3-4] 우리나라 화물차 등록현황 및 성능 제원표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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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총중량(kg) 엔진마력(kw) 구성비(%)

화물특수용도형(소방차) 29,365  254 0.1

화물특수용도형
(냉장,  냉동차)    10,070          76 2.3

화물특수용도형
(곡물,  사료운반)   15,695      168 0.1

유조차(휘발유)       8,860          79 0

유조차(등유, 경유)      25,345         254 0.2

유조차(벙커C유)      32,380         277 0

유조차(기타)      32,310       277 0.4

탱크로리(식수, 음료)      20,920      217 0

탱크로리(압축가스)      31,990      266 0

탱크로리(화공약품)      26,230       254 0

탱크로리(기타)      26,260        239 0.7

화물특수용도형(기타)      23,500         254 2.3

구난차 5톤 이하       8,615         128 0.4

구난차 10톤 미만      10,285         128 0

구난차 10톤 이상      23,930          80 0

자료 : 최재성 and 김영록(2001)

구분 차 종
VISSIM 기본값 설정값

Min Max Min Max

중량
(kg)

화물차 2,800(0) 40,000(1) 2,665(0.7) 38,890(1)

자율주행화물차 - - 2,665(0.7) 38,890(1)

마력
(kw)

화물차 55(0) 600(1) 41(0.7) 307(1)

자율주행화물차 - - 41(0.7) 307(1)

[표 3-5] VISSIM 화물차 중량 및 마력 설정

 ＊( ) 안의 값은 누적분포함수의 y축값

최대가(감)속도는 경사구간에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종단경사를 0%로 가정하므로 최대가(감)

속도는 사용되지 않고 설정한 희망가(감)속도 함수가 사용되는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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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감)속도는 최대가(감)속도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 사용

되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마력과 중량비의 조합에 따라, 그 외의 차

량은 가속도의 정규분포 확률함수에서 랜덤하게 배정된다. 

화물차의 희망가속도 설정은 식 (12)~(14)로 한다.

         (12)

여기서,

 : 화물차 견인력(kg․중)

 : 화물차 질량(kg)

  : 화물차 가속도()

 : 공기저항(kg․중), 


∙∙∙



 : 구름저항(kg․중), ∙∙

 : 중력저항(kg․중), ∙

희망가속도의 최대값은 식(13)로 구할 수 있다. 화물차가 일정한 

경사의 오르막 차로에서 유지될 수 있는 최대 지속 속도인 오르막 

한계속도에 도달하면 가속도가 0이 되므로 식(13)은 식(14)로 나타낼 

수 있다. 

max 

max    
   (13)

max        


∙∙∙max

 ∙ (14)

표 3-6의 값을 사용하여 식(14)을 계산하면 가속도의 최대값이 

2.0로 산출된다. 따라서, 화물차 및 자율주행화물차의 희망가속

도의 최대값은 2.0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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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값

 공기밀도  1.293

 항력계수 - 0.5∼0.8

A 트럭 앞부분 단면적  5∼8

 구름저항 계수 - 0.006∼0.01
 화물차 진행방향 속도  13.9∼41.7(50∼150kph)
m 화물차 질량 kg 271.9∼3,968.3(2,665∼38,890kg 중)
g 중력가속도  9.8

[표 3-6] 최대 가속도 산출을 위한 계수

 자료 : 최재성 and 김영록(2001) 및 표 3-3의 희망속도 및 표3-5의 화물차 

중량 적용

희망감속도는 박용성(2017)에서 화물차에 권장하는 기준이 –2.2
 이하인데 VISSIM 기본값이 이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따로 수정하지 않고 VISSIM 기본값을 쓴다. 

최종적으로 수정한 희망가(감)속도 파라미터는 표 3-7과 같다.

구분 차 종
VISSIM 기본값 설정값

Min Mean Max Min Mean Max

희망
가속도

승용차 0 1.2 3.5 0 1.2 3.5

버스 0 1.0 1.49 0 1.0 1.49

화물차 0 1.2 2.5 0 1.0 2.0

자율주행화물차 - - - 0 1.0 2.0

희망
감속도

승용차 -3 -2.75 -2.55 -3 -2.75 -2.55

버스 -1 -0.85 -0.73 -1 -0.85 -0.73

화물차 -1.5 -1.25 -1.05 -1.5 -1.25 -1.05

자율주행화물차 - - - -1.5 -1.25 -1.05

[표 3-7] VISSIM 희망 가(감)속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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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IM은 마력(kw)과 중량비(t)의 조합 중 현실적인 값을 적용하

기 위해 7~30kw/t 범위 내의 조합만을 사용하며 7미만일 경우 희망

가(감)속도의 최소값을, 30 초과 시 최대값을 속도에 따라 사용하고 

그 외의 값일 경우 선형보간법으로 계산하여 가(감)속을 결정한다(예

시 : 그림 3-2). 

화물차가 아닌 일반차의 경우 VISSIM은 인간의 운전 행동 무작위

성과 차량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차량의 가속도값을 정규분포하는 확

률함수에서 랜덤하게 배정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율주행차일 땐 

확률적 값이 아닌 결정적 값을 사용하므로 그림 3-2의 최소, 최대값을 

없애고 중앙값만을 사용하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화물차의 경우는 마력/중량비에 따라 가속도가 결정되므로 자율

주행화물차는 일반 화물차의 가속도 함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앞

서 계산한 희망가속도의 최대값(2) 만을 반영하여 파라미터를 수

정하였다. 

●: 최소 및 최대값
●: 중앙값

[그림 3-2] VISSIM 화물차 가속도 함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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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 행태 관련 파라미터

운전자 행태(Driving Behavior)와 관련한 파라미터 중 차량의 기

본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차량추종과 관련된 파라미터 및 VISSIM 기

본값은 표 3-8과 같다. 

파라미터 단위
VISSIM
기본값

CC0 Standstill distance m 1.5

CC1 Following distance s 0.9

CC2 Longitudinal oscillation m 4

CC3 Perception threshold for following s -8

CC4 Neg.speed difference m/s -0.35

CC5 Pos.speed difference m/s 0.35

CC6 Influence speed on oscillation 1/(m s) 11.44

CC7 Oscillation acceleration m/s 0.25

CC8 Acceleration starting from standstill m/s 3.5

CC9 Acceleration at 80km/h m/s 1.5

[표 3-8] VISSIM 차량추종 관련 파라미터와 기본값

자료 : PTV VISSIM 2020 User Manual 및 CoExist Deliverable 2.3

CC0는 정체 등으로 인해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희망하는 차

량 간 간격으로 이 값은 분산이 0이다. 

CC1은 어떤 일정한 속도로 주행 시 유지하길 희망하는 차량 간 

간격을 시간차로 나타낸 값이다. 이 값은 각 개별 차량이 원하는 안

전거리와 관련한 속도에 따른 시간 분포함수로 VISSIM에서는 이 시

간 분포함수를 기반으로 추종 시 차간 간격이 계산된다. 운전자는 

CC1에 따른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추종하려하므로 이 값이 클

수록 운전자가 원하는 차간 간격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량이 많을수록 이 값은 용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CC2는 앞차에 가까이 가려 할 때 할 때 안전거리 이상으로 운전



- 31 -

자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 예를 들어 만약 이 값을 10m로 설

정한다면 추종 시 차간 간격은 CC0 및 CC1에서 설정된 안전거리와 

이 값에 10m를 더한 값 사이에서 최소 차간 간격이 결정된다. 

CC3은 앞서가는 저속차량을 인식하여 감속을 시작한 후 안전거

리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CC4 및 CC5는 앞차 추종 시 속도 차를 의미한다. CC4는 감속 

시의 속도 변화 폭, CC5는 가속 시의 속도 변화 폭의 최대값으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앞차의 가․감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C6은 추종 시 차간 간격이 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 값

이 0이면 속도 변화는 차간 간격과 상관관계가 없으며(독립), 이 값

이 커질수록 차간 간격이 증가할수록 속도 변화폭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CC7은 추종 시 사용하는 가․감속 절대값의 최소값을 의미한다.

CC8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 시 희망하는 가속도 값으로 표 3-7에

서 설정한 최대 가속도 값 이하로만 적용된다. 

CC9는 80kph 속도에서 희망하는 가속도 값으로 이 역시 표 3-7

에서 설정한 최대 가속도 값 이하로만 적용된다.    

이밖에 차량의 횡방향주행과 관련된 파라미터로는 차로변경(lane 

change)과 횡방향거동(lateral behavior)이 있다. VISSIM에서 차로변경

은 2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필수적 차로변경과 선택적 차로변경

의 경우다. 필수적 차로변경은 차량이 지정된 경로로 주행해야 될 

경우 이루어지며 선택적 차로변경은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이

루어진다. 

자율주행화물차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이 종적 주행만을 보조하

며 군집주행 시 차로변경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차로변경과 

관련한 파라미터는 수정하지 않고 비자율차와 동일한 값을 쓰기로 

한다. 횡방향거동(lateral behavior)은 차로 안에서 차량의 횡방향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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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관련된 값으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공유하는 도심지 도로에

서는 이러한 특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 네트워크는 

고속도로이므로 해당 파라미터 또한 수정하지 않고 비자율차와 동일

하게 차로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한다. 

자율주행화물차의 차량추종과 관련한 파라미터(CC0~CC9)를 수정

하기에 앞서 먼저 VISSIM 기본값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시뮬

레이션 Software 개발 시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값

(default 값)들을 연구지점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절차를 “모형정

산”이라고 하는데,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에 삽입되어 있는 기본 

모형들의 계수 값들을 보정해서 분석구간에 대해 좀 더 실제와 유사

한 통행 행태를 묘사하기 목적으로 수행된다(양충헌&손영태(2009)). 

본 연구는 경부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을 한정하여 연구하지는 않으므

로 모형의 네트워크와 실제 도로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모형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반적인 교통류를 어느 정도 반영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산을 실시하였다. 정산을 위한 대표

적인 파라미터는 운전자 행태(Driving Behavior)와 차량의 속도분포

(Speed distribution)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2016). 

