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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머지않은 시기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

차가 일반도로를 운행하게 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하는 비자율주행자동

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교통상황은 일정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안전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을 설정하고자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도

입 이전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성 모

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개발하였다. 안전성 모형(SM)은 분석 구간

의 상충건수를 이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

차로 미도입 시, 안전성 지표( )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

였다. 효율성 모형(SM)은 통과교통량을 이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

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효율성 지표( ) 차이를 최소

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기준 교통량과 적정 차로 수

를 도출하기 위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Double Golden Section Method)을 활용하여, 전용차

로 도입기준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Vissim 속성변수를

설정하였다.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차두시간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도

출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은 혼입률별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

(headway)을 이용하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법은 Vissim을 적용하여 산

출하였다. 그리고 도로 조건(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교통 조건(기본구

간 교통량, 진·출입 교통량),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안전성과 효율성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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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분석 결과, 본선 교통량과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의 진출 차량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 대당 상충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

률 20%에서는 전용차로 진입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연결로의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만 대당 상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혼입률

80%, 교통량 8천 대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하므로 만 대당

상충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효율성 분

석 결과, 전용차로 도입하는 경우, 혼입률이 20%에서 40%로 증가하면 통

과교통량도 증가하지만, 교통량 8천 대 또는 혼입률 80%에서는 1개의 전

용차로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통과교통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혼입률과 기본구간 교통량,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차로 수 등으로 구분하여, 총 6가지의 전용차로 기준설정 시

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여 혼입률

과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와 전용차로 설치기준 교통량을 제시

하였다. 혼입률이 증가하면 설치기준 교통량은 감소하고, 전용차로 수가

증가하면 설치기준 교통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도로용량편

람(2013) 서비스 수준(LOS)과 비교하면, 교통상황별 차로 수는 다르지만, 

LOS D에서의 전용차로 수는 1차로 또는 2차로 설치가 필요하며, LOS E 

이상에서는 전용차로 3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공존하는 시기에 교통안

전 향상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전략으로 도로 조건, 교통량, 혼

입률 등을 적용하여,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자율주행자

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정책 활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

학 번 : 2008-3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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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1).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 내에 설치한 카메

라, 센서, 라이더, GPS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공·처리하여 자동차

스스로 도로 주변 교통환경을 인지·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고 원하는 목

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시장을 대체할 것이고, 자율주행 기능

을 이용한 교통수단과 교통 서비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 보고서(McKinsey)2)와 네비건트 리서치

(Navigant Research)3)는 2030년에 자율주행 기술단계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신차 판매 차량을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각각 40%와 50% 

이상이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KPMG 

보고서4)에서는 레벨 3과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규모

가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0년 6,500억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도 급성장할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

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검색일: 2020.10.17.)

2) 맥킨지 보고서. The Future of Mobility 2020.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the-future-of-mobility-is-at-our-
doorstep, (검색일: 2020.10.17.)

3) 관계부처 합동. (2019).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 재인용.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레벨 3 이상의 신차 판매 차량 비율은 0.2%임

4) 삼정 KPMG. (2020).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vol.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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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트럭 등 신규 교통수단과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택배 서비스

등 신규 교통 서비스 시범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구글 자율주

행자동차 웨이모의 주행 테스트 거리가 약 1,600만km(1,000만 마일)에 도

달하였으며5), 나비야(Navya), 이지마일(EasyMile) 등과 같은 자율주행셔틀

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운행하고 있다6). 또한 자율주행트럭 투심플

(TuSimple)은 2021년 완전 자율주행 시연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7) 이처

럼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교통수단과 교

통 서비스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품, 통신 등의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 보험, 운전자 의

무 등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8). 머지않은 시기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어

렵지 않게 주변에서 마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자율주행자동차

의 본격 확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대표적인 효과는 안전성 향상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는 운전자의 인지·판단 실수 또는 자동차 조작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 2015)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94%는 운전자

실수로 발생하며, 차량과 도로 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각각 2%로 조

사되었다.9) 도로교통공단(2019)10)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 매일경제 MBN(2018.10.11.). 구글 자율차 주행 1천만 마일 돌파. 2020년 셔틀버스부터 상용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10/634076/. (검색일: 2019.5.15.).

6) 중앙일보(2017.07.24.). [J가 타봤습니다] 파리엔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다…공항·캠퍼스 내 이동수단 

돼. https://news.joins.com/article/21782448. (검색일: 2019.5.15.).

7) 앤트뉴스(2020.07.17.). 中 자율주행자동차 스타트업 투심플, 美 트럭제조업체와 협력하며 자율주행 

트럭 개발. 검색일(2020.08.21.).

8) 대한민국 정책 브리프. 미래자동차.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273. (검색일: 2020.10.13.).

9) NHTSA. (2015). Critical Reasons for Crashes Investigated in the National Motor Vehicle Crash Causation 
Survey.

10) 도로교통공단(2019), 최근 5년간(2014~2018년) 중상해 교통사고 특성분석.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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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 총 379,285건을 분석하였다. 가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5.3%, 신호위반은 13.5%, 안전거리 미확보는 6.2% 

등으로 전체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의 약 75%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효과는 효율성 향상이다.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각

종 센서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보다 짧은 차간 간격을 유

지하면서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 반응시간

은 0.5~1.0초이며, 비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은 2.0(유

럽)~2.5초(한국, 미국)이다. 비자율자율자동차보다 2~5배 빠른 인지 반응시

간은 차량 간 거리를 줄일 수 있어, 도로용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율주

행자동차 테스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대표적인 공유차량 서비스 우버(Uber)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있었다11). 2019년에는 테슬라와 경찰 순찰차의 추

돌사고가 발생하였고12), 2016년 싱가포르에서는 자율주행택시와 트럭의

충돌사고도 있었다13).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가 이뤄져서 일반도로를 운행하게 되더라도, 

모든 도로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기 전까지, 운전자가 운전하

는 일반차량과 다양한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교통상황은 일정 기간 지속할 것이다. KPMG(2019)는14) 전 세계 41개국

11) 중앙일보(2018.03.20.). 우버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보행자 사망.
https://news.joins.com/article/22456176. (검색일: 2019.5.15.).

12) 연합뉴스(2019.12.10.). 테슬라 자율주행차, 美서 또 사고…안전 우려 제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01300072?section=popup. (검색일: 2020.02.03.).

13) 조선비즈(2016.10.19.). 싱가포르서 세계 첫 시험운행 자율주행 택시 접촉사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9/2016101901776.html. (검색일: 2020.02.03.).

14) KPMG. (2019).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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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73%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성숙단계 진입 시기를 2030

년으로 전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71%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재되어 운영하는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교

통류를 분리하는 차로 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자율주행자

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교

통 특성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교통 특성이 다른 교통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대표사례는 버스전용차

로가 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운영

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버스의 정시성 향상과 통행속도가 개

선되어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첨

두시 평균 통행속도가 15.8km/h에서 19.9km/h로 개선되었다.15).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상하행선(한남 IC~오산 IC) 구간의

평균 통행시간이 약 10분 줄어들고, 통행속도는 17.9km/h가 향상되었다16). 

이처럼 버스전용차로는 대도시와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많

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머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본격화하기 전, 교통안전과 소통 문제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노선, 전용차로에 우선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운영을 위한 전용차로 도입연구는 시기적

으로 적절한 연구이다.

15) 서울정책아카이브 중앙버스전용차로.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647. (검색일: 2019.5.15.).

16) 국토해양부(2010).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차로제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6). 수도권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설치 효과분석(외곽순환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pp. 24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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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공존

하는 시기에 생길 수 있는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

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

(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개발하였다. 도로 조건, 교통 조

건, 혼입률 등을 전용차로 도입 모형에 적용하여,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정책 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는 대표적 연속류 도로인 고속도로

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

차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평가하여,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기준 교통량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

찰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분석 방법과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 등을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지표는 안전성과 효율성 지표로 구분하였다. 효율성 지표는 통

과교통량을 이용하고, 안전성 지표는 상충건수를 기반으로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분석지표를 토대로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해 안전성 모형

(SM)과 효율성 모형(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 등을 개발하였

다. 기본구간과 연결로 진·출입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교통량에

따른 교통 조건,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전용차로 차로 수에 따른 시나

리오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

을 위한 기준 교통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혼입률과 교통량을 활용한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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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자료취득의 한계로 전용차로 도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과 안전 분석 시뮬레이

션 SSAM을 활용하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 선행연구 고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모형적용 및 도입기준 도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로 수행되

었으며,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을 설명하였

다. 제2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효과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

로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

분석 방법론, 평가지표 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

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으로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

다.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도출하고자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

(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전용차

로 분석지표, 혼입률별 도로용량 산정 방법,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개발한 전용차로 도입 모형에 적용하여, 전용

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도출

하고,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사전분석으로 교통량과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교통 특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전

용차로 도입기준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전

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기준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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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행 절차 주요 내용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시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장 선행연구 고찰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도

⇩

3장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의 전제 및 수행 절차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 모형 

구축

⇩

4장
모형적용 및 

도입기준 도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실험계획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 모형적용 및 

평가

⇩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내용 요약 

∙향후 연구과제

<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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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요

자율주행자동차는 조향 제어, 가·감속도 제어, 운전자의 운전, 비상 상

황 대처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단계를 <표 2-1>과 같이 구분하

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총 5단

계로 구분하며,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Safety of Automotive Engineers)

는 자율주행 4단계를 고도 자율주행(High Automation)과 완전 자율주행

(Full Automation)으로 세분화하여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단계에 따르면, 자율주

행 0단계부터 2단계는 운전자가 주도적으로 주변 교통상황과 운전환경에

대응하면서, 운전하는 단계이다. 레벨 0(No Automation)에서는 운전자가

모든 교통상황에서 운전을 수행한다. 레벨 1(Driver Assistance)과 레벨

2(Partial Automation)에서는 운전자가 보조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차량의

방향을 조작하고, 가·감속도를 제어한다. 레벨 1에서는 운전자가 대부분

운전을 수행하며, 시스템은 운전자를 보조한다. 레벨 2에서는 레벨 1과

같이 운전자가 주로 운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운전자는 두 개 이상의 시

스템 지원을 받고, 시스템은 특정 조건에서 보조 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3(Conditional Automation)부터 레벨 5(Full Automation)는 시스템에

서 운전대를 조작하고, 가·감속도를 제어하며,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한다.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주행을 담당한

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을 수행한다. 레벨

4(High Automation)는 대부분 도로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수행하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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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간 또는 제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한다. 레벨 5는 모든 도로

와 교통환경에서 완전 자동운전이 이루어진다.