먼저, 본 연구에서 실험할 네트워크를 4차로로 설정한 점을 고려

하여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편도 4차로 구간을 선정하여 앞 절에서 

설정한 차량별 희망속도 분포에서의 비자율차 파라미터(CC0~CC9)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였다. 4장의 그림 4-3과 표 4-7의 네트워크에 버

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23시~24시의 관측 교통량과 속도를 기

준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교통량 검증은 양충헌&손영태(2009)를 참고

하여 GEH 값을 이용하였고 속도는 산업통상자원부(2016)에 따라 

U-Value 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GEH 값은 식(15)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 값과 현장 값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계산방법으로, 

GEH 값이 5 이하인 지점이 전체 지점의 85% 이상인 경우, 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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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관측 값과 일치하여 사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양충헌&

손영태(2009)). 표 3-8의 구간별 GEH는 모두 5 이하이다.

GEH  





(15)

여기서,

GEH : 통계치

   V : 모형에 의해 산출된 특정 지점에서의 일방향 시간당 교통량

   C : 모형과 동일한 지점에서의 실제 관측 교통량

U-Value는 식(16)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두 비

교 데이터가 일치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U-value는 0.1 이하의 값으로 분석되면 실제 데이터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2016)). 표 3-9의 U-value는 0.026으로 

신뢰구간 95%(U-Value<0.05)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시뮬레이션

의 교통류가 실제 도로상의 교통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16)

여기서,

U : 통계치

 : 관측속도(km/h)

 : 시뮬레이션 속도(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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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길이
(m)

화물차
혼입률

교통량(vph) 속도(kph)

LOS 관측 모형 GEH 제
한 관측 모형

금호JC칠곡물류IC 10,740 0.38 A 1,106 1,104 0.03 100 100.2 98.7

왜관IC남구미IC 13,980 0.42 A 1,016 1,026 0.15 100 100.9 97.3

남청주IC청주JC 3,550 0.33 A 849 845 0.07 100 100.2 100.5

천안JC천안IC 6,700 0.31 B 2,285 2,216 0.72 100 101.8 97.8

안성IC안성JC 4,830 0.45 A 1,130 1,130 0.01 110 104.1 95.5

안성IC오산IC 13,270 0.23 A 779 806 0.47 110 96.1 102.2

동탄IC기흥동탄IC 4,390 0.09 B 2,129 2,056 0.79 110 96.4 102.8

U-Value 0.026

[표 3-9] 경부고속도로(서울) 4차로 구간 파라미터 검증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AVC 자료 및 VDS 자료 가공(2019.8 평일 평균)

다음은, 시간대별 교통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금호IC-칠곡물류IC구간의 관측 교통량과 속도를 기준값으로 

하여 시간대별로 GEH와 U-Value를 산출해 보았다. 표 3-10에서와 

같이 전 시간대에서도 GEH는 5 이하의 값을, U-value는 0.014의 값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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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금호JC-칠곡물류IC

화물차
혼입률

교통량(vph) 속도(kph)

LOS 관측 모형 GEH 관측 모형

0 0.44 A 734 690 0.82 96.87 97.42

1 0.47 A 505 501 0.09 95.89 99.79

2 0.56 A 362 356 0.16 92.07 94.51

3 0.65 A 428 427 0.02 90.22 94.76

4 0.64 A 640 623 0.34 92.48 94.91

5 0.5 A 1,113 1,008 1.61 99.12 96.13

6 0.36 B 2,349 2,169 1.89 101.55 96.55

7 0.23 D 4,539 4,295 1.84 97.82 92.79

8 0.20 E 4,871 4,665 1.49 99.66 91.85

9 0.28 D 3,969 3,663 2.48 97.99 95.34

10 0.31 D 3,852 3,554 2.45 96.54 94.81

11 0.31 D 3,779 3,471 2.56 96.58 94.78

12 0.30 C 3,425 3,089 2.94 97.69 95.39

13 0.29 C 3,297 2,986 2.77 98.34 96.1

14 0.28 C 3,387 3,047 3.00 97.67 96.42

15 0.29 C 3,268 2,955 2.81 97.56 96.76

16 0.27 C 3,204 3,100 0.93 99.16 97.94

17 0.27 C 3,042 2,955 0.79 99.83 97.85

18 0.24 C 2,848 2,770 0.74 100.66 98.9

19 0.26 B 2,482 2,399 0.84 98.54 98.75

20 0.29 B 1,990 1,944 0.52 98.05 99.4

21 0.30 B 1,779 1,757 0.26 98.52 100.34

22 0.32 B 1,648 1,644 0.05 97.73 98.89

23 0.38 A 1,106 1,104 0.03 98.02 99.05

U-Value 0.015

[표 3-10] 경부고속도로(서울) 금호JC-칠곡물류IC 파라미터 검증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AVC 자료 및 VDS 자료 가공(2019.8 평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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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3-9와 표 3-10 모두 서비스수준이 대부분 A~D로 교통

의 흐름이 원활한 구간이다. 교통밀도가 높아 혼잡한 구간에 대해서

도 파라미터 값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구간은 대부분 서비스수준 D 이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편도 5차로 구간이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편도 4차로와 교통류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07시~21시)에 서비스수준 

E~F를 보이는 수원신갈IC~신갈JC 구간을 대상으로도 시간대별 GEH

와 U-Value를 산출해 보았다. GEH는 5차로 구간의 교통량을 4차로 

모형에 구현하게 되어 전체 교통량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속도를 검

증하는 U-value는 0.035로 0.1 이하의 값을 보였다.

시간

수원신갈IC~신갈JC

화물차
혼입률

교통량(vph) 속도(kph)

LOS 관측 모형 GEH 관측 모형

7 0.33  F 7,560 5,278 14.24 76.93 68.58

8 0.29  E 7,157 4,977 14.00 74.56  70.41

9 0.32  E 6,838 5,231 10.35 69.64  69.71

10 0.32  E 6,421 4,775 11.00 68.81  68.81

11 0.31  E 6,279 5,134 7.58 73.09  69.06

12 0.31  E 6,225 5,495 4.77 75.83  69.7

13 0.29  E 6,499 5,479 6.59 73.25  70.35

14 0.30  E 6,501 5,144 8.89 71.48  70.06

15 0.28  E 6,508 5,633 5.61 71.21  69.57

16 0.27  E 6,503 4,879 10.76 69.98  70.25

17 0.27  E 6,823 4,877 12.72 70.84  70.44

18 0.26  E 6,555 5,399 7.48 80.27  71.39

19 0.25  E 5,912 5,554 2.36 85.71  75.94

U-Value 0.035

[표 3-11] 경부고속도로(서울) 수원신갈IC-신갈JC 파라미터 검증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털 AVC 자료 및 VDS 자료 가공(2019.8 평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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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검증한 결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교통류가 실제 경

부고속도로의 교통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율차에 대

한 CC0~CC9의 VISSIM 기본값은 따로 수정하지 않으며, 이 기본값을 

근거로 자율주행화물차의 파라미터를 수정하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군집주행 로직은 자율주행화물차가 

센서를 통해 전방의 자율주행화물차를 인지하면 군집을 형성하고 

CACC 기능이 활성화되어 선두차량과 동일한 속도 및 짧은 차간간격

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다. 비자율차가 전방에 있을 경우에는 자

율주행화물차는 군집을 형성하지 않으며 CACC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비자율차와는 V2V 통신이 불가능하므로 군집주행 시처럼 짧

은 차간 간격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ACC 기능을 통해 센서로 전방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비자율차 간의 간격보다는 

짧은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 

이러한 로직을 고려했을 때 군집 밖에서의 자율주행화물차의 파

라미터는 CoExist3)에서 제안한 파라미터 중 “Normal”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하기로 한다. 자율주행화물차는 군집 밖에서라도 비자율차

보다는 짧은 차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군집 형성 후에는 표3-11의 파라미터가 아닌 별도의 운영 파라미터

가 적용되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율주행차의 분석,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는 

CoExist 에서는 차량의 운행로직에 따라 표 3-12의 VISSIM 파라미터

값을 제안하고 있는데 “Normal”은 인간이 운전하는 운행행태와 거

의 유사하나 차량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주변 차량과의 간격이나 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운행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All knowing”

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과 예측능력으로 차량 간 협력주행이 가능

하여 모든 상황에서 매우 좁은 차간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운행로직

3)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차가 공존하는 전환 단계의 준비를 목표로 한 EU 프로
젝트(2017.5~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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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표 3-11의 Atkins(2016)에서 level4에 해

당하는 자율주행차에 사용한 파라미터는“All knowing”보다도 차간 

간격을 더 좁게 설정하고 있다. 

파라
미터

참고치 설정값

VISSIM
기본값

자율주행차

비자율차

자율주행화물차
CoEXist 제안

Atkins4)
(level4)

비자율차
추종시

동종차량
추종시Normal All

knowing

CC0 1.5 1.5 1 0.5 1.5 1.5 1.5

CC1 0.9 0.9 0.6 0.6 0.9 0.9 0.6

CC2 4 0 0 0 4 0 0

CC3 -8 -8 -6 0 -8 -8 -8

CC4 -0.35 -0.1 -0.1 0 -0.35 -0.1 -0.1

CC5 0.35 0.1 0.1 0 0.35 0.1 0.1

CC6 11.44 0 0 0 11.44 0 0

CC7 0.25 0.1 0.1 0.4 0.25 0.1 0.1

CC8 3.5 3.5 4 3.8 3.5 3.5 3.5

CC9 1.5 1.5 2 1.8 1.5 1.5 1.5

Increased
acceleration 100% 100-110% 110% - 100% 100% 100%

[표 3-12] 자율주행화물차의 파라미터 설정값

다만, CC1은 비자율차 추종 시에는 VISSIM 기본값인 0.9s을 적용

하고 비자율차가 아닌 동종의 차량, 즉 자율주행화물차를 추종 시에

는 차간 간격을 결정하는 시간차를 CoEXist “All knowing”로직의 

4) Atkin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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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s를 적용한다. 참고로 다음절에서도 다루겠지만 군집주행 시에도 

군집 내 차량 간격은 동일하게 0.6s를 적용하였다. 0.6s의 시간차는 

비자율차 간 차간 간격의 약 70%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CC2가 0이라는 것은 최소 차간 간격은 CC0와 CC1에서 설정된 

안전거리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율차의 경우 CC2가 4m

이므로 CC0 및 CC1으로 설정된 안전거리와 이 값에 4m를 더한 값 

사이에서 랜덤하게 최소 차간 간격이 결정된다. 