SEA 기술단계 기술 정의 

조향/
가감
속도 
제어

운전
환경 
모니
터링

비상
상황 
대처

시스템 
능력
(운전
모드)

운전자 운전환경 모니터링

0
No 

Automation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수행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

1
Driver 

Assistance

대부분 운전자가 운전을 

수행

조향/가·감속도를 

제어하는데, 보조시스템 

지원

운전자

/
시스템

일부 
운전 
모드

2
Partial 

Automation

대부분 운전자가 운전을 

수행함

조향/가·감속도를 

제어하는데 두 개 이상의 

보조시스템 지원

시스템
일부 
운전 
모드

자율주행 시스템 운전환경 모니터링

3
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가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스템이 모든 자동운전 

수행

시스템 시스템

운전자
일부 
운전 
모드

4
High 

Automation

운전자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모든 자동운전 

수행 시스템

일부

운전

모드

5
Full 

Automation

모든 도로 및 

교통환경에서 완전한 

자동운전

모든 

운전 

모드

<표 2-1> 미국 자동차 공학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단계

자료: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단계. 재정리. 
https://www.sae.org/misc/pdfs/automated_driving.pdf

https://www.sae.org/misc/pdfs/automated_driv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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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파급

효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선행연구를 안전성, 

효율성, 환경성, 이용자 통행행태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분석 방법을 고찰하

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도출하였다.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관련 선행연구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운전자의 판단 실수나 오작동 등 인적 요인으

로 전체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7)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전성 연구는 교통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m 외(2017)는 자율주행자동차(CAV: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레벨 3과 레벨 4 수준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DB FARS(Fatal Analysis Reporting System), 

GES(General Estimates System), 자동차 충돌사고 조사(Motor Vehicle 

Crash Causation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예를 들면, 알코올, 마약, 공격적인 운전자, 

주의산만, 판단 실수, 오작동 등)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AV는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상당수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추정하였다. CAV 혼입률 50%에서는 사고 발생 건수는 41%, 부상

자 수는 37%, 사망자 수는 35% 감소하며, CAV 혼입률이 90%에서는 사

고 발생 건수는 82%, 부상자 수는 80%, 사망자 수는 72% 줄어들 수 있

다고 추정하였다.

17) NHTSA. (2015). Critical Reasons for Crashes Investigated in the National Motor Vehicle Crash Caus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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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비(2015)는 시뮬레이션 Vissim과 SSAM을 활용하여 CAV 혼입률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비스 수준(LOS) D에서 후미추돌

상충건수가 30~81% 감소하며, CAV 혼입률이 50% 이상에서 교통 안전

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Harper 외(2016)는 자율주행 2단계 기술인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Blind Spot Monitoring), 차선이탈경고 시스템(LDW: Lane Departure 

Warning), 전방충돌경보(FDW: Forward Collision Warning) 기술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자료인 FARS와 GES를 이용하여 자율주행기술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BSM, LDW, FCW 기술은 전체 교통

사고 발생 건수의 23.58%인 130만 건이 감소하였으며, 사고 심각도도 줄

어들었다. 특히 LDW 기술은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BSM, LDW, FDW 기술이 모두 적용하면,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2,020

억 달러(차량당 편익 861달러)로 추정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 요인으로 발

생하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는 기존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

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구 연구내용 및 분석 결과 분석 방법

Kim 외(2017)
§ CAV 보급률 90% 이상

- 사고 발생건수 82%, 부상자 수 80% 
사망자 수 72% 감소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미국 FARS, GES)

정은비 (2015)

§ LOS D인 경우 후미추돌 상충 건수 

감소

- 30~81%로 감소 효과 발생

§ CAV 보급률 50% 이상 

- 교통 안전성이 크게 개선

시뮬레이션 

(VISSIM / SSAM)

Harper 외(2016)
§ 개별시스템 모두 장착 시, 상한 기준 

경제적 편익은 연간 $2,020억 발생 
(차량 1대당 편익 $861)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미국 FARS, GES)

<표 2-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효과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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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주행자동차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차량보다 짧은 차량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어, 도로용량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효율

성 관련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평균속도, 혼잡감소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Yang 외(2017)는 Cellular Automata 모델을 기반으로 본선 5개 차로와 1

개의 보조 차선으로 구성된 101 고속도로(Hollywood Freeway)를 대상으

로 수치해석(Numerical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율주행자동

차 100%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운영하면 기존 도로용량보다 12% 증

가하였다. 밀도 15veh/km<ρ<55veh/km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이 20%

이면, 교통 혼잡이 최대 16.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lton 외(2019)는 혼잡과 이동성 측면에서 AV/CV(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스틴 I-35 고속도로의 12

마일 구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이 증가

하면, 균일속도(uniform speed)로 주행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평균속도는

비선형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AV/CA 혼입률

이 40%에서는 평균속도가 20mile/h, 혼입률 100%에서는 15mile/h 감소하

였다. 하지만, 혼잡한 교통상황에서는 CV/AV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선 외(2015)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IC~신갈 IC 구간을 대상으로 행

위자 기반 모형(Neologo)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 점유율에 따른 교통량, 

밀도, 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통량이 적은 경우(서비스 수준 A, B)에

는 자율주행차량의 혼입률이 증가하면, 평균속도는 감소하고 밀도는 증가

하였다.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경우(서비스 수준 C 이상)에는 자율주행차

동차 혼입률이 증가하면, 평균속도는 증가하지만, 밀도가 감소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률 증가는 도로용량이 향상되고, 혼잡이 완화되

며,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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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증가가 오히려 교통혼잡과 지체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효율성 평가는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다.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성 관련 선행연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로 인해 차량 간 통신으로 가·감속을 줄이고, 

정속주행이 가능하여 연비가 높아지고, 배출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성 관련 연구는 ACC(ACC: Adaptive 

Cruise Control), CACC(CACC: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CAV(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관련 기술의 연비 향상과 배출가

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분 연구내용 및 분석 결과 분석 방법

Yang 외
(2017)

§ 기존 차량과 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된 상태의 교통류를 분석

§ 밀도 15대/km<ρ<55대/km 
- 혼입률 20%: 혼잡 감소(최대 16.7%)

시뮬레이션 분석

(Numerical Simulation)

Shelton 외
(2019)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증가 시: 
평균속도는 비선형으로 점진적 감소

§ AV/CA 혼입률별 평균속도 비교

- 혼입률 40%: 20mile/h 감소

- 혼입률 100%: 15mile/h 감소

§ 교통 혼잡 발생 시, CV/AV는 도입 

효과 없음

시뮬레이션 분석

박인선 외

(2015)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

통량, 속도, 밀도 분석

§ 교통량 적은 경우(서비스 수준 A, B)
- 평균속도 감소, 밀도 증가

§ 교통량 많은 경우(서비스 수준 C 
이상)

- 평균속도 증가, 밀도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

(Neologo)

<표 2-3>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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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ky 외(2016)는 적응식 정속주행시스템(ACC)의 도입 효과를 현장

주행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ACC 기술을

Headway ACC, Velocity ACC, Planned ACC로 구분하고, ACC 기술에 따

른 연비변화를 고속도로와 도시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Headway 

ACC는 고속도로에서 3% 감소하고, 도시부에서는 2% 향상하였다. 

Velocity ACC는 고속도로에서 3% 감소하고, 도시부에서는 일부 향상되

었다. Planned ACC는 고속도로 1~3%, 도시부에서는 2~6%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Ala 외(2016)는 교차로(신호 교차로, 2차로 교차로)에서 CACC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혼입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호 교차로에서는 CACC 장착 비율이 증가하면, 연료 소비가 감소하며, 

혼입률 100%에서는 연료가 19%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차로 교

차로에서 CACC 혼입률이 30% 이하에서는 CACC 미장착 차량의 잦은

차선 변경으로 연료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ACC 혼입률

100%에서는 연료 소비가 1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Ghiasi 외(2017)는 CAV 차량이 고속도로 병목 구간을 정체 없이 통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AV 차량과

CAV 추종 차량만을 대상으로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CAV 차량은 CAV 추종 차량보다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가 12.6% 

감소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ACC, CACC, CAV 기술은 기존 차량보다 연비를

향상시키며,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율주행자동

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는 경우,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성 평가는 일부 현장 테스트 기반의 연구

가 있지만, 대부분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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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 관련 선행연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신규 교통 서비스 등장은 이용자의 통행행

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통

행행태 관련 연구는 대중교통 통행행태 변화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신규 교통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Harper 외(2016)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통행행

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통약자를 비운전자, 질병 없는 시니어 집단(65

세 이상), 건강 문제로 이동제약 운전자(19~64세) 등의 3개 그룹으로 구

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에 교통약자의 통행 특성을 미국 2009

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NHTS)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운전자는 연령대, 성별의 운전자 수준, 시니어 집

연구 연구내용 및 분석 결과 분석 방법

Mersky 외
(2016)

§ ACC와 도로 유형별 연비 비교

§ Headway ACC: 고속도로는 3% 감
소, 도시부 2% 향상

§ Velocity ACC: 고속도로 3% 감소, 도
시부 약간 증가

§ Planned ACC: 고속도로 1~3% 증가, 
도시부 2~6% 증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주행 테스트

Ala 외
(2016)

§ 신호 교차로/2차로 교차로에서 

CACC 연료 절감 효과분석

§ 시장 보급률 100%
- 신호 교차로 19% 절감

- 2차로 신호교차로 12.5% 절감

§ 시장 보급률 30% 이하

- 2차로 신호교차로 연료 소비 증가

시뮬레이션 분석

(INTEGRATION)

Ghiasi 외
(2017)