CC4와 CC5를 0.35m/s에서 0.1m/s로 조정한다는 것은 차량 추종 

시 속도 변화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차의 가·감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C6이 0이라는 것은 표 3-6에서 설정한 희망속도에 대한 분산이 

0으로 차간 간격과 속도의 변화는 독립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CC7을 0.25m/에서 0.1m/로 조정한다는 것은 추종 시 사용하

는 가·감속의 변화 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increased acceleration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앞 차

량이 가속했을 때 차량에 배정된 희망가속도 이상으로(최대 가속도 

내로 한정) 가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규분포하는 확률함수에 

따라 가속도 값이 랜덤하게 배정되는 승용차나 버스와 달리 화물차는 

마력/중량비 조합에 따라 가속도가 결정되므로 이 값은 비자율차와 

동일한 값으로 두고 조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 VISSIM에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는 내장된 확률함수도 

존재하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러한 확률함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CoExist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모

든 차량의 경우 이를 비활성화 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이를 비활성화하여 실험한다.

2) 군집주행의 특징과 가정

  군집의 조건이 만족되어 군집주행을 할 수 있으면 앞서 살펴 



- 40 -

본 자율주행 화물차의 파라미터 값보다 군집주행 파라미터 값이 우

선하여 적용된다. 먼저 VISSIM에서 이루어지는 군집의 형성부터 군

집주행, 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표 3-13에 나타내었다. 

Joining

(군집형성)
동일한 운전자 행태가 정의된 차량끼리 군집을 형성한다.

Driving

(군집주행)

속도에 따른 일정한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가감속은 제한

된다. 군집주행 중 차선변경은 하지 않는다.

Leaving

(군집해체)

군집조건이 유효하지 않을 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과의 차

간간격이 늘어나고 군집이 해체된다.  

[표 3-13] 군집의 과정

 자료 : CoExist 홈페이지의 webinar(2019.11)

군집은 1대의 선두차량(leader)과 1대 이상의 추종차량(follower)

으로 구성되는데 표 3-14의 Max. number of vehicles 파라미터 조정

을 통해 군집의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규모를 

최대 5대로 설정하였다. 

파라미터 내 용
VISSIM
기본값

설정값

Max. number 

of vehicles

군집을 허용하는 최대 차량 수(선

두차량 포함)
7 5

Max. desired 

speed(kph)

군집 주행 시 가능한 속도의 최대

값. 설정값이 표3-3의 희망속도보다 

크면 표 3-3의 희망속도로, 작으면 

본 설정값으로 주행. 군집 밖에서는 

표 3-3의 희망속도로 주행 

90 90

[표 3-14] VISSIM 군집주행 파라미터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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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내 용
VISSIM
기본값

설정값

Max.distance 

for catching 

up to a 

platoon(m)

하류부에 최대값으로 설정한 거리 

내 군집의 마지막 차량이 있을 경

우 그 군집에 포함되기 위해 앞 차

량과의 거리를 좁힘  

250 250

Gap time(s) 군집 내 차간 간격(시간차) 0.6 0.6

Minimum 

clearance
군집 내에서 앞차와의 최소 차간 간격 2 2

자료 : PTV VISSIM 2020 User Manual

군집규모를 5대 이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도로용량 증대 등의 군

집주행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Hall&Chin, 

2005). 하지만, 표 3-15와 같이 현재 시험주행은 대부분 2~3대의 화

물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집 규모를 

최대 5대로 설정하였다. 

군집주행 

시험주행
국가 군집규모 군집 내 간격 참고문헌

Chauffeur 
프로젝트

유럽 화물차 3대 10m Fritz(2004)

SARTRE 
프로젝트

유럽
화물차 2대 

+
승용차 3대

10m
이승민(2016), 
Robinson et 
al.(2010)

PATH 미국 화물차 2대 3~4m / 8~10m
Browand, 

McArthur, and 
Radovich(2004)

- 미국 화물차 3대 20~75ft(6~23m)
Lammert et 
al.(2014)

- 스웨덴 화물차 2대 21m Alam et al.(2015)

Energy ITS 일본 화물차 4대 4~10m Tsugawa(2014)

현대자동차 한국 화물차 2대 16.7m
언론보도. - IT 

Chosun
(2019.11.12.)

[표 3-15] 화물차 군집주행 시험주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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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17)에 

따르면 화물차의 군집주행은 표 3-16에서와 같이 총 4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운전

자가 적극 개입해야 되는 2단계를 시작으로 운전자 역할이 최소화되

는 3단계의 시기를 가정하여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것으로써 이 단계에서는 5대 이상의 대규모 군집주행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완전 자동화 군집주행이 가능한 4

단계에 이르면 5대 이상의 대규모 군집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나, 운영 편익 극대화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한해야 할 군집의 규

모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같은 제조사 트럭 간 군집주행. 제조사 내 기술보급을 통해
같은 제조라인, 같은 브랜드 내 트럭 간의 군집주행이 가능하
도록 설계. 볼보(Volvo) 등에서 이미 시험 주행을 성공한 바
있음

2단계

(2025년)

제조사 간 경계 없이 군집주행. 향후 군집주행 기술 및 장치
에 대한 국제 기준을 확립하여, 어떤 트럭이든 자유롭게 군집
주행이 가능하도록 발전. 그러나 2단계는 아직까지 운전자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
*SAE 기준 자율주행 기술 2단계

[표 3-16] 화물차 군집주행 발전단계(EU Roadmap for Truck Platooning)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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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의 역할 최소화. 자율 비

행을 통해 비행사의 역할을 최소화 한 여객기처럼, 군집주행
시 운전자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휴식 또
는 추가 업무 시간을 보장하는 단계임

4단계

완전 자동화 군집주행. 선두에 위치한 리더 트럭을 제외한 이

후의 추종 트럭들을 운전자 없이 전면 자율 주행을 통해 운영
되는 군집주행

자료 :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및 LoTIS( 
www.lotis.or.kr)

다음, 동일한 운전자 행태(Driving behavior)가 정의된 자율주행 

화물차끼리 군집을 형성하는데 표 3-14의 Max.distance for catching 

up to a platoon(m)으로 설정한 거리 내 하류부에 자율주행화물차가 

있을 경우 상류부의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 앞 차

량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며 앞차와의 간격이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거리에 도달하면 군집의 일부가 된다. 여기서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거리는 식(17)로 계산된다.

     

 =  + * (17)

여기서, 

 :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거리(군집 내 간격)

 : 앞차와의 최소 정지거리(표 3-14의 Minimum 

clearance)

  : 군집이 유지될 시 선두차량(leader)의 속도, 

                  군집 해체 시 새로운 선두차량의 속도 

    : 희망 시간차(표 3-14의 Gap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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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내 차간간격을 결정하는 Gap time은 0.6s로 설정하였다. 2

장의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 3-15의 시험주행 시 군집 

간 간격은 대부분 10~20m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Gap 

time이 0.6s의 경우 85~90kph 주행 시 약 16.2m~17m의 차간 간격을 

유지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기존 군집의 선두차량도 상류부에 있는 앞 차량과 거리를 좁혀 

새로운 군집을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상류 부 앞 차량이 군

집의 새로운 선두차량이 된다. 같은 차선 안에 있는 앞 차량만 인식

이 가능하며, 군집을 이루려는 차량과의 사이에 비자율차가 있다면 

군집은 형성되지 않는다.

군집이 형성되면 선두차량(leader)은 개별 차량처럼 행동하며 표 

3-3에서 설정한 희망속도가 표3-14의 Max. desired speed보다 작은 값

일 경우 이를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설정되어 있다면 Max.desired 

speed를 유지하며 주행한다. 앞 절에서 자율주행화물차의 희망속도

는 85~90kph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범위의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

한다. 추종차량은 선두차량과 동일한 속도 및 식(17)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군집의 해체는 IC 진출 등으로 인해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

거나 표 3-14에서 설정한데로 군집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

다. 추종차량들에게 군집 형성 조건이 아직 유효하다면 군집주행을 

계속할 수 있다. 군집이 해체될 때는 식(17)로 유지되었던 군집 내 

간격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그림 3-3의 4대의 군집주행 중 추종

차량 F1이 차선변경 등으로 인해 군집을 유지할 수 없을 때 VISSIM

은  및 의 거리를 증가시킨다. 만약 F1이 선두차량이라면 만 

증가시킨다. 이제 VISSIM은 기존 선두차량이었던 F0의 속도 대신 F2

의 속도를 식(17)의 로 하여 F2와 F3 사이 간격을 계산하고 F3은 

이 값에 도달하기 위해 ± 범위에서 가․감속을 시행한다. 만약 

F2와 F3 사이에 다른 추종차량이 존재할 경우에 VISSIM에서는 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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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정확히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하므로 이는 식(17)로 구한 안전

거리와는 상이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F2가 새로운 군집의 선두차

량이 되었으며, F1은 군집을 떠나는 즉시 군집 밖에서 적용되는 파

라미터에 따라 개별 주행을 시작한다. 

F3 F2 F1 F0

 

[그림 3-3] 군집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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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및 분석

1. 시나리오 설계

1) 경부고속도로 도로․교통조건 분석

실험계획 설계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도로․교통조건을 먼저 분석하

였다. 경부고속도로는 국내 화물차 교통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구간

별, 시간대별 서비스수준과 화물차 혼입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노선으

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을 실험한다면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경부고속도로 

AVC(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자료 및 노선관리현황 등을 참

고하여 수집구간의 시간대별 교통량 및 화물차 혼입률을 분석하였

다. AVC 자료는 통과 차량의 차종별, 방향별, 시간대별 교통량 조사

를 위해 특정 지점에 자동 차종분류 조사장비를 설치하여 1년 365일 

24시간 연속으로 기록한 자료로써 인근 수시조사 지점의 연평균일교

통량(AADT) 추정에 활용되고 있다5).

AVC 자료는 2019.7.29. ~ 9.26의 평일 30일치 표본에서 0값 제거 

후 99.9% 신뢰구간을 벗어난 자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상치를 제

거한 후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화물차는 표 4-1의 

12종의 분류 중 승용차인 1종과 버스인 2종을 제외한 3~12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종별
분류기준 대표적 차체

차종 정의
축수 단위 차축배열

1종
승용차

미니트럭
2 1

16인승 미만의 여객 수
송용 차량, 미니 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표 4-1] 12종 차종분류표

표 계속

5) 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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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분류기준 대표적 차체

차종 정의
축수 단위 차축배열

2종 버스 2 1
16인승 이상의 여객 수
송용 버스 형식으로 2축 
1단위 차량

3종
소형

화물차A
2 1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
축의 최대 적재량 1~2.5
톤 미만의 1단위 차량

4종
소형

화물차B
2 1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
축의 최대적재량 2.5톤이
상의 1단위 차량

5종
중형

화물차A
3 1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3
축 1단위 차량

6종
중형

화물차B
4 1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
으로 4축 1단위 차량

7종
중형

화물차C
5 1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
으로 5축 1단위 차량

8종
대형

화물차A
4 2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
러 형식으로 4축 2단위
(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9종
대형

화물차B
4 2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
러 형식으로 4축 2단위
(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10종
대형

화물차C
5 2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
러 형식으로 5축 2단위
(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11종
대형

화물차D
5 2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
러 형식으로 5축 2단위
(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12종
대형

화물차E
6 2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
일러 형식으로 6축이상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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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C 자료 수집이 가능한 구간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서울방

향)의 도로 운영현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편도 2~5차로로 구

성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이다.

구간 차로
수 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kph)
구간길이

(m) PHF

노포IC노포JC 3 - 100 7,780 0.9372

노포JC양산JC 3 - 100 7,280 0.9289

언양JC활천IC 3 - 100 17,090 0.9588

경주IC건천IC 3 - 100 10,400 0.9540

영천IC경산IC 3 - 100 16,450 0.9345

금호JC칠곡물류IC 4 - 100 10,740 0.9433

왜관IC남구미IC 4 - 100 13,980 0.9530

김천JC동김천IC 3 - 100 9,120 0.9474

비룡JC대전IC 3 - 100 4,060 0.9479

남청주IC청주JC 4 운영 100 3,550 0.9608

청주JC남이JC 3 운영 100 3,890 0.9634

남이JC청주IC 3 운영 100 4,620 0.9495

청주IC옥산IC 3 운영 100 3,490 0.9607

천안JC천안IC 4 운영 100 6,700 0.9595

안성IC안성JC 4 운영 110 4,830 0.9466

안성JC오산IC 4 운영 110 13,270 0.9702

동탄JC기흥동탄IC 4 운영 110 4,390 0.9467

수원신갈IC신갈JC 5 운영 110 2,680 0.9656

신갈JC서울TG 5 운영 110 8,340 0.9673

금토JC양재IC 5 - 100 7,050 0.9002

[표 4-2] 경부고속도로(서울) 구간별 운영현황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콘존구분 자료 가공

AVC 자료는 현재 교통량을 대(vph) 단위로 수집하므로 해당구간

의 서비스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단위 첨두시간 환산 교

통량(pcphpl)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도로용량편람을 참고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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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교통량()을 산출하였는데, 식(18)의 는 승용차 환산계수 1.5

를 적용하여 0.67을, 는 1.0 값을 적용하였다. 첨두시간계수 PHF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2018년 연평균 값을 구

간별로 적용하였다. 구간별, 시간대별로 산출한 승용차 단위 첨두시

간 환산 교통량()은 그림4-1과 같다.

 

 ×××


   (pcphpl) (18)

여기서, 

  : 첨두시간 환산 교통량

   : 현재교통량

 : 첨두시간계수

   : 차로수

   :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 중차량 보정계수

그림 4-1에서 서비스수준(LOS)은 표4-3와 같이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수준에서 설계속도 100kph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LOS 밀도
(pcpkmpl)

설계속도 120kph 설계속도 100kph 설계속도 80kph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교통량
(pcphpl)

V/c비

A ≤  ≤  ≤  ≤  ≤  ≤  ≤ 

B ≤  ≤  ≤  ≤  ≤  ≤  ≤ 

C ≤  ≤  ≤  ≤  ≤  ≤  ≤ 

D ≤  ≤  ≤  ≤  ≤  ≤  ≤ 

E ≤  ≤  ≤  ≤  ≤  ≤  ≤ 

F   - - - - - -

[표 4-3]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수준

 자료 : 2013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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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비스수준은 B~D를 나타내

며 밤 12시 이후부터 대부분의 구간이 서비스수준 A를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5

시~7시에 첨두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pcphpl)

[그림 4-1] 경부고속도로(서울)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

(time)

[그림 4-2] 경부고속도로(서울) 구간별 시간대별 화물차혼입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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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교통량(vph) 중 3~12종의 화물차(vph) 비율로 산출한 

화물차혼입율은 그림 4-2와 같다. 화물차 혼입율의 전체 평균은 34%

이지만 그림 4-2와 같이 시간대별,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의 패턴과는 달리, 화물차는 오후 7시 이후

부터 혼입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오전 3시~5시 사이에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다. 구간, 시간대별 서비스수준과 화물차혼입률을 함께 표

시한 도표는 부록(110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부고속도로의 도로․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는 서비스수준 A~E까지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계값(최대교통류

율)을 입력값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화물차 혼입률은 시간대 별로 큰 

폭의 변동값을 보였지만, 혼입률이 20% 미만이거나 50%를 초과할 

경우 한 차로만을 전용차로로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

서 불합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20%, 30%, 40%, 50% 4가지의 경

우로 실험한다. 

2) 실험계획

(1) 시나리오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는 표 4-4와 같이 구성하였다. 버스전용차

로를 고려하지 않은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상으로 실험하며, 자율주

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 및 군집주행 전용차로 

설치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입력교통량은 서비스수준 경계값에 따른 승용차교통량(pcphpl)을 

보정계수( : 0.67,  :1.0) 및 차로수(N : 4)를 적용하여 VISSIM 

입력단위(vph)로 변환한다. 화물차 혼입율을 20%, 30%, 40% 50%로 

설정하고 이 중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을 0%, 50%, 100%로 실험

한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버스는 모두 비자율차로 가정한다. 

이로써 총 시나리오 수는 120개로 구성되었다. 실험을 위한 네트

워크에는 진입로와 진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진입 교통량은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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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대비 8%, 진출 교통량은 6%로 한다. 이는 고속도로 공공데이

터포털에서 경부고속도로 연결로교통량(VDS)을 활용하여 IC 진출입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진입로와 진출로에서는 군집주행은 시행하지 

않으며 본선 진입 후 군집주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독립변수 입력값 CASE 비고

도
로

차로수 4차로 1

군집주행
전용차로

0/1 2
0: 미도입(현재)
1 : 도입

교
통

교통량

 600(LOS A) 1,600

5
단위(좌) : pcphpl
단위(우) : vph

1,000(LOS B) 2,667

1,350(LOS C) 3,600

1,750(LOS D) 4,667

2,200(LOS E) 5,867

화물차 
혼입률

20%/30%/40%/50% 4
전 차종(vph) 중 
3~12종(vph) 비율

MPR6) 0%/50%/100% 3
화물차 중 

자율주행화물차 비율

시나리오 수 1×2×5×4×3 = 120개

[표 4-4] 시나리오

      

우리나라는 표 4-5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규에 따르면 4차

로 고속도로의 경우 왼쪽차로란 2차로를 의미하며 오른쪽 차로는 

3,4차로를 의미한다. 모든 차는 표 4-5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

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6) Market Penetration Rate :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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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전용차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화물차와 버

스는 3,4차로만 통행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전 차로를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진출입 구간의 일정거리는 차종별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

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운영중인 현 법규를 고려하여 군집주

행 전용차로는 4차로에 설치하기로 한다. 

도 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

속

도

로

편
도
3
차
로
 
이
상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

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표 4-5]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 효과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

는데, 시나리오 중 특별한 운영전략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의 도

로 상황에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을 자유롭게 실시할 경우를 

CASE1로 설정한다. 

반면,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유출입 구간을 

제외한 4차로 기본구간에서만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을 허용할 

경우는 CASE2로 설정하였다. 즉, 군집주행 전용차로 운영 시 4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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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차와 자율주행화물차가 공유하며 1,2차로는 승용차가, 3차로

는 승용차와 버스, 일반화물차가 공유한다. 제한된 도로 용량 때문에 

현실적으로 MPR 50% 미만에서는 자율주행화물차를 대상으로만 1개 

차로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전용차로는 비자율화

물차와 자율주행화물차가 공유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MPR이 100%

가 되면 4차로는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된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위반율은 0%로 가정한다. 