§ 고속도로에서 CAV 자율주행 기술

의 연료 절감 효과를 분석함

§ 기준 대비 배출가스 12.6%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 

<표 2-4> 자율주행자동차의 환경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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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젊은 층 수준, 건강 문제로 이동제약이 있는 운전자는 건강한 성인

운전자(19-64세) 수준으로 각각 통행한다고 가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주행거리는 14%(최대 2,950억 마일)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Levin 외(2015)는 4단계 교통수요 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전 첨두

시, 오스틴 통행자료 CAMP(Capital Area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를 이용하였다. 고소득 그룹의 시간가치가 높다고 가정하고, 

통행시간, 통행료, 연료비 등을 일반화 비용으로 분석하였다. 고소득 그

룹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며, 하위 중산

층(lower-middle) 그룹의 대중교통 수요는 61.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

정하였다. 또한 개인 차량의 83%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Maciejewski 외(2016)는 베를린과 베를린 인접 브란데부르크 지역에 공

유형 자율주행택시의 도입 효과를 MATSim 시뮬레이션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공유형 자율주행택시의 혼입률이 0～100%, 도로용량은 1.0배, 1.5

배, 2.0배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개인차량이 100% 공유형 자

율주행택시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도로용량 변화가 없는 경우

에는 공차 통행으로 혼잡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도로용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choff 외(2016)는 베를린의 모든 개인 승용차 통행을 공유형 자율주

행택시로 대체되는 경우 필요한 적정 차량대수를 도출하였다. 수요-공급

배치 전략(demand supply balancing) 알고리즘을 MATSim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10만대의 공유형 자율주행택시는 베를린의 모든 개인 승용

차를 대신하여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

가 공유형 자율주행택시 1대는 기존 차량 10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승객 평균 대기시간 2.28분, 하루 평균 차량활용

률은 7.5시간으로, 기존 베를린 승용차 이용시간 평균 45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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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차 통행으로 총 운전시간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통행에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향

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자율주행택

시 도입은 차량 보유 대수를 줄이더라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공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주행자동차 통행행태 관련 연구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연구 연구내용 및 분석 결과 분석 방법

Harper 외
(2016)

§ 자율주행 도입 시, 교통약자의 통행행

태 분석

§ VMT 14% 증가(2.950억 마일 증가)

미국 2009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Levin 외
(2015)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대중

교통 수요 변화 분석

§ 하위중산층 대중교통 수요 61.4% 감소

§ 기존 개인 차량 83%가 자율주행자동차

로 대체

미국 오스틴 

통행자료 CAMP

Maciejewski 외
(2016)

§ 평일 베를린 및 인접 브란데브르크 지역 

§ 공유형 자율주행택시 도입 효과분석

§ 개인차량 100% 공유형 자율주행택시 대

체 시: 공차 통행으로 혼잡 발생

§ 도로용량 1.5배 이상 증가 시: 평균 대기

시간 감소 경향

MATSim 

Bischoff 외
(2016)

§ 베를린 지역의 승용차 통행을 공유형 자

율주행택시 대체 효과 분석

§ 9~11만대 공유형 자율주행 택시는 기존  

110만 개인 승용차 수요 대체 가능

§ 10만대 차량 운영 시

- 기존 차랑 대체율: 1:10 ~ 1:12대
- 차량 활용률: 7.5h/day (기존 차량 45분)
- 공차 통행 17% 증가

MATSim 

<표 2-5>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행태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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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

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통행행태 변화에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주

행자동차로 대체되기까지 기존 차량과 다양한 기술단계의 자율주행자동

차가 서로 공존하게 될 것이다. CATAPULT의 2035년 자율주행자동차 판

매 차량 비율이 최소 8%에서 최대 83%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18).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교통류 특성을 분리하여 운영하

는 전용차로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Talebpour 외(2017)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가상 고속

도로(2차로 고속도로, 약 3km)와 시카고 I-290 고속도로(4차로 5.6km)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상 고속도로의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10%, 

25%, 50%, 시카고 고속도로의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10%, 20%, 30%

를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1은 전용차로를 의무적 사용하는 경우(“forced 

everywhere”), 시나리오 2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용차로 이용 시에는 자

율주행, 일반차로 이용 시에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forced reserved”) 

시나리오 3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차로/전용차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optional everywhere”)로 구분하였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혼입률

50% 이상, 4차선 고속도로에서는 혼입률 30% 이상에서 전용차로 도입

시에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용차로의 도입

으로 기존 차로 수가 감소하여 교통혼잡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

반차로/전용차로를 선택적 사용하는 경우(시나리오 3)에는 혼입률이 30% 

이상에서 교통혼잡은 줄어들고, 통과교통량은 증가하였다. 게다가 통행시

18) CATAPULT Transport Systems(2017). Market Forecast: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표 3.2 
Projected global annual vehicle sales (thousands).), 2035년 연간 승용차와 밴 판매 차량의 대비 자율주행자동

차(레벨 3~레벨 5) 판매 차량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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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분산을 줄이고,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Ye 외(2019)는 3차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CA(cellular automation) 모델

적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혼입률, 전용차로 수, 차두

시간(headway)을 이용하여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차두시간

(headway)은 3단계(0.5, 0.8, 1.1)로 구분하고, 혼입률은 10~90% 범위로 정

하였다. 전용차로 차로 수는 3단계(0, 1, 2차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는 통과교통량을 이용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효과는 혼입률과

전용차로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혼입률이 40% 이상에서는 1차로, 

혼입률이 60% 이상에서는 2차로를 전용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나

타났다. 전용차로 제한속도를 95km/h에서 120km/h로 상향하면, 혼입률이

30% 이상에서는 1개 차로, 혼입률이 50% 이상에서는 2개 전용차로 운영

시에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Yu 외(2019)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효율성과 안전성을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기본구간, 진·출입 연결로가 각각 1개인 3차로 고속도로를 분

석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을 사용하고, 안전성 평가

는 ACR19)(Average Collision Risk)을 적용하였다. 혼입률은 10~100%까지

10% 단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평균속도, 

평균 이동시간, 정체 구간 등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통과교통량은 최대

84%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혼입률 40% 미만에서는 안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hman 외(2018)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이 40%일 때, 자율주행자동

차 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종방향 안전성을 Viss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플로리다 올랜드에 있는 Holland East-West 고속도로 22mile을 대상으

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는 속도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of 

19)     
 


   

  
, 

     ,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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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Time Exposed Time-to-Collision(TET20)), Time Integrated 

Time-to-Collision(TIT21)), Time Exposed Rear-end Crash Risk Index(TERCR

I22)), 측면 충돌건수(SSCR: Side Swipe Crash Risk) 등을 사용하였다. 전용

차로 도입으로 종방향 안전성이 크게 향상하였으며, 혼입률 40%일 때, 

일반차로보다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Zhang 외(2020)는 자율주행트럭의 혼입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상하이와 난징을 잇는 7km 난징 고속

도로를 대상으로 Viss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는 종방향 안

전 지표(TET, TIT, TERCRI)와 횡방향 안전 지표(LCC: Lane Change 

Conflicts)를 이용하였다. 교통수요가 낮을 때에는 1개의 전용차로, 교통수

요가 많은 경우 2개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자율주행트

럭 전용차로 도입은 횡방향보다 종방향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하지만, 자율주행트럭 혼입률이 낮은 경우 전용차로 설치는 종

방향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Zhong 외(2017)는 버지니아주 편도 2차로, 3마일 간선도로 단속류를 대

상으로 CACC 장착 차량의 도입 효과를 Viss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일반차량과 혼재되는 경우(mixed-traffic), 특정 차선에 일반차

량과 혼재되는 경우(restricted CACC lane), 전용차로 (dedicated CACC 

lane)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가지표는 평균 정지지체, 평균속도, 통과교

통량을 적용하였다. 평균 정지지체는 교차로 교통상황에 따라 효과가 상

20)     
  ×∆,     ≺  ≤ 

  ,       
 

21)  
  

  ∆,   ≤  ≤   ,       
 

22)     
    ×∆,        , 

   ××
  ,  는 선행차량의 정지거리,  : 선행차량의 속도,  : 선행차량의 차량길이

   ××
  ,   후행차량의 정리거리,  : 후행차량의 속도, PRT：인지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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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였다. 혼입률 50%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차량 혼재 시

나리오(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의 평균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입률 50% 이상이면 전용차로 시나리오(시나리오 4, 시나

리오 5)의 평균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률 40% 이하에서는 자

율주행자동차와 일반차량 혼재 시나리오(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

오 3)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통과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입

률 40~70%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기준 시나리오보다 통과교통량이

많았다. Zhong 외(2017)의 연구 결과, 혼입률 40% 이하에서 전용차로 도

입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세부 내용 혼입률

기준 시나리오 기존 일반차량 운영

10~90%
(10% 간격) 

시나리오 1
혼재

(mixed-
traffic)

혼재

시나리오 2
1차로: 일반차량만 운행 

2차로:오른쪽 차선(일반 + 
CACC 차량)

시나리오 3
혼재

restricted 
CACC lane

1차로: 왼쪽 차선(일반 + 
CACC 차량)

2차로: 일반차량만 운행

시나리오 4 dedicated 
CACC lane
전용차로

가로변 CACC 전용차로
10~70%

(10% 간격) 시나리오 5 중앙차로 CACC 전용차로

<표 2-6> Zhong(2017) 분석 시나리오

Ma 외(2019)는 Cellular automata model을 이용하여 CAV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4차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자율주행자

동차(CAV) 전용차로 1개 차로(stage 1), 전용차로 2개 차로(stage 2), 전용

차로 2개 차로를 3차로로 활용하는 방법(stage 3)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

반차로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평가지표는

통과교통량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CAV 혼입률이 10~40%에서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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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1개 차로, 혼입률이 50~90%에서는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CAV 혼입률이 90%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

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stage 3의 경우 CAV 밀도가 30~70대

/km에서 전용차로 효과가 나타났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 구간, 분석 도구, 시나

리오, 평가지표, 분석 결과 등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전용차로 도

입 효과분석은 대부분 연속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Vissim, Aimsun, 

CA모델 등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참

조 <표 2-7>).

구분 분석 구간 분석 도구

Talebpour 외
(2017)

§ 가상 2차로 고속도로, 약 3km
§ 시카고 I-290 4차로 고속도로 5.6km

§ 시뮬레이션 분석

Ye 외
(2018) 

§ 3차로 고속도로, 10km
§ CA(cellular automation) 

모델

Yu 외
(2019)

§ 고속도로 3차로 기본구간, on-off 램
프가 1개 차로가 있는 가상 네트워

크, 10.2km
§ Aimsun

Rahman 외
(2018) 

§ 플로리다 Holland East-West 3차로 고

속도로 22mile(17개 엇갈림 구간)
§ Vissim

Zhang 외
(2020)

§ 4차로 난징 고속도로, 7km § Vissim

Zhong 외
(2017)

§ 버지니아 주 페어펙스 카운티 파크

웨이 (Fairfax County Parkway)
§ 편도 2차로 3마일 간선도로

§ Vissim

Ma 외
(2019)

§ 샌디에고 I-15 고속도로, 4차로 § CA 모델

<표 2-7> 전용차로 분석 구간 및 분석 도구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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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분석 시나리오는 혼입률, 전용차로 차로 수, 전용차로 이용행

태 등의 조합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혼입률은 10~90% 범

위에서, 전용차로 차로 수는 1개 또는 2개 차로,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

차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전용차로와 일반차로 모두 이용할 수 있

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시나리오 혼입률
전용차로 

위치

Talebpour 외
(2017)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의무 사용

§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전용차로 선

택 사용

§ 이용 차로에 따른 운전행태 선택

- 전용차로는 자율주행

- 일반차로 운전자 운전

§ 가상 네트워

크: 10%, 25%, 
50%

§ 시카고 고속도

로: 10%, 20%, 
30%

중앙

Ye 외
(2018) 

§ 전용차로 수: 0, 1, 2
§ 차두시간(headway): 0.5초, 0.8초, 1.1초

§ 10~90% -

Yu 외
(2019)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 10~100% 중앙

Rahman 외
(2018)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분석

(종방향, 횡방향)
§ 40% 중앙

Zhang 외
(2020)

§ 자율주행트럭 혼입률

§ 전용차로 개수 (1, 2개)
§ 10%, 20%, 

30%
가로변

Zhong 외
(2017)

§ 총 5개 시나리오 구성

§ 혼재 시나리오: 3개 

- 모든 차량 혼재

- 1차로 일반차량만 운행, 2차로 혼재

- 1차로 혼재, 2차로 일반차량만 운행

§ 전용차로 시나리오 2개: 
- 1차로 / 2차로

§ 10~90%
가로변

중앙

Ma 외
(2019)

§ 전용차로 수(일반차로는 자율주행자

동차/일반차량 공유)
- 1개 차로 / 2개 차로

§ 전용차로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활용

§ 10~90% 중앙

<표 2-8> 전용차로 분석 시나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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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평가지표를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구분하였

다. 안전성 평가지표는 TTC를 활용한 지표(ACR, TET, TIT)가 있으며, 효

율성 평가지표로 통과교통량, 통행시간 등을 사용하였다.

전용차로 안전성은 분석 구간의 교통량, 전용차로 설치 차로 수, 혼입

률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상이하다. 전체 3개 차로 중 1개의 중

앙 전용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혼입률이 40% 이상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9), Rahman (2018)). 그리고 Zhang 

(2020)은 교통수요에 따라 적정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전용차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분석 구간의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교통상황, 전용차로 수 등

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구분 평가지표 분석 결과

Yu 외
(2019)

§ 안전성(ACR)
§ 혼입률 40% 이상 구간에서 안전성이

높음

Rahman 외
(2018) 

§ 속도 표준편차

§ TET
§ TIT
§ TERCRI
§ SSCR

§ 혼입률 40%에서 전용차로 도입이 

전용차로 미도입보다 안전성이 높음

Zhang 외
(2020)

§ TET
§ TIT
§ TERCRI
§ LCC

(lane change conflicts)

§ 교통수요가 낮을 때, 1개 전용차로 적합

§ 교통수요가 높을 때, 2개 전용차로 적합

§ 자율주행트럭 전용차로 도입은 횡방향

보다 종방향 안전 개선에 기여함

§ 혼입률 15% 이상에서 전용차로는 전체 

충돌위험 감소

<표 2-9> 전용차로 안전성 평가지표 및 분석 결과

전용차로 효율성은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분석 구간의 교통량, 전용차

로 설치 차로 수, 혼입률 등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는 다르게 나타

났다. Ye 외(2018)는 혼입률 40% 이상에서 Yu 외 (2019)는 60%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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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 3개 차로 중 1개의 전용차로를 설치 시에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Ye 외(2018)와 Ma 외((2019)는 혼입률에

따라 적정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전용차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구분 평가지표 분석 결과

Talebpour 외
(2017)

§ 통과교통량

§ 혼잡

§ 통행시간

§ 2차선 고속도로: 혼입률 50% 이상에서 전

용차로 도입 효과 

§ 4차선 고속도로: 혼입률 30% 이상에서 전

용차로 도입 효과

§ 일반차로/전용차로 선택적 사용하는 경우 

혼입률 30% 이상에서 혼잡/통과교통량 효

과,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Ye 외
(2018) 

§ 통과교통량

§ 중간밀도(밀도 50 veh/km/lane)에서 전용차

로 효과 큼

§ 3차로 고속도로
Ÿ 혼입률 40% 이상: 전용차로 1개 

Ÿ 혼입률 60% 이상: 전용차로 2개 

Yu 외
(2019)

§ 평균 통행속도

§ 통행시간

§ 혼입률 60% 이하: 전용차로가 혼재 시 보

다 평균속도 15km/h 높음
Ÿ 혼입률 80%: 전용차로/혼재 차이 없음

Zhong 외
(2017)

§ 평균 정지지체

§ 평균 속도

§ 통과교통량

§ 평균 정지지체: 교차로 교통상황에 따라 

효과 상이함

§ 평균속도 
Ÿ 혼입률 50% 이하: 혼재 시 평균속도 높음

Ÿ 혼입률 50% 이상: 전용차로 운영 시 평균속

도 높음

§ 통과교통량 
Ÿ 혼입률 40% 이하: 혼재 시 통과교통량 많음

Ÿ 혼입률 40~70%: 모든 시나리오가 기준 시나

리오보다 통과교통량 많음

Ma 외
(2019)

§ 통과교통량

§ 혼입률 10~40%: 전용차로 1개 차로 운영 시 

통과교통량 많음

§ 혼입률 50~90%: 전용차로 2개 차로 운영 시

통과교통량 많음

<표 2-10> 전용차로 효율성 평가지표 및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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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의 수행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방법론, 평가지표, 연

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을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다양한 연구 중에서 교통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효과를 안전성, 효율성, 환경

성, 이용자 행태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

율주행자동차 운영전략으로 전용차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인지·판단 실수, 자동차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거나, 교통상해 심각도를 낮춰 안전성 향상에 이바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과 인프라 통신으

로 기존 차량보다 안전하면서도 차두간격을 줄일 수 있어, 기존 도로용

량보다 도로용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행속도를 향상하고, 교통혼잡

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 절감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에도 이바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공유형 자율주행택시는 기존보다

차량 보유 대수를 줄이더라도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교통상황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

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연구도 있었다. 예를 들면,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가 없거나(Shelton 외(2019)), 오히려 연료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Ala 외(2016)). 공유형 자율주행택시의 공

차 통행은 교통 혼잡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도 있었다(Bischoff 외(2016)).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는 교통사고 DB(Kim 외(2017))와 현장 테스틀 자

료를 활용한 연구(Mersky 외(2016))가 있지만,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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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 공존하는 시기에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 등의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

동차의 운행을 분리하는 전용차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

로 도입을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

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자율주

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대표하는 분석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만족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성, 효율성, 환경성, 이용행태 변화와 같이 특정 효과 위주의 연구가 이

루어졌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운영 전략으로 전용차로 관련 연

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관련 연구는 안

전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 효과만을 분석하였

다. 이로 인해 전용차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주

행자동차 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세 가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관련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효율성 또는 안전성 측면의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테면 안전성 관련 연구는

Rahman(2018), Zhang(2020), Ma(2019) 등이 있으며, 효율성 관련 연구는

Talebpour(2017), Ye(2018), Ma(2019) 등이 있다. Yu(2019)는 전용차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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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효과를 안전성과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용차로 설치기준을 제

시하기 위해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

모형(CM)을 개발하였다.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은 전용차

로 도입 시에 각각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교통량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이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은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이용하여, 전용차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표 2-11>과 같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혼입률을 도출하였다. 

분석 구간의 전체 차로 수, 전용차로 수 등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

가 발생하는 혼입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존 전용차로 관련 연구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발생하는 혼입률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자

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설치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혼입률, 교통

량에 따른 전용차로 설치기준 교통량, 전용차로 적정 차로 수를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기반으로 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도출하였다. 