(2) 평가지표

앞서 살펴본 120개의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하며 표 4-6의 평가

지표를 통해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평가지표 단위

운영
평균속도 kph

처리량 vph

안전 비자율차 상충률 %

[표 4-6] 결과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도로 운영과 관련한 지표로는 도로이용자에게 교통류질의 평가

기준이 되고 운영적인 편익에 대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평균속도

를 첫 번째 평가지표로 사용한다. 여기서 평균속도는 시뮬레이션 시

간 동안 기본구간을 통과한 모든 차량들이 주행한 거리를 걸린 시간

으로 나눈 공간평균속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평가지표로는 시뮬레이

션 시간 동안 기본구간, 유입구간, 유출구간 등 각 구간을 통행한 총 

차량수를 나타내는 처리량으로 한다. 군집주행 전용차로 운영으로 인

해 처리량이 감소한다면 도로 용량 부족으로 운영적인 편익이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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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로는 비자율차의 상충률을 사용한다. 교

통상충은 일반적으로“둘 이상의 도로 이용자들이 현 상태를 유지할 

때 충돌의 위험을 갖는 시공간 범위로 서로 접근하는 관찰 가능한 

상황”으로 정의된다(Glauz & Migletz, 1980). 상충분석은 도로의 위

험도 평가에 사용되어 왔으며, 상충조사는“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상충은 사고 잠재성을 의미하며, 그 발생빈도는 사고가능성의 척도

가 되고, 또 상충의 종류와 잠재적 사고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도철웅, 2004). 상충을 판단하는 기

준과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단방향 진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유형 

중 후미추돌 상충을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하태준, 박제진, 박형규, 

& 박찬모, 2002)은 선행차량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이나 서행 또는 급

정거 등의 운행행태 변화 시 추종차량의 안전거리와 인지반응시간 

등이 불충분한 조건에 의해 후미추돌사고가 일어나므로, 선행차량의 

자극에 대해 인지-정지반응시간에 따라 산출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

리보다 짧은 거리에서 추종차량이 회피행동을 보일 때를 상충 기준

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별 교통량이 상이하므로 상충

건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설영 and 오

철(2018)를 참고하여 시간당 차량추종 건수 대비 후미추돌 상충건수

(후미추돌 상충건수/차량추종건수/시)로 정의한 상충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자율차는 기계적 판단에 따라 설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

행하므로 비자율차를 대상으로만 상충분석을 실시한다. 상충건수는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되는 FD(follow distance)가 SD(safety distance) 

미만일 횟수로, 비자율차(MV)가 자율차(AV) 또는 비자율차(MV) 추종 

시 실제 측정된 두 차량 간 간격이 최소 안전거리 보다 짧은 경우를 

의미하며 식 (19)~(21)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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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여기서, 

 : 상충건수

  : 추종건수

 : 상충률

   : 시뮬레이션 시간

  j : 비자율차

 N : 모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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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구축

실험을 위한 가상의 네트워크는 그림 4-3과 같이 도로 폭 3.5m

의 편도 4차로, 13Km 연장으로 구축하였다. 이 중 기본구간은 한국

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ex.co.kr)에서 제공하

는 경부고속도로 콘존별 연장의 평균값(7km)을 고려하여 설정하였

다. 여기서, 콘존이란 차량의 유입․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IC~IC, 

IC~JC, JC~JC 및 IC~TG의 구간을 의미한다(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

구원, 2016). 네트워크는 1차로의 유입 및 유출 연결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단경사는 0%로 가정하였다. 유입 연결로 및 유출 연결로는 

군집주행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여 본선에서만 군집주행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2km 400m 100m 8km 100m 600m 2km

1→
2→
3→
4→

warm
up 유출구간 기본구간 유입구간

13km

[그림 4-3] 네트워크 구축방법

차선변경 등 차량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접속부 전․
후 500~700m 구간은 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으며, 차종별 통행도 제

한하지 않는다. 그림 4-3의 빗금친 부분은 도로용량편람의 ‘고속도

로 구성 요소의 영향권’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

설의 ‘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발생하게 되

는 엇갈림 구간 설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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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고속도로 본선에 해당하는 기본구간과 그림 4-3에 빗금 표시된 

유출 및 유입구간을 각각 나누어 분석한다. 

시나리오 중 특별한 운영전략을 시행하지 않은 채 현재의 도로 

상황에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을 자유롭게 실시할 경우인 

CASE1과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전용차로를 지정하여 유출입 구간을 

제외한 4차로 기본구간에서만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을 허용할 

경우인 CASE2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4-7과 같다.

C
A
S
E
1

1→
2→ 유출구간 기본구간 유입구간
3→
4→

차종제한 없음
1차로 승용차
2차로 승용차
3차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자율차/비자율차)
4차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자율차/비자율차)

C
A
S
E
2

1→
2→ 유출구간 기본구간 유입구간
3→
4→ 군집전용(화물차only)

차종제한 없음, 군집주행 불가
1차로 승용차
2차로 승용차
3차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비자율차)
4차로 화물차(자율차/비자율차)

[표 4-7] CASE1과 CASE2의 네트워크

＊Warm-up 구간은 차종제한이나 군집주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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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2400초(40분)이고 이 중 처음 600초(10분)

는 warm-up 시간으로 설정하여 효과척도별 결과 값은 최종 1800초

(30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랜덤시드(random seed)

는 42~44로 각 시나리오별 3회씩 시뮬레이션 한 결과의 평균값이 효

과분석에 사용되었다.

4. 시나리오별 결과분석

1) 기본구간

  (1) 평균속도

그림 4-4는 CASE1의 경우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의 변

화를 나타내며 그림 4-5는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의 변화

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를, 점은 MPR이 각각 

0%에서 50%로, 50%에서 100%로 증가 시의 속도 증가율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이 낮아질수록, 화물차 혼입률이 높

아질수록 MPR 증가 시 평균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율

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MPR이 50%에서 100%로 증가할 때는 최대 평균 3.3%의 

속도 증가폭을 나타냈지만 0%에서 50%로 증가할 때는 최대평균 

1.1%로 속도의 증가폭이 크지 않다. 따라서 MPR 50% 이하에서는 화

물차 군집주행으로 인한 속도 향상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CASE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두 그래프 모두 각각 화물차혼

입률(20~50%) 및 서비스수준(A~E)의 평균값을 표기했으나, 개별 서비

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평균속도 변화는 부록(87~88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수준에서는 화물차혼입률 50% 및 LOS E일 때 

MPR이 0%에서 50% 증가 시 최대 2.5%, 50%에서 100% 증가 시 최

대 5.7%의 속도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 60 -

[그림 4-4]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 변화(CASE1)

[그림 4-5]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 변화(CASE1)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중가 시 속
도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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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주행 전용차로 운영효과는 그림4-6 및 그림 4-7에서 알 수 

있다. MPR이 100%인 경우에 평균속도가 CASE1 대비 2% 이내의 범

위에서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나 MPR이 50% 이하에

서는 전반적으로 속도가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MPR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는 CASE1과 비교하여 속도 증감의 

폭이 –2%~2%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경우 군집

주행 전용차로의 운영이 평균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두 그래프 모두 각

각 화물차혼입률(20~50%) 및 서비스수준(A~E)의 평균값을 표기했으

나,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평균속도 효과 비교는 

부록(89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효과(서비스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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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효과(화물차혼입률별)

그림 4-8에서 4-11은 화물차 혼입률 및 자율주행화물차 비율에 따

른 최대 군집크기 및 군집 발생비율을 나타낸다.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

질수록, 서비스수준이 낮아질수록, 50%보다는 100% MPR에서 최대군집 

크기 및 군집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주행화물차의 교

통량이 많아질수록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CASE2는 CASE1과 비교하여 최대 군집크기가 커지고 

군집 발생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용차로 도입 시 차종분리

로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형성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2가 CASE1 보다 군집이 활발히 형성됨에도 앞서 분석한 평

균속도의 향상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MPR이 50%일 때와 MPR이 100%일 때의 차종별 속도를 분석하였다. 

MPR이 50%일 때 CASE1에서는 비자율차인 승용차, 버스, 화물차와 

자율주행화물차가 3차로와 4차로를 모두 공유한다. 군집주행 전용차

로가 운영되는 CASE2에서는 3차로를 비자율차인 승용차, 버스, 화물

차가 공유하고 4차로는 자율주행화물차와 비자율화물차가 공유한다. 

MPR이 100%일 때는 CASE1은 3,4차로를 비자율차인 승용차, 버스와 

자율주행화물차가 함께 공유하며 CASE2는 3차로엔 비자율차인 승용

차, 버스가, 4차로엔 비자율화물차만 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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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비스수준별 최대 군집크기와 군집 발생 비율(CASE1)

[그림 4-9] 서비스수준별 최대 군집크기와 군집 발생 비율(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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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화물차혼입률별 최대 군집크기와 군집 발생 비율(CASE1)

[그림 4-11] 화물차혼입률별 최대 군집크기와 군집 발생 비율(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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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MPR 비율 및 군집주행 제한전략 시행유무에 따른 

차종별 평균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MPR이 50%일 때는 승용

차나 화물차는 군집주행 전용차로 시행으로 인한 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에는 속도가 평균 –12%(개별 

서비스수준 단위에서는 최대 –13%) 까지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군집주행 전용차로로 인해 버스는 기존의 2개 차로(3,4차로)에서 

1개 차로(3차로)만 사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화물차와 

차로를 공유하게 되어 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 혼입

률은 전체 차량의 3% 내외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속도에는 큰 영향

을 주지는 않았지만 군집주행 전용차로 운영 시 사용용량 감소로 버

스의 속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MPR 50%에서 군집주행 시행 시 차종별 속도 변화

반면, 그림 4-13의 그래프를 보면 MPR이 100%일 때는 CASE2에

서 모든 화물차는 4차로를 이용함에 따라 3차로에 여유용량이 생기

고 일관성 있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버스의 속도가 회복됨

을 알 수 있다. 모든 화물차가 4차로 한 차선만을 사용하므로 CASE1

에 비해 4차로의 용량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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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4차로가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 시에는 

군집주행으로 차간 간격이 줄어들어 4차로의 용량이 증가하는 효과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두 그래프 모두 서비스수준(A~E)의 평균값을 표기했으나,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평균속도 효과 비교는 부록(91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 MPR 100%에서 군집주행 시행 시 차종별 속도 변화

(2) 처리량

평균속도의 경우 서비스수준이나 화물차혼입률에 따라 MPR 그

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기본구간 통과교통량인 

처리량은 서비스수준 A~D에서는 CASE1과 CASE2 모두 MPR 그룹 간 

차이가 없다. 서비스수준 E에서는 MPR이 50%에서 100% 증가 시 

CASE1은 처리량이 줄어드는 경향(평균 –3.0%)을 보였고, CASE2에서

는 화물차혼입률이 40~50%일 때는 CASE1보다 처리량이 증가했다. 