전체 

차로 수
혼입률

전용차로 

수
연구자 도입 효과

3

40% 이상 1 Ye 외(2018) 

효율성60% 이상 2 Ye 외(2018) 

60% 이하 1 Yu 외(2019)

40% 이상 1
Rahman 외(2018)

Yu 외(2019)
안전성

4

30% 이상 1 Talebpour 외(2017)

효율성10~40% 1 Ma 외(2019)

50~90% 2 Ma 외(2019)

<표 2-11>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 효과 전용차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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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지표

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표 2-12>와 같이, 전용차로 효과분석을 효

율성과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

서는 전용차로 분석지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용차로

기준설정에 활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은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

고를 최소화하고, 짧은 인지 반응시간은 도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대표적인 효과

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한 분석지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는 혼입률과 교통량을 일

정 간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시나리오 구성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이중 황금분할 탐

색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관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

고,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

후 전용차로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분
분석지표

안전성 효율성

Yu 외 (2019) 안전성(ACR) 평균 통행속도/ 통행시간

Rahman 외 (2018) 
속도 표준편차

TET / TIT /TERCRI / SSCR
-

Zhang 외 (2020)
TET / TIT / TERCRI 

/ LCC(lane change conflicts)
-

Talebpour 외 (2017) - 통과교통량 /혼잡/ 통행시간

Ye 외 (2018) - 통과교통량

Yu 외 (2019) - 평균 통행속도/ 통행시간

Ma 외 (2019) - 통과교통량

<표 2-12> 전용차로 도입 효과 분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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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

제1절 연구의 전제 및 수행 절차

1. 연구의 전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는 대표적 연속류인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다. 연속류는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등, 교차로 등 교통 통제시설이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은 연결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단속류는

교통 통제시설 때문에 차량흐름이 제어되고, 차량의 진·출입 제약이 없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단속류보다 제약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속류부터 우선 운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로드맵23)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차로 시험 구간, 

자동차 전용차로 고속구간, 일반도로 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

로와 자율주행셔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4).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교통안전과 소통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속류 도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준비하

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단속류보다 제약조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율주

행자동차를 우선 운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

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

23) 관계부처 합동. (2019).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

24) KOTRA 해외시장 뉴스. 미국의 첫 자율주행 전용도로 '카브뉴' 생긴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4193.
(검색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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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고속도로 전용차로 운영 방법, 차종 구성 등을

가정하였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를 레

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 4단계부터는 시스

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스스로 주변 교통상황을 판단하고, 제어하여 운전을 담당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기본구간과 진·출입 구간에서 자동차 스스

로 운행이 가능한 레벨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나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로25),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대에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용차로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는 자율주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합류부와 분류부 구간에서는 전용차로 진입과 진출을 위해 차로변경 구

간이 필요하므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한 합류부와 분류부 구간은 도로용량편람(2013)의

영향권 분석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도로용량편람에 따라 합류 전

100m부터 합류 후 400m 구간, 분류 전 400m부터 분류 후 100m 구간26)

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모두 통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가

운전하는 비자율주행자동차로 구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은 도로 조건, 교통 조건, 자율주행

자동차 혼입률을 이용하여 도입기준을 도출하였다. 도로 조건은 고속도

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이며 교통 조건은 기본구간의 교통량과 진·

25)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0%84%EC%9A%A9%EC%B0%A8%EB%A1%9C 
(검색일: 2020.10.26.)

26) 국토해양부, 도로용량편람(201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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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교통량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분석 구간을 통행하는 전체

교통량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율을 말한다.

고속도로는 합·분류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본구간, 고속도로 본선

으로 진입하는 합류부, 고속도로 본선에서 진출하는 분류부로 구분할 수

있다. 합류부와 분류부에서는 기본구간을 주행하는 차량과 연결로 접속

부를 통해 기본구간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과 상충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량 간 상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속도 감속과 차로변경은 고속도로 차량 흐름

에 영향을 준다. 만일 전용차로가 도입되면, 합·분류부에서 자율주행자동

차 전용차로 진·출입이 발생하므로, 전용차로 도입 이전보다 본선 주행

차량과의 마찰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

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의 모든 구간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본구간과 진·출입 구간의 교통량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속도와 차

로변경, 방향 조작 등에 영향을 준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량에서는 주

변 차량과의 속도, 차로 선택, 방향 조작 등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시에서 교통량은 전용차로 기준

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은 비자율주행자동차보다 짧은 인지 반응시간으로 도로용량과 교통안전

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분석 구간의 교통량과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주요 변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은 자율주행자

동차 전용차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변수이다. 

       (수식 3-1)
여기서

: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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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구간 도로 조건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구간 교통 조건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27)

<그림 3-1>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분석 구간

2.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 아이디어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많은 변화에서 대표적인 효과는 안전성과 효

율성 향상이다. 본 연구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의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2>와 같이, 교통량과 상충건수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로

가정하였다. Martin(2002)28)은 프랑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시

간당 교통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통사고와 교통량은 u-shape 곡선 형

27)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는 전체 보급차량 대수 대비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대수의 비율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교통량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비율(%)로 정의함 

28) Martin, J. L. (2002). Relationship between crash rate and hourly traffic flow on interurban motorway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4(5), 6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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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Retallack 외(2020)29)는 사우스오

스트레일리아주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량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교통이 혼잡할수록 교통사고 빈도는 비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uang 외(2017)30)는 교통량과 잠재적인

상충 위험은 강한 상관관계(strong correlation)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상충건수의 증가 폭이 증가

하는 함수로 가정하였다. 

기본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하면 합류부와 분류부의 진·출입 차량과 본

선을 통과하는 차량과의 상충 발생빈도가 증가한다. 고속도로 연결로에

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합류부와 본선에서 연결로를 통해 진출하는 분류

부에서는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과의 상충이 발생하는데, 기본구간의 교

통량과 진·출입 교통량 증가는 본선 차량과의 상충 빈도에도 영향을 준

다. 그러므로 전용차로 도입기준의 분석 구간은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

부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 안전성 지표(SI)는 상충건수를 기반으로 도출한 지표임 

<그림 3-2> 교통량 변화에 따른 전용차로 도입 효과(안전성 지표(SI))

29) Retallack, A. E., & Ostendorf, B. (2020). Relationship between traffic volume and accident frequency 
at inters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4), 1393.

30) Kuang, Y., Qu, X., & Yan, Y. (2017). Will higher traffic flow lead to more traffic conflicts? A crash 
surrogate metric based analysis. PLoS one, 12(8), e0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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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은 <그림 3-3>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차량 간 간격은 줄어들고 통과교통량은 점차 증가한

다. 그러나 일정 이상의 교통량에서는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통과교통량

은 줄어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통과교통량의

증가 폭이 감소하는 함수로 가정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시, 합류부에서 전용차로 진입 차량과 분류부에서 전용

차로에서 진출 차량의 차로변경은 주변 차량과의 상호작용으로 전체 통

과교통량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전용차로 도입기준은 기본구간, 합류

부, 분류부를 모두 고려하였다.

주: 효율성 지표(EI)는 통과교통량을 기반으로 도출한 지표임 

<그림 3-3> 교통량 변화에 따른 전용차로 도입 효과(효율성 지표(EI))

3.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 절차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은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

는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 절차는 <그림 3-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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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개발은 아이디어를 구상하

고,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지표를 개발하였다. 자율주

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의 목적은 전용차로 미도입 시보다 안전성과 효

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 전용차로 도입으로 차량 간 상충건수를 감소

시켜 안전성이 향상되고, 통과교통량은 증가하여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

하다. 이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모형으로 안전성 모형(SM)과 효율

성 모형(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모형적용과 기준도출은 4단계로 수행하였다. 

1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차량 변수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자율주행자동

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도출하고, 3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교

통량에 따른 교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혼입률별 전

용차로 도입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우선, 1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차량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

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선행연구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속성변수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속성변수로 적용하였다.

2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분석하였다.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법으

로 산출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은 혼입률별 차량 1대당 평균 차

두시간(headway)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교통 시뮬레이션 활용한 방법

은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혼입률별 도로용량

분석 결과는 전용차로 기준을 도출하는데 적용하였다.

3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용

차로 도입이 도로 조건(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교통 조건(기본구간

교통량, 진·출입 교통량),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안

전성과 효율성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단계는 혼입률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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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전용차로 도입기준은 안전성과 효율성 분

석지표를 활용하며, 시나리오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이중 황금분할 탐색

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4>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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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대표적인 효과는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대표하는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지표는

교통량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 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안전성 분석지표는 개별차량의 궤적, 시간, 위치 등 개별차량의 속성을

기반으로 대리안전척도를 이용하였다. 대표적인 대리안전척도는 선행차

량과 후행차량이 현재 속도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될 때 충돌까지 예상되

는 소요 시간을 활용하는 TTC(Time to Collision),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상대속도를 이용하는 DeltaS(Delta Speed), 두 대의 차량 중 속도가 높은

차량의 속도를 활용하는 MaxS(Max Speed) 등이 있다31). 본 연구의 안전

성 분석지표는 충돌 소요 시간(TTC)을 이용하여, 상충건수와 만 대당 상

충건수를 활용하였다. 특정 임계값(threshold)이 기준 이하이면, 교통사고

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상충건수를 도출하였다. 상충건수는 교통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교통안전 상태를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상충

건수는 전용차로 안전성 지표로 이용하고,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에서는

동일 교통량의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만 대당 상충건수를 활용하였다. 

효율성 분석지표는 통행시간, 통행속도, 통과교통량, 밀도 등이 있다. 

도로용량편람(2013)에서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효과평가 지표로 밀도, 

교통량 대 용량비(V/c), 교통량 등을 이용하여, 도로의 서비스 수준(LOS)

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과교통량과 교통량 대 용량비(V/c)를 효율

성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통과교통량은 교통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

하고, 소통상태를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과교통량은 전용차로 효율성

31)Gettman, D., L. Pu, T. Sayed, & S. Shelby. (2008). 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and Validation.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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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로 활용하고,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별

교통량 불균형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도입으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원활한 소통

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용차로 분석지표로 안전성과 효

율성의 교통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1. 안전성 지표(SI: Safety Indicator)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지표(SI: Safety Indicator)는 전방 차량과의 충

돌까지 걸리는 시간(TTC)을 활용하였다. 개별차량 ID, 시간, 위치, 속도, 

가속도 등과 같은 차량 경로 정보를 이용하여 두 차량이 현재 속도와 동일

한 경로로 진행할 때 전방 차량과 충돌 소요 시간(TTC)이 특정 임계값 이

하이면,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대리안전척도를 적용하

였다. 

기존 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평가지표는 TTC를 활

용하여 안전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Yu(2019)는 ACR(Average 

Collision Risk), Rahman(2018)는 TET(Time Exposed Time-to-Collision), 

TIT(Time Integrated Time-to-Collision), Zhang(2020)은 TET, TIT, LCC(Lane 

Change Conflicts)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TTC를 활용하였으며, TTC 수식32)은 <수식 3-2>와 같다. 상충건수는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과 FHWA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SSAM을 활용하였다.