그림 4-14 및 4-15 두 그래프 모두 화물차혼입률(20~50%)의 평균값

을 표기했으나,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처리량 비

교는 부록(93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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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서비스수준별 MPR에 따른 처리량 변화(CASE1)

[그림 4-15]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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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율차의 상충률

그림 4-16 및 4-17은 CASE1과 CASE2에서 서비스수준 및 자율주행

화물차의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6] 서비스수준별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CASE1)

[그림 4-17] 서비스수준별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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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이 낮은 곳에서 상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CASE1의 경우 자율주행화물차의 MPR이 0%에서 50% 증가 시 상충

률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MPR이 100%일 때는 MPR이 0%일 때 보다 

상충률이 높다. 즉,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활발할수록 비자

율차의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18은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의 증감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MPR이 100% 일 때는 전반적으로 상충률이 CASE1보다 

감소하는데 이는 모든 자율주행화물차가 4차로 전용차로만을 이용함

에 따라 비자율차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비자율차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MPR이 50%인 경우에는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 조건에 따라 CASE1보다 상충률이 증가하기도, 감소하

기도 하였는데,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상충률 및 

증감의 비교는 부록(94~95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 70 -

(4) 통계검정

시뮬레이션 결과값에 대해 자율주행화물차의 비율(MPR)이 통계

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분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산분석은 3개 이상의 그

룹(모집단)에서 그룹 간 분산과 그룹 내 분산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적인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그룹을 구분

해 주는 설명변수가 하나인 경우 일원 분산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

의 설명변수는 자율주행화물차의 비율(MPR)이다. 

한편, CASE1과 CASE2의 평균속도 및 상충률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독립표본 간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정의된 귀무가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서비스수준(LOS)과 화물차혼입률에 상관없이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 별 평균속도, 처리량 및 비자율차 상충률의 평균값

은 동일하다. (  )

 : 서비스수준(LOS)과 화물차혼입률에 상관없이 CASE1과 CASE2

의 평균속도, 처리량 및 비자율차의 상충률의 평균값은 동

일하다. ( )

모든 통계 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수행되었으며 p-value가 

0.05 미만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시나리오는 표 4-8 및 표 4-9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가설  검정 결과 표 4-8에서와 같이 아무런 전략도 시

행하지 않은 채 현재의 도로 상황에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을 

자유롭게 실시할 경우(CASE1), 화물차 혼입률이 높고 서비스수준이 

낮을수록 평균속도에 있어 자율주행화물차 비율 간 분명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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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수준 A 이상에서는 가설()을 수

락하므로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평균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리량은 서비스수준 A~D에서는 자

율주행화물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상충률은 

모든 경우에서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 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4-9에서와 같이 4차로를 화물차전용차로로 설정하고 유

출입 구간을 제외한 4차로 기본구간에서만 군집주행을 허용할 경우

(CASE2), 표 4-8과 비교하여 20~30%의 화물차 혼입률에 서비스수준

이 B일 때와 40~50%의 화물차 혼입률에 서비스 수준 A일 때도 평균

속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리량은 표4-7과 동일하

게 서비스수준 A~D에서 자율주행화물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ASE1
화물차혼입률

20% 30%

LOS 평균속도 처리량 비자율차
상충률 평균속도 처리량 비자율차

상충률
A 0.887 0.978 0.000 0.956 0.983 0.000
B 0.919 0.927 0.000 0.050 0.939 0.000
C 0.072 0.958 0.000 0.001 0.497 0.000
D 0.001 0.789 0.000 0.000 0.952 0.000
E 0.000 0.050 0.000 0.000 0.575 0.000

LOS 40% 50%
A 0.796 0.978 0.000 0.138 0.952 0.000
B 0.000 0.951 0.000 0.000 0.972 0.000
C 0.000 0.801 0.000 0.000 0.959 0.000
D 0.000 0.983 0.000 0.000 0.989 0.000
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 4-8] CASE1에 대한 p값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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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화물차혼입률

20% 30%

LOS 평균속도 처리량 비자율차
상충률 평균속도 처리량 비자율차

상충률
A 0.184 0.977 0.000 0.125 0.975 0.000
B 0.000 0.997 0.000 0.000 0.957 0.000
C 0.000 0.975 0.000 0.000 0.939 0.000
D 0.000 0.081 0.000 0.000 0.986 0.000
E 0.000 0.014 0.000 0.000 0.000 0.000

LOS 40% 50%
A 0.008 0.986 0.000 0.000 0.936 0.000
B 0.000 0.892 0.000 0.000 0.983 0.000
C 0.000 0.917 0.000 0.000 0.962 0.000
D 0.000 0.793 0.000 0.000 0.945 0.000
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 4-9] CASE2에 대한 p값 결과

다음, 가설  검정 결과는 표 4-10 ~ 4-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서비스수준(LOS)과 화물차혼입률에 따라 평균속도에 대한 p-value

값이 상이하다. 공통적으로 서비스 수준 A 이상에서는 가설을 수락하

므로 서비스 수준 A 이상에서는 군집 전용차로의 운영 등 군집주행 

제한전략의 유무가 평균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PR이 100%인 경우 공통적으로는 서비스수준이 B~D

이고 화물차 혼입률이 30~50%일 때 군집주행 제한전략에 따라 평균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리량은 서비스수준 

E에서 40~50%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상충률은 대부분의 조건

에서 p-value값이 0.05 미만으로 군집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한 상충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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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20% 30% 40% 50%

MPR 0% 50% 100% 0% 50% 100% 0% 50% 100% 0% 50% 100%

L

O

S

A 0.074 0.198 0.702 0.261 0.342 0.345 0.643 0.373 0.116 0.842 0.119 0.121

B 0.000 0.004 0.209 0.023 0.213 0.007 0.356 0.896 0.000 0.873 0.033 0.000

C 0.000 0.004 0.051 0.014 0.705 0.000 0.776 0.055 0.000 0.244 0.257 0.000

D 0.000 0.000 0.000 0.007 0.128 0.000 0.272 0.473 0.000 0.002 0.023 0.000

E 0.000 0.020 0.001 0.000 0.031 0.000 0.009 0.000 0.000 0.000 0.562 0.056

[표 4-10] CASE1과 CASE2의 평균속도 간 t검정 p-value

화물차
혼입률 20% 30% 40% 50%

MPR 0% 50% 100% 0% 50% 100% 0% 50% 100% 0% 50% 100%

LOS E 0.227 0.298 0.912 0.000 0.867 0.176 0.001 0.000 0.000 0.000 0.953 0.000

[표 4-11] CASE1과 CASE2의 처리량 간 t검정 p-value

화물차
혼입률 20% 30% 40% 50%

MPR 0% 50% 100% 0% 50% 100% 0% 50% 100% 0% 50% 100%

L

O

S

A 0.000 0.000 0.000 0.000 0.000 0.38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B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 0.000 0.000 0.000 0.000 0.28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D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242 0.000 0.000 0.000 0.000 0.000

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 4-12] CASE1과 CASE2의 상충률 간 t검정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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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설 의 분산분석에 결과값에 대해 Scheffe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4-12~표 4-14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MPR에 따른 평균속도의 차이는 CASE1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D 이하에서, CASE2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B 이하에서 화물차혼입

률에 따라  뚜렷하다. 

화물차
혼입률

CASE1 CASE2
20% 30% 40% 50% 20% 30% 40% 50%

L
O

S

A 1=2=3 1=2=3 1=2=3 1=2=3 1=2=3 1=2=3

1=2 1=2

2≠3 2≠3

1≠3 1≠3

B
1=2=3 1=2=3 1=2 1=2 1=2

2≠3
1≠3

1=2 1=2 1≠2

1=2=3 1=2=3 2≠3 2≠3 2≠3 2≠3 2≠3

1=2=3 1=2=3 1≠3 1≠3 1≠3 1≠3 1≠3

C
1=2=3 1=2 1=2 1=2 1≠2 1=2 1≠2 1=2

1=2=3 2≠3 2≠3 2≠3 2≠3 2≠3 2≠3 2≠3

1=2=3 1≠3 1≠3 1≠3 1≠3 1≠3 1≠3 1≠3

D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E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표 4-13] 평균속도 변화에 대한 사후분석(Scheffe) 결과

1 : MPR 0% 그룹 

평균속도
2 : MPR 50% 그룹 

평균속도
3 : MPR 100% 그룹 

평균속도

MPR이 0%→50%→100% 증가해도 평균속도 변화 없음

MPR이 0%→50% 증가해도 평균속도 변화 없음. 100%로 증가 시 평균속도 차이 유의함

MPR이 0%→50%, 50%→100% 증가 시 각각의 평균속도 차이 유의함

처리량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서비스수준 E일 때만 유의하므

로 사후분석 결과는 표4-14과 같으며 CASE1과 CASE2의 경우 모두 

MPR에 따른 처리량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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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 CASE2
20% 30% 40% 50% 20% 30% 40% 50%

L
O
S
E 1=2=3 1=2=3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표 4-14] 처리량 변화에 대한 사후분석(Scheffe) 결과

1 : MPR 0% 그룹 처리량 2 : MPR 50% 그룹 처리량 3 : MPR 100% 그룹 처리량

MPR이 0%→50%→100% 증가해도 변화 없음

MPR이 0%→50% 증가해도 처리량 변화 없음. 100%로 증가 시 처리량 차이 유의함

그룹 간 처리량 차이 유의하나 MPR 변화에 따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움

비자율차의 상충률 변화에 대한 Scheffe 사후분석 결과를 표 

4-15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MPR별 비자율차의 상충률 차이는 대부

분의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
혼입률

CASE1 CASE2
20% 30% 40% 50% 20% 30% 40% 50%

L
O

S

A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B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C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D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E
1≠2 1≠2 1≠2 1≠2 1≠2 1≠2 1≠2 1≠2
2≠3 2≠3 2≠3 2≠3 2≠3 2≠3 2≠3 2≠3
1≠3 1≠3 1≠3 1≠3 1≠3 1≠3 1≠3 1≠3

[표 4-15] 비자율차 상충률 변화에 대한 사후분석(Scheffe) 결과

1 : MPR 0% 그룹 상충률 2 : MPR 50% 그룹 상충률 3 : MPR 100% 그룹 상충률

MPR이 0%→50% 또는 50%→100% 증가해도 비자율차 상충률 변화 없음

MPR이 0%→50%, 50%→100% 증가 시 각각의 비자율차 상충률 차이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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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입 및 유출구간

  (1) 평균속도

그림 4-19 및 4-20의 그래프는 CASE1의 경우 유입 및 유출구간

에서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CASE1의 경우는 특별한 운영전략 없이 현 도로상황에 자율주행화물

차가 군집주행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경우이며, CASE2는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전용차로를 지정하는 경우로써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

은 유입 및 유출구간을 제외한 기본구간에서만 군집주행이 허용되도

록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유입 및 유출구간에서는 자율주

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은 CASE1에서만 실시되며, CASE2에서는 허용되

지 않는다. 그래프의 실선은 CASE1에서의 MPR별 평균속도를, 그래

프의 점은 MPR이 각각 0%에서 50%로, 50%에서 100%로 증가 시의 

속도 증가율을 나타낸다. 

유입구간은 MPR이 50%에서 100%로 증가할 때는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50%에서 100% 증가 시엔 서비스수준이 높아질수록 속도

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최대평균 4.7%). 속도 값이나 변화 패턴은 

기본구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4-19]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 변화(CASE1, 유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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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출구간은 속도 값이나 변화의 패턴이 기본구간이나 유입

구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전반적으로 기본구간이나 유입구

간보다 속도가 낮으며, 특히, 서비스수준 E에서는 평균속도가 40kph

(최소 29kph) 이하로써 매우 혼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

션 시에도 유출구간 상류부에 대기행렬이 매우 길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구간에서는 서비스수준이 낮아질수록 자율주

행화물차의 군집주행으로 인해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출구간에서는 군집주행으로 인한 속도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서비스수준 E에서는 MPR이 100%일 때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림 4-20]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평균속도 변화(CASE1, 유출구간)

그림 4-21을 통해 유출구간에서 군집주행으로 인한 속도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21은 CASE1의 경우 MPR 100%에서 기본구간, 유입구간, 

유출구간의 평균 군집발생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입구간은 기본구

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유출구간은 기본구간에 비해 군집 발

생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

된 군집 모델은 IC 진출 등으로 인해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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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군집을 이루려는 차량과의 사이에 비자율차가 있다면 군집이 

형성되지 않는다. 진출차량의 경로변경으로 인해 앞차와의 군집 형

성 확률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존의 군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군집 

내 간격이 늘어나며 속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구간에서는 

기본구간이나 유입구간처럼 군집주행으로 인한 속도 향상 효과는 기

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림 4-20의 LOS E에서의 나타나는 

것처럼 진출차량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군집주행으로 인

해 평균속도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 100% MPR에서 구간별 평균 군집 발생 비율(CASE1)

그림 4-22 및 그림 4-23의 그래프는 CASE1 대비 CASE2의 속도

증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입구간에서는 MPR에 관계없이 전반

적으로는 CASE1과 비교하여 속도 증감의 폭이 –2%~2%로 크지 않다

는 점에서 군집주행 전용차로의 운영 및 유입구간에서의 군집제한 

전략이 유입구간의 평균속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기본구간에서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반면, 유출구간에서는 서비스수준 C까지는 CASE1과 CASE2의 평

균속도에 차이가 없으나 D 이하부터 평균속도에 차이를 보이기 시작

하여 E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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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효과(유입구간)

[그림 4-23]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효과(유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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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두 그래프 모두 화물차혼입률

(20~50%)의 평균값을 표기하였으나,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

률에 따른 평균속도 및 전용차로 효과비교는 부록(96~99p)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 그래프들을 보면 서비스수준 E에서는 화물차혼입률

별로 MPR에 따른 평균속도 증감이 일정한 경향성 없이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어 MPR이 100%일 때 화물차혼입률이 20%, 40%, 50% 조건

에서는 CASE1 대비 평균속도가 증가하는 경향(0.5~19.6%)을 보여줬지

만 화물차혼입률이 30% 조건에서는 CASE1보다 최대 –31.1%까지도 평

균속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출구간의 경우 경로변경을 위해 감속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착

교통량이 용량보다 커짐에 따라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혼잡이 심화되

면서 군집주행 및 군집전용차로의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병목지점이나 대기행렬이 발생하여 교통류가 

와해된 상태에서는 평균속도 측면에서 군집주행이나 전용차로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2) 처리량

 표 4-16은 서비스수준에 따른 MPR별 처리량 변화 그래프로 기

본구간에서와 동일하게 유입 및 유출구간에서도 CASE1과 CASE2 모

두 서비스수준 A~D에서는 MPR 그룹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다. 다만, CASE1의 경우 서비스수준 E에서 MPR 그룹 간 처리량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MPR이 50%에서 100%로 증가 시 유입구간

에서는 평균 –3.2%, 유출구간에서는 평균 –2.7%로 처리량이 감소하였

다. CASE2는 MPR이 50%에서 100%로 증가 시 서비스수준 E에서도 

평균적으로는 처리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

차혼입률에 따른 처리량 비교는 부록(100~103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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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1 CASE2

유입

유출

[표 4-16] 유입 및 유출구간 처리량

 (3) 비자율차의 상충률

그림4-24 및 4-25는 CASE1의 경우 유입 및 유출구간에서 서비스

수준 및 자율주행화물차의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을 그래프

로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준이 낮아질수록 상충률이 높아지는 경향

이나 MPR 증가 시 상충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기본구간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유출구간에서는 서비스수준 E가 되자 상충률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혼잡이 심화되어 대기행렬 등으로 정지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최소차두거리(Safety Distance)가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상충률 값은 기본구간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

는 본 연구의 효과지표로 설정한 후미추돌 상충에 한한 것으로, 실

제 유입 및 유출구간에서는 진출입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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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회피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개별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상충률 비교는 부록

(104~107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4] 유입구간 상충률(CASE1)

[그림 4-25] 유출구간 상충률(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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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6 및 4-27은 유입 및 유출구간에서의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의 증감을 나타낸다. 기본구간에서는 MPR이 100%일 때 상충률이 

CASE1 대비 최대 –5.2%까지도 감소했었지만, 이에 비해 유입 및 유출

구간에서는 CASE1 대비 상충률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4-26]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그림 4-27]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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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요약

전체 분석결과를 표4-17 및 4-18로 정리하였다. 먼저, 화물차군집주

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평균속도 측면에서는 서비스수준

이 낮을수록, 화물차 혼입률이 높을수록,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이 

높을수록 군집비율 및 화물차의 군집규모가 증가(최대 5대)하였고, 이에 

따라 평균속도가 증가하였다. 즉, 교통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노선

일수록 화물차 군집주행 시 평균속도 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통과 교통량인 처리량은 서비스수준이 A~D에서는 군집

주행의 영향이 없었지만 서비스수준 E 이하로 교통량이 용량에 근접하

여 유출구간에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 처리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화물차 군집주행에 대비하여 접속부의 

용량확보 등 접속도로와 연계된 교통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화물차 군집주행이 활발할수록 비자율차의 후미추돌 상충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화물차 군집주행이 비자율차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비자

율차와의 안전한 도로 공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화물차 군집주행 전용차로의 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속도, 

처리량, 비자율차 상충률 모두 MPR이 100%가 되어 한 개 차로가 완전

히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될 경우에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비자율화물차와 자율주행화물차가 전용차로를 공유하는 50% MPR 시나

리오에서는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처럼 전용차로가 비자율

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될 경우, 평균속도 및 

처리량 증가, 상충률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현 도로 

용량의 한계로 인해 1개 차로를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이 최소 50%를 초과한 어느 시점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자율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라도 접속부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평균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

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전용차로 설치 전 자율주행화물차의 비율 및 

접속부 용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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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간 시뮬레이션 결과

운
영

평균
속도

기본

LOS가 낮을수록, 화물차 혼입률이 높을수록
자율주행화물차 MPR 증가 시 평균속도 증가
MPR이 0%에서 50% 증가 시(최대 2.5%)보다
MPR이 50%에서 100%로 증가 시 평균속도 증가폭
커짐(최대 5.7%)

유입 기본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유출

전반적으로 기본, 유입구간보다 평균속도가 낮음.
LOS E에서는 평균속도 40kph(최소 29kph)로
혼잡(대기행렬 발생)
진출차량의 경로변경으로 인해 군집형성이
원활하지 않고 군집 해체 시 속도가 감소하여
군집주행으로 인한 속도 향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처리량

기본

LOS A D에서는 MPR에 따른 처리량 변화 없음

LOS E에서는 MPR이 50%에서 100% 증가 시
처리량이 줄어드는 경향(평군 –3.0%)을 보임.
유출구간에서 교통량 처리가 안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유입

LOS A D에서는 기본구간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임
LOS E에서 MPR이 50%에서 100% 증가 시

처리량 감소(평균 –3.2%)

유출
유입구간과 동일하게 LOS E에서 처리량
감소(평균 -2.7%)

안
전

비자율차
상충률

기본

MPR이 0%에서 50%로 증가 시 상충률 변화는
크지 않음.
MPR 100%에서는 LOS가 낮을수록 상충률

높아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입 기본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유출
LOS A D에서는 기본, 유입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LOS E에서 상충률 감소

[표 4-17] 화물차 군집주행의 영향 요약(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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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구간 시뮬레이션 결과

운

영

평균
속도

기본

CASE1과 비교하여 ±2% 범위에서 속도 증감
발생

MPR이 100%일 때는 CASE1보다 평균속도
소폭 증가(최대 평균 1.7%)
MPR이 0%, 50%에서는 CASE1보다 평균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 특히 3,4차로를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 사용용량 감소로 속도가 최대
–13%까지도 감소

유입 기본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유출

LOS A C에서는CASE1과 평균속도에 차이가
없으나 D 이하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E에서는 매우 큰 차이(최대 ±31%)를 보임
하지만, LOS E에서의 증감에 일정한 패턴이
없어 전용차로 효과를 유추하기 어려움.