            
(수식 3-2)

32) Minderhoud, M. M., & Bovy, P.H.L. (2001). Extended Time-To-Collision Measures for Road Traffic Safety 
Assessment.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 33, no. 1, pp. 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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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차량 위치, 는 차량 속도, 은 차량 길이

자료: Saulino, G. 외(2015), <그림 1> 재인용

<그림 3-5> 충돌 소요 시간 (Time-to-Collision)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충유형에 따라 TTC 임계값

(threshold)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위치 조합에 따라 총 4가지 상충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

차가 선행차량일 때, 후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비자율주행자동차

가 주행하는 경우(2가지)가 있다. 다른 유형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선행

차량일 때, 후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비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

는 경우(2가지)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 반응

시간이 다르므로, TTC 임계값도 후행차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였다. 후

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이면 0.6초, 비자율주행자동차이면 1.5초를 적용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TTC 임계값은 차두시간(headway)을 기준으로

0.6초로 설정하였다. 비자율주행자동차의 TTC 임계값은 차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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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way)과 안전을 위한 추가 여유시간 등을 포함한 1.5초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안전성 지표(SI)는 단위 시간(1시간) 동안 발생한 상충

건수와 만 대당 상충건수(건/h/10,000)를 이용하였다. 상충건수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만 대당 상

충건수는 혼입률과 교통량이 다른 경우, 동일 교통량 기준으로 안전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평가지표이다. 고속도로 기본구간(Basic), 합류구간

(Merge), 분류구간(Diverge)에서 발생하는 상충건수와 만 대당 상충건수

(CPV:    )를 이용하여, 안전성 지표(SI)를 도출

하였다. 연결로 가·감속차로의 상충건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참조 <그

림 3-6>).

   
       (수식 3-3)

   
      (수식 3-4)

여기서  : 안전성 지표

       
    ×   : 만 대당 상충건수 (건/h)

        : 전용차로 도입 유무

  


      : 분석 구간

 : 분석 구간 수(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모두 포함 시, 3)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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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지표(EI: Efficiency Indicator)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성 지표(EI: Efficiency Indicator)는 통과교통량과

교통량 대 용량비(V/c)33)를 이용하였다. 통과교통량은 자율주행자동차 효

율성을 평가하며,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전체 도로의 혼잡 정도와 전

용차로 도입 시, 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혼잡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평

가지표이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전용차로의 과도한 교통량 집중과

차로 간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효율성 평가지표는 통과교

통량(Talebpour, A.(2017), Ye(2018), Zhong(2017), Ma(2019)), 통행시간/통

행속도(Talebpour, A.(2017), Yu(2019), Zhong(2017)), 혼잡(Talebpour, 

A.(2017))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효율성 지표(EI)는 단위 시간(1시간) 동안 통과교통량과

교통량 대 용량비(V/c)를 이용하였다. 고속도로 기본구간(Basic), 합류구간

(Merge), 분류구간(Diverge)의 평균 통과교통량과 V/c를 산정하였다. V/c

는 도로 전체의 평균 V/c와 전용차로와 일반도로의 V/c를 도출하여, 자

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혼잡을 판단하였다. 효율성 지표(EI)는 고속도

로 기본구간과 합류부, 분류부 구간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안전성 지표

(SI)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지표(EI)에서도 연결로의 가·감속차로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수식 3-5)

    
      (수식 3-6)

여기서

33) 혼재 시 도로용량(c. capacity)는 혼입률별 도로용량 산정값을 적용함. 전용차로 도입 시, 전용차로 

도로용량은 혼입률 100% 값을 적용하며, 일반차로 도로용량은 혼입률 0% 값을 적용함.



- 43 -

     : 효율성 지표

               
: 통과교통량

      
         : V/c

        : 전용차로 도입 유무

  


      : 분석 구간

 : 분석 구간 수(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모두 포함 시, 3)

 : 혼입률별 도로용량

3.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의 최대 교통량을 추정하기 위해

도로용량 분석이 필요하다.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을 산정하여 도로의

운행 상태를 평가하고, 전용차로의 도입기준 선정을 위한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에 적용하였다. 도로용량은 차두시간(headway)과 시뮬레이션을 활

용하여 도출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도로용량은 혼입률별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

(headway)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와 비자율주행자동차 차량 위치(선행, 후행), 안전을 위한 여유 거리, 반

응시간 등을 가정하여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headway)을 산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로용량은 시뮬레이션 Vissim을 활용하여, 자율주

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도출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도로용량 분석 개념도는 <그림 3-6>과 같다. 선행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a) 또는 비자율주행자동차(b)에 따라, 인지 반응

시간의 차이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차량 대수가 동일하더라도 최대



- 44 -

교통량은 다르다. 예를 들면, <그림 3-6>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2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2대 주행하는 경우, 선행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이면, 

차량 4대가 차지하는 공간은 (A+B)이지만, 선행차량이 비자율주행자동차

이면, 차량 4대가 차지하는 공간은 A이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입되는 경우, 선행차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혼

입률이 동일하더라도 전체 도로용량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headway)을 추정하기 위해, 차량 속도는

100km/h, 차량 길이는 4.7m34), 인지 반응시간은 비자율주행자동차는 0.9초, 

자율주행자동차는 0.6초를 적용하고, 여유 거리(m)는 차량 정지 시, 최소

안전 차간거리와 가·감속도에 따른 추가 안전거리(m)를 가정하였다35). 교

통 시뮬레이션 Vissim에서는 차두시간 CC1(headway time)과 차량정지 시

차량 간 간격 CC0(standstill distance), 선행차량에 따른 추가 안전거리

CC2(following variation) 등 안전을 위한 추가 여유 거리 변수가 있다. 혼입

률별 도로용량 산정에도 이를 반영하여 추가 안전거리를 적용하였다. 자

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선행차량 위치는 각각 50% 발생확률

로 가정하였다.

   ×
      (수식 3-7)

여기서

    ×     총 차량길이(m)

    
   ×   

: 총 여유거리(m)

3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설계기준자동

차)의 설계기준자동차의 승용자동차 길이(4.7m)를 적용함. (검색일: 2020.12.20.) 

35) 비자율주행자동차는 인지 반응시간(0.9초)과 가감속도에 따른 여유 시간(0.6초) 등을 포함하여, 총 

1.5초로 가정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인지 반응시간(0.6초)과 가·감속도에 따른 여유시간(0.3초) 
등을 포함하여 총 0.9초로 가정하여 여유 거리를 산정함 



- 45 -

     
   ×   

: 총 반응시간(s)

     × 
: 인지 반응시간을 고려한 총 거리(m)

         
: headway(m)

  × 
: headway(s)

 
  : 평균 headway

       : 자율주행자동차 위치

        
: 설계기준 승용자동차 차량길이(4.7m),  :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 반응시간(s), 자율주행자동차 0.6초, 비자율주행자동차 0.9초

<그림 3-6>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용량산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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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전용차로도입을위한분석모형구축

1.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모형

(SM: Safety Model)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모형(SM: Safety Model)은 자율주행자

동차 전용차로의 도입으로 안전성이 향상되는 교통량을 도출하기 위한

모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안전성 모형(SM)의 목적함수는

<수식 3-8>과 같다. 분석 구간의 상충건수를 이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안전성 지표( )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즉, 전용차로 도입 시와 미도입 시의

상충건수 차이가 ‘0’인 지점의 교통량을 의미한다. 


     (수식 3-8)

  ≤  ≤   

  ≤  ≤ 
     

여기서, 안전성 모형(SM)의 교통량을 도출하기 위한 제약조건은 자율

주행자동차 혼입률() 0~100% 구간과 교통량 0~혼입률별 최대교통

량()이다.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이용하여 분석 구간을 줄

여가는 반복과정을 수행하였다.

안전성 모형(SM)에서 전용차로 도입기준 교통량은 안전성 지표(SI)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_ , _)을 기준으로 전용차로 설치

기준 교통량을 도출하였다(참조 <그림 3-7>). 안전성 지표(SI) 값이 낮을

수록 상충건수 발생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성 지표(SI) 값이 낮을

수록 안전한 상태이다. _은 전용차로 도입으로 안전성이 (-)에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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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지점의 교통량이다. _는 전용차로를 운영 중이지만, 기존 전

용차로 수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다. 즉 안전

성이 (+)에서 (-)로 전환되는 지점의 교통량이다. 안전성 모형(SM)에서

_는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한 설치기준 교통량이다. _는 기존 전용차

로 수로는 안전성 향상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한

기준 교통량이다. <그림 3-7>과 같이, _이하 교통량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지만, _이상 교통량에서는 전용차로 도입으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_이상 교통량에서는 기존 전용차로 수를 유지할 경우, 안전

성이 떨어지므로, 추가 전용차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차로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_은 안전성 모형(SM)에서 전용차로 1개 차로

수를 설치하는 기준 교통량이며, _는 전용차로 2개 차로 수를 설치하

는 기준 교통량이 된다. 

주: 안전성 지표(SI)는 상충건수를 기반으로 도출한 지표임 

<그림 3-7> 교통량 변화에 따른 안전성 모형(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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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효율성 모형

(EM: Effective Model)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효율성 모형(EM: Effective Model)은 자율주

행자동차 전용차로의 도입으로 효율성이 향상되는 교통량을 도출하기 위

한 모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효율성 모형(EM)의 목적함수는

<수식 3-9>와 같다.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구간 통과교통량의 평균값

을 이용하여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성 지표()와 전용차

로 미도입 시, 효율성 지표( )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였

다. 이는 전용차로 도입 시와 미도입 시의 통과교통량 차이가 ‘0’인 지점

의 교통량을 의미한다.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제약조건으로 서비스 수준(LOS) V/c는 0.836)로 설정하였다.


     (수식 3-9)

  ≤  ≤ 
 ≤  ≤   
 ≤  ≤    

   
여기서, 효율성 모형(EM)의 교통량을 도출하기 위한 제약조건은 자율

주행자동차 혼입률() 0~100% 구간과 교통량 0~혼입률별 최대교통

량()이다.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8이하이며, 이중 황금분

할 탐색법을 이용하여 분석 구간을 줄여가는 반복과정을 수행하였다. 

효율성 모형(EM)에서 전용차로 도입기준 교통량은 효율성 지표(EI)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_ , _)을 기준으로 전용차로 설치

36) 도로용량편람(2013) 설계속도 100km/h의 LOS D를 기준으로 설정함. LOS D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V/c 0.8 임. LOS D는 안정된 흐름이지만, LOS D 수준을 조금만 넘어서면 불안전한 교통류가 됨. 
(도로교통용량(2013), p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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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교통량을 도출하였다(참조 <그림 3-8>). 효율성 지표(EI) 값은 안전

성 지표(SI)와는 부호가 다르다. 통과교통량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_은 전용차로 도입으로 효율성이 (-)에서 (+)로 전환되는 지점의 교통

량이다. _는 전용차로를 운영 중이지만, 기존 전용차로 수로는 전용차

로 도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다. 즉 효율성이 (+)에서 (-)로 전환

되는 교통량이다. 효율성 모형(EM)에서 _는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한

설치기준 교통량이다. _는 기존 전용차로 수로는 효율성 향상이 발생

하지 않아, 추가 전용차로 도입이 필요한 기준 교통량이다. <그림 3-8>과

같이, _이하 교통량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으나, _이상 교

통량에서는 전용차로 도입으로 효율성이 향상된다. _이상 교통량에서

는 기존 전용차로 수를 유지하면 효율성이 낮아지므로, 추가 전용차로

설치가 필요하다. 안전성 모형(SM)과 같이 1차로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

우, _는 효율성 모형(EM)에서 전용차로 1개 차로 수를 설치하는 기준

교통량이며, _는 전용차로 2개 차로 수를 설치하는 기준 교통량이 된다. 

주: 효율성 지표(EI)는 통과교통량을 기반으로 도출한 지표임

<그림 3-8> 교통량 변화에 따른 효율성 모형(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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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

(CM: Combined Model)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 Combined 

Model)은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이용하여 혼입률, 교통

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이다. 안전성 모형

(SM)에서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안전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_ , _)과 효율성 모형

(EM)에서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효율성 지표( )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_ , _)을 활용하여, 

전용차로 기준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그림 3-9>에서, _은 전용차로 도입으로 안전성이 (-)에서 (+)로, _

는 안전성이 (+)에서 (-)로 전환되는 교통량이다. _은 전용차로 도입으

로 효율성이 (-)에서 (+)로 _는 효율성이 (+)에서 (-)로 전환되는 교통

량이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은 전용차로 도입으로 (-)에서 (+)

로 전환되는 교통량(_ , _)과 (+)에서 (-)로 전환되는 교통량(_ , 

_)을 이용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교통량((-)에서 (+)로 전환되는 교

통량)은 _ , _의 최대 교통량을 「기준차로 교통량」으로 선정한다. 

_ , _의 최대 교통량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할 수 있다.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에서 (-)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용차로를 유지하는 경우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낮아지므로 전용

차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의 경우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

량을 「기준차로+1」 교통량으로 선정한다37). 「(기준차로+1) 교통량」

은 최소 교통량을 선정하여, 전용차로 추가 설치를 통해 전용차로 도입

37) 「기준차로」는 전용차로 도입기준 분석에서 처음 설정하는 전용차로 수를 말하며, 「기준차로+1」은 

「기준차로」보다 전용차로가 1개 확장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1차로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기

준차로」는 1개이며, 「기준차로+1」은 2개 전용차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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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준차로 교통량     (수식 3-10)
 기준차로   교통량     (수식 3-11)

예를 들면, <그림 3-9>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의 「기준차

로 교통량」은 _와 _의 최대 교통량(_ _ )  _이다. 

「기준차로+1 교통량」은 _와 _의 최소 교통량(_ _ ) _

이다. _에서는 전용차로 분석 시 적용한 전용차로 수를 도입하고, _

에서는 기준차로보다 1개 전용차로를 확장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9> 교통량 변화에 따른 안전성 효율성 결합모형(CM)

4.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알고리즘

황금분할 탐색법(Golden Section Method)은 최적해를 탐색하는 대표적

인 기법으로 단봉(unimodal) 함수에 황금비(Golden Ratio, Φ = 0.6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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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최적해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전체 분석 구간을 황금비

(0.618)를 활용하여 2개의 내부 점을 도출한다. 선택된 2개의 내부 점을

목적함수에 적용하여 최적해가 있을 구간을 남기고, 나머지 구간을 제거

하는 반복과정을 수행하면서 최적해를 찾아가는 탐색법이다38).

기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에서 혼입률과 교통량은 랜덤 샘플링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서비스 수준(LOS)에 따른 입력 교통량

을 적용하거나(박인선(2015)), 일정 간격으로 혼입률(20% 단위)과 교통량

증가(Yu(2019))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랜덤 샘

플링은 입력변수가 늘어나면 시나리오 개수가 증가해서 시나리오 구성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활용하였다.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은 황금비로 활용

하여, 입력변수를 줄여주므로 기존 방식보다 시나리오 구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과 혼입률에 따른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Double 

Golden Section Method)을 활용하여 혼입률과 분석 교통량을 도출하여 시

나리오를 구축하였다. 1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0, 100]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혼입률을 산출하였다. 2단계는 혼입률별 도로용량 [0, 

] 구간에서 황금비를 이용하여 입력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이

중 황금분할 탐색법으로 도출한 혼입률과 혼입률별 입력 교통량을 활용

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와 효율성

지표(EI)를 분석하였다. 즉,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교통량의 탐색 구

간을 황금비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구간 내의 함숫값을 분석하여, 탐색

구간을 줄여가는 반복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Step 1: 혼입률 분석 구간 MPR [a, b],  ≤  ≤ 
       교통량 분석 구간 Volume [c, d],  ≤  ≤ 

38) Sheffi, Y. (1985). Urban Tranportation Networks. pp.81-84 내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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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매개변수   ,  설정, 황금비(Golden ration(): 0.618)

Step 2: 황금비를 이용하여 혼입률별 분석 구간 ( ,  ) 산정

                 

              
Step 2-1: Step 2에서 도출한 혼입률별 분석 구간( ,  )

에서 교통량별 분석 구간( ,  ) 산정

         ,         
Step 2-2: 교통량 분석 구간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

로 도입 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의 효과를 도출

Step 2-2를 통해 도출한 교통량을 이용하여 분석 구간 내의 효율성과 안

전성의 전용차로 전·후의 효과(
 , 

 )를 도출한다. 도출된 효과의

곱(×)을 이용하여 ‘0’보다 크거나 작은 구간을 비교 분석한다. ‘0’보다 작은

경우(①, ②)는 분석 구간 내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며, ‘0’보다 큰 경우(③, ④)는 분석 구간 내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교차하는 지점이 없다(참조 <그림 3-10>). 

  
      

  
      

  
 × 

 ≺  , 
 × 

 ≻ 
Step 2-3: 새로운 분석 구간에서 종료 매개변수()와 비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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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경우는 기존 분석 구간 내의 새로운 분석 구간을

설정하며, 
 × 

 ≻ 인 경우는 기존 분석 구간 이외 영역에서 새

로운 탐색 구간을 설정한다. 

Step 2-4:  ≺  이면 혼입률( )에 종료하며,  ≻  
이면, Step 2-1로 반복 수행하며, 혼입률( )에 대해

서 Step 2-1 과정을 반복 수행

① ②
 × 

 ≺    

③ ④
 × 

 ≺ 
주: 

<그림 3-10>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 효과 경우의 수 (예, 안전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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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혼입률 과 에 대해서 모두  ≺  이면, Step 2부

터 혼입률 종료 매개변수  ≺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
      ≺ 

<그림 3-11>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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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적용 및 도입기준 도출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시뮬레이션 실험계획

1.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가. 주요 용어 정리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사용할 혼입률, 교통량, 분석 구간, 종

료 매개변수, 도로용량 등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혼입률(MPRs)(%): 혼입률은 본선 교통량( )과 유입 교통량(_)을 합한

전체 교통량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_ 

     _ 

◦교통량(veh/h/lane): 본선 교통량, 유입 교통량, 유출 교통량으로 구분

- 본선 교통량: 고속도로 기본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 )

- 유입 교통량: 연결로를 통해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는 교통량(_)

- 유출 교통량: 고속도로 본선에서 연결로를 통해 진출하는 교통량(_)

◦ 분석 구간: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로 구분

- 기본구간: 합류부와 분류부의 영향권을 제외한 구간

- 합류부: 도로용량편람(2013)의 영향권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합류 후

400m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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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부: 도로용량편람(2013)의 영향권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분류 전

400m 구간

◦ 종료 매개변수: 

-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통해 탐색을 종료하기 위한 변수

◦ 도로용량:

- 혼재 시 도로용량: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용하

여 도출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 평균값을 적용

- 전용차로 도로용량: 전용차로 도로용량은 자율주행자동차 100% 주행

시 도로용량을 적용하며, 일반차로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0%의 도

로용량을 적용

- 합류부/분류부 도로용량: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

되어 운행하므로, 혼재 시 도로용량과 동일하게 적용

나. 도로용량 분석을 위한 실험계획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분석하여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를 산정하고,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한

다.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혼잡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며,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의 입력자

료로 활용한다.

고속도로 기본구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

량을 분석하였다. 고속도로의 기본조건은 도로 기하구조, 교통 조건, 주

변 환경이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이다. 고속도로 기본구간

의 이상적인 기본조건은 차로 폭이 3.5m 이상, 측방 여유폭이 1.5m 이

상, 승용차로만 구성된 평지 구간이다39). 본 연구에서는 차로 폭이 3.5m 

이상, 승용차로만 구성된 평지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용량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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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 표본추

출법 중 표본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 후, 매 k번째에 해당하는 표

본을 추출하는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혼입률 범위는 0~100%이므로, 10% 추출간격으로 추출하였다. 차

로당 교통량은 설계속도 100km/h 기준 시, 서비스 수준 LOS D의 교통량

경곗값을 기준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LOS D의 교통량

(1,750veh/h/lane)을 기준으로 LOS D 이하에서 추출간격을 250veh/h/lane으

로, 500~1,750veh/h/lane 범위 내의 교통량을 추출하고, LOS D 이상에서

는 추출간격을 500veh/h/lane으로 1,750~2,750veh/h/lane까지 입력교통량을

추출하였다40). 최대 교통량은 차두시간을 활용하여 도출한 도로용량과

분석 네트워크 차로 감소(4차로에서 3차로) 등을 고려하여, 최대 교통량

을 설정하였다. 