병목지점이나 대기행렬 발생 등 교통류가
와해된 상태에서는 군집주행이나 전용차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속도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처리량

기본

LOS A D에서는 처리량 차이 없음
LOS E에서는 MPR이 100%이고
화물차혼입률이 40~50%일 때 CASE1보다
처리량 증가

유입 기본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유출 기본, 유입구간과 동일한 경향성

안
전

비자율차
상충률

기본

MPR이 100%일 때 CASE1보다 상충률이
감소함. 모든 자율주행화물차가 4차로
전용차로만을 이용함에 따라 비자율차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유입
CASE1 대비 최대 –5.2%까지도 나타난
기본구간에 비해 상충률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유출 유입구간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임

[표 4-18] 군집주행 전용차로 운영 효과 요약(CASE1 대비 CASE2 효과)



- 87 -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화물차 군집주행이 화물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혼잡 증가 및 

사고발생 위험, 에너지 사용 증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자율주행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기술과 법제도, 인

프라 정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기술 자

체만으로는 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로 운영전략 등 

인프라 차원의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는 국내 도로·교통 조건에서 화물차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과 군집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장 13KM, 편도 4차로인 가상의 고속도

로 네트워크로써 고속도로 본선을 기본구간, 유입구간 및 유출구간

으로 각각 나누어 화물차 군집주행 및 전용차로 운영 여부에 따른 

평균속도, 처리량, 상충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

로별 통행차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S/W인 VISSIM을 활용하였다. VISSIM 파라미터에 국내 화물차 성능 

및 구성비를 반영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의 관측교통량과 속도로 파

라미터 정산 실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물차의 군집주행 규모는 

최대 5대로 설정하여 위치에 따라 앞차와 결합하는 군집모델을 적용

하였으며, 자율주행 화물차의 파라미터는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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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율주행화물차의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혼입률이 높을수록 자율주행화물차

의 군집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군집형성 규모가 증가(최대 5대)함에 

따라 화물차 군집주행으로 인한 평균속도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고 화물 통행량이 많은 

노선에서 화물차 군집주행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진출입 등으로 대기행렬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집주행으로 인

한 평균속도 증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전체 네트워크의 

처리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군

집주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속부의 용량확보 등 접속도

로와 연계된 교통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화물차

의 MPR이 높을 때 평균속도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화물차 군집주행 시 비자율차의 후미추돌 상

충률이 증가하여 안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므로, 도로 운영전략 수립 시 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군집 전용차로의 효과로는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이 

100%가 되어 한 개 차로가 완전히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운영될 경

우에만 전용차로 미도입 시 보다 평균속도 및 처리량 증가, 비자율

차 상충률 감소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출구간은 교통량에 따라 속도가 –31%까지 감소

하는 시나리오 분석결과도 나타났으므로 본선에 일괄적으로 전용차로

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속도로 접속부 및 연결도로의 용량이나 속도, 

교통량 등에 기반하여 구간별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도로 용량의 한계로 인해 1개 차로를 자율주행화물차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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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화물차 비율(MPR)이 최소 50%를 초과한 

어느 시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전용차로를 도입해야 한다면 50%를 초

과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MPR이어야 비자율차와 자율차 모두에게 

동일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향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수준이 높고 MPR이 50%일 때는 전용차로 미도입 

시와 전용차로 도입 시 간 평균속도 및 상충률에 큰 변화가 없는 점

을 감안했을 때 군집주행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전

용차로 없이도 현재의 교통류 상태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군집주행하는 자율주행화물차와의 도로 공유에 대한 

비자율차 운전자의 거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상용화 초기에도 전용

차로의 도입요구가 있다면 서비스수준이 대부분 A~B 이상을 보여주

는 새벽시간대(0~5시)에 군집 전용차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겠다. 서비스수준이 높을 때는 화물차 혼입률이 높아도 상

충률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는 3차로의 사용용량 

감소를 고려하여 현 도로교통법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차나 버스도 1,2차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간별 화물차혼입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승용차 안전

문제 및 전체 도로 용량 등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이번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성능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및 국

내 도로·교통 여건을 토대로 VISSIM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군집주행 시험주

행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국내 군집주행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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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IM과 같은 미시적 시뮬레이션 S/W에 Plug-in하여 차량 단위별로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의 위치에 따라 앞 차량이 선두차량

이 되는 군집모델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화물차의 성능이나 제동

력, 전폭 및 전고에 따라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차량이 차종별로 

상이하다면 군집주행 알고리즘에 이를 반영하여 군집모델을 수립해

야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화물차가 네트워크에 새롭게 들어

와도 비자율차의 운전행태(Driving Behavior)가 기존과 달라지지 않

는다고 가정하였으나, 자율주행화물차가 군집주행 할 경우 비자율차

의 운전자가 반응하는 행태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형화물차가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여 군집주행 할 시 비자율차의 회피행동이 나

타나 네트워크의 평균속도나 처리량, 안전성 모두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모의 주행실험 등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차의 전폭, 전

고, 군집규모에 따라 비자율차의 운전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안전 측 효과지표로 설정한 

상충률 지표는 후미추돌 상충에 한한 것으로 진출입구간의 경우 차선

변경으로 인한 측면충돌 상충 등 안전과 관련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화물차 군집주행에 따른 효과를 일반화하

기 위해 구간별, 시간대별로 서비스수준, 화물차 혼입률이 다른 고속

도로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구간이 아닌 가상의 네트워크에서 군집

주행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향후 실 도로에서의 군집주행 실증실험이 

필요할 때 본 연구의 서비스수준, 화물차 혼입률별 효과분석결과가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실제 도로 상

에 나타나는 터널구간, 요금소가 위치한 고속도로 광장부, 종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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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르막차로 등의 기하구조적 조건이나 버스전용차로 운영 여부 

등 특정 구간의 특징을 반영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자율차와 비

자율차가 공존하면서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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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서비스수준, 화물차혼입률에 따른 MPR별 결과분석 그래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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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기본구간) CASE2(기본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 기본구간 MPR별 평균속도 변화 상세1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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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CASE1(기본구간) CASE2(기본구간)

A

B

C

D

E

[표 부록-2] 기본구간 MPR별 평균속도 변화 상세2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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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3]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가효과 상세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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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CASE(기본구간) CASE2(기본구간)

A

B

C

D

E

[표 부록-4] 기본구간 최대 군집크기와 군집 발생 비율 비교 상세

*막대그래프는 MPR별 군집발생비율, 점은 MPR별 최대 군집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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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50%MPR(기본구간) 100%MPR(기본구간)

A

B

C

D

E

[표 부록-5] 기본구간 차종별 속도 변화 상세

*막대그래프는 차종별 평균속도, 점은 CASE1 대비 CASE2의 버스 속도 감소율(%) 



- 103 -

화물차
혼입률

CASE1(기본구간) CASE2(기본구간)

20%

30%

40%

50%

[표 부록-6] 기본구간 MPR별 처리량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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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7]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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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기본구간) CASE2(기본구간)

20%

30%

40%

50%

[표 부록-8] 기본구간 MPR별 비자율차의 상충률 상세

*실선은 MPR별 비자율차 상충률,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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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9] 기본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상충률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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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입구간) CASE2(유입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0] 유입구간 MPR별 평균속도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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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11]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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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출구간) CASE2(유출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2] 유출구간 MPR별 평균속도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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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13]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평균속도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평균속도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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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입구간) CASE2(유입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4] 유입구간 MPR별 처리량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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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15]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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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출구간) CASE2(유출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6] 유출구간 MPR별 처리량 변화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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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17]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처리량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처리량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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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입구간) CASE2(유입구간)

20%

30%

40%

50%

[표 부록-18] 유입구간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 상세

*실선은 MPR별 비자율차 상충률,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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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19] 유입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상충률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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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CASE1(유출구간) CASE2(유출구간)

20%

30%

40%

50%

[표 부록-20] 유출구간 MPR에 따른 비자율차의 상충률 상세

*실선은 MPR별 비자율차 상충률, 점은 MPR이 각각 0→50%, 50→100% 증가 시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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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혼입률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20%

30%

40%

50%

[표 부록-21] 유출구간 CASE1 대비 CASE2의 상충률 증감 상세

*실선은 MPR별 상충률 증감(CASE1 대비 CASE2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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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 경부고속도로(서울) 서비스수준 및 화물차혼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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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s of 

Truck Platooning on Freeway 

Traffic-Flow and the Effect of 

Dedicated Lane

KIM, Joohye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ruck platooning has the potential to solve the problems of road

congestion, risk of accidents, and increased energy usage with

increasing demand of freight trans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empirical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advanced countries to

commercialize truck platooning. For the transition towards a shared

road network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automated vehicl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in various ways. Some of these ways includ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legal systems, and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need for an infrastructure-level review, which would

include not only automotive technology, but also roa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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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ruck platooning on

freeway traffic flow and the effects of dedicated lanes based on

domestic road and traff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higher traffic volume and truck ratio, the

ratio of platoons and the size of the platoons formed increase with

increasing traffic volume and truck ratio, which increase the average

speed of the network. Therefore, routes with heavy traffic and heavy

cargo traffic c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truck platooning.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the average speed of the entire

network is difficult to expect during a queue because of entry and

exit. Hence, the overall throughput of the network can be reduced.

Accordingly, traffic operation strategies associated with the access

road, such as securing the capacity of the connection, are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truck platooning.

When it comes to the effect of dedicated lane, it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ly if one lane was fully operated by automated

trucks under the condition of 100% MPR, which allowed positive

effects in all aspects, such as higher average speed, throughput, and

reduced conflict rates. However, s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speed could be greatly reduced if the capacity of connections

was insuffici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strategy for each

section was needed based on the capacity, speed, and traffic volume

of the highway connection and connecting roads before introducing

the dedicated lanes all together.

As such,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impact of truck

platooning by reflecting domestic road and traffic conditions in the

scenario. S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measure the

impact of truck platooning and dedicated lane by section and time of

highway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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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road oper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truck

platooning in the future.

keywords : Truck Platooning, Automated Driving, CACC,

Dedicated Lane, Freeway,

Student Number : 2018-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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