도로용량 산정을 위한 총 분석 시간은 10시간 20분(37,200초)이며, 분

석 시작과 종료 전 각 600초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 시간은 10

시간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집 주기는 600초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0~100%(10% 단위, 11 유형)까지 혼입률별 5회씩 총 55회 반복 수행하였

다. 도로용량은 혼입률별로 5회 수행한 최대 교통량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 분석 네트워크는 <표

4-1>과 같이 고속도로 기본구간 전체 4차로 9km41)이며, 마지막 1km 구

간은 3차로이다. 도로용량 자료 수집구간은 3.5km부터 4.5km 구간이다. 

39) 국토해양부, 도로용량편람(2013), pp. 14~15 재정리

40)  4차로 총 교통량(2,750veh/h/lane × 4)은 11,000veh/h/lane이며, 네트워크 차로 수가 4차로에서 3차로 

차로 감소함.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100% 도로용량(약 3,300veh/h/lane) 등을 고려하여 최대 교통량을 

2,750veh/h/lane으로 정함

41)  경부선 IC 간 평균 거리는 8.7km이며, 평균 차로 수는 편도 3.52차로임. 외곽순환도로 IC 간 평균 

거리는 3.5km, 평균 차로 수는 4차로임(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016년 기준). 또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은 최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편도 4차로로 네트워크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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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비고

혼입률 § 0~100% 10% 단위

교통

조건

분석 시간

(초)
교통량

(대)
차로당 

교통량(대/차로)
비고

0 ~ 4,200 3,000 750 600s warm-up
4,200 ~ 7,800 4,000 1,000 LOS B
7,800 ~ 11,400 5,000 1,250 LOS C
11,400 ~ 15,000 6,000 1,500 -
15,000 ~ 18,600 7,000 1,750 LOS D
18,600 ~ 22,200 9,000 2,250 LOS E
22,200 ~ 25,800 11,000 2,750 -
25,800 ~ 29,400 2,000 500 -
29,400 ~ 33,000 3,000 750 -
33,000 ~ 37,200 4,000 1,000 600s warm-up

본선 

교통량( )
은 차로당 

교통량에 

차로 수를 

곱한 값

도로

조건
§ 4차로

분석

구간
§ 시작점부터 3.5 ~ 4.5km 구간

분석

시간/
횟수

§ 분석 시간: 총 37,200초(10시간 20분)
§ 실제 분석 시간: 36,000초(10시간)
§ 분석 횟수: 총 55회 

- 5회(혼입률별 분석 횟수) × 11회(혼입률 종류)

분석 시작/ 
종료 전 

600초 제외

데이터 

수집

주기

§ 데이터 수집 주기: 600초

< 분석 네트워크 >

<표 4-1> 고속도로 도로용량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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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

설계속도(100km/h)
비고

교통량(veh/h/lane) V/c 비
A ≤  600 ≤  0.27 -
B ≤  1,000 ≤  0.45 -
C ≤  1,350 ≤  0.61 -
D ≤  1,750 ≤  0.80 -
E ≤  2,200 ≤  1.00 -
F - - -

<표 4-2> 고속도로 기본구간 서비스 수준

주: 도로용량편람(2013), pp. 20 재정리

다.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을 위한 실험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사전분석으로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

레이션 환경설정은 <표 4-3>과 같다.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기본구간은 100km/h, 연결로는 80km/h이다. 고속

도로 기본구간 차로 수는 4차로이며, 분석 네트워크 총 구간길이는

11km이다. 고속도로 진·출입 연결로는 각각 1개씩 있으며, 연결로의 차

로 수는 1개이다. 기본구간(Basic)은 합류부와 분류부의 교통영향권을 제

외한 4km 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합류부(Merge)와 분류부(Diverge)은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합류 후 400m 구간과 분류지점을 중심으로 분류

전 400m 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참조 <표 4-3>). 이는 도로용량편람

(2013)에서 제시하는 합류부와 분류부 교통영향권 500m 이내 구간을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42). 분석 네트워크의 차로 수는 총 4차로, 연결로 사이

거리는 약 5km이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43), 국내 주요 고속도로

42) 도로용량편람(2013)에서 합류부와 분류부 교통영향권은 총 500m이다. 합류부 교통영향권은 합류지점

을 중심으로 합류 전 100m와 합류 후 400m이며, 분류부는 분류지점을 중심으로 분류 전 400m, 분류 

후 100m를 교통영향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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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차로 수, IC 간격 등을 참조하였다44). 

고속도로 교통량은 본선 교통량( ), 연결로 유입 교통량(_ ), 연결

로 유출 교통량(_)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선 교통량( )은 1,000~ 

2,000veh/h/lane까지 분석 간격은 500veh/h/lane이다. 이는 고속도로 기본구

간 서비스 수준(LOS) B이상 구간의 교통량이며, 본선 교통량과 유입 교

통량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참조 <표 4-2>). 유입 교통량(_ )은 600 

~1,200veh/h/lane로 분석 간격은 300veh/h/lane이다. 연결로 자유속도

70km/h 초과 시, 연결로의 용량은 2,000veh/h이다. 연결로 용량의 약 50% 

수준의 교통량을 기준으로 유입 교통량을 추출하였다. 유출 교통량

(_)은 고속도로 본선의 총 교통량( _ )에서 연결로를 통해 진

출하는 교통량의 비율로 정한다. 최대 진출비율을 20% 기준으로 10%까

지 5%씩 비율을 줄여가면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황금분할 탐색법을 적용하여, 20~80%까지

20% 단위로 분석하였다45). 시뮬레이션 분석 시간은 4,800초이며, 분석 시

작과 종료 전 각각 10분(600초)은 warm-up 시간으로 설정하여, 실제 분석

시간은 3,600초(1시간)이다. 분석 시나리오 수는 혼입률(4종류), 본선 교통

량(3종류), 유입 교통량(3종류), 유출 비율(3종류)의 조합으로 총 108개로

구성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교통 특성은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으로 혼입률과 교통량 변화에

따라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안

전성 평가는 상충건수와 만 대당 상충건수(건/h/10,000), 효율성 평가는

통과교통량과 교통량 대 용량비(V/c)를 적용하였다.

43) 서울시와 국토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에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

44)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2016년 기준)에 의하면, 국내 주요 고속도로 편도 차로 수는 경부선 3.5차로, 
외곽순환도로 4.0차로이며, IC 평균 간격은 경부선 8.7km, 외곽순환도로 3.5km임

45) 혼입률 [0, 100]에서 황금비(0.618)를 적용하여 혼입률은 38.2%와 61.8%가 도출되었고, 혼입률 [0, 
60]에서는 22.9%, 37.1%, 혼입률 [40, 100]에서는 63.0%, 77.1%가 도출되었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은 20%, 40%, 60%, 8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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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설정 기준 분석 간격 비고

혼입률(MPRs) % 20~80 20
황금분할

탐색법 

적용

교통량

본선 교통량

(  ) veh/h/lane 1000~2000 500 LOS B ~ 
LOS E 

유입 교통량

(_  ) veh/h/lane 600~1,200 300

연결로 

70km/h 
최대용량 

2천 대 약 

50% 수준

유출 비율

(_ ) % 10~20 5 -

도로

조건

차로 수 차로 4 - 국내 주요 

고속도로 

네트워크

적용

연결로간

거리
km 4.8 -

분석 구간 -

§ 합류부/분류부: 
400m 구간  

§ 기본구간: 연결

로 사이 구간

- -

분석시간 

/ 횟수
-

§ 분석 시간: 총 

4800초
§ 분석 횟수 : 1회

-
분석 시작/ 
종료 전 

600초 제외

시나리오 수

108개
혼입률(4종류) × 본선 교통량(3종류) × 
유입 교통량 (3종류) × 유출 비율(3종류)

<표 4-3>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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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은 앞서 수행한 자율주행자동차 혼

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험계획은 <표 4-4>와 같으며, 도로 조건, 

분석 구간, 분석 시간, 분석 횟수 등으로 구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혼입

률별 교통 특성 실험계획을 설정하였다.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험계획은 분석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본선 교통량의 입력값으로 이중 황금

분할 탐색법을 적용하였다. 혼입률은 자율주행자동차 0%부터 100% 구간

을 황금비(0.618)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구간의 본선 교통량( )

은 혼입률별 도로용량의 최대 교통량을 적용하여 분석 구간을 결정하고, 

황금비(0.618)를 적용하여 입력 교통량을 산정하였다46).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연결로 유입 교통량(_)과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을 정하였다. 연결로

유입 교통량(_)은 1,200veh/h/lane, 연결로 유출 교통량(_)은 총

유입차량( _ )의 10%와 20%를 설정하였다. 

혼입률의 종료 매개변수 기준은 혼입률 분석 간격과 도로용량 분석 간

격과 동일한 20%로 설정하였다. 교통량의 종료 매개변수 기준은

100veh/h/lane로 선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은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

(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안전성 모

형(SM)은 안전성 지표(SI)로써 상충건수를 효율성 모형(EM)은 효율성 지

표(EI)로써 통과교통량을 이용하였다. 상충건수와 통과교통량은 교통량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분석지표이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적용

하여 혼입률별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기준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였다. 

46) 시뮬레이션의 분석 편의성을 위해 혼입률은 일단위, 교통량은 십단위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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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설정 기준 분석 간격 비고

혼입률(MPRs) % [0, 100] 범위 내
황금분할

탐색법 

적용하여

분석 간격 

조정

-

교통량

본선 교통량

(  ) veh/h/lane
[0, 혼입률별 최대 

교통량] 범위 내
- 

유입 교통량

(_  ) veh/h/lane 1,200 -
교통 

특성분석 

참조

유출 비율

(_  ) % 10, 20 10 -

도로

조건

차로 수 차로 4 - 국내 주요 

고속도로 

네트워크

적용

연결로 간

거리
km 4.8 -

분석 구간 -

§ 합류부/분류부: 
400m 구간  

§ 기본구간: 연결

로 사이 구간

- -

분석시간 

/ 횟수
-

§ 분석 시간: 총 

4,800초
§ 분석 횟수 : 1회

-
분석 시작/ 
종료 전 

600초 제외

종료 

매개

변수

교통량 veh/h/lane 100 -
서비스 

수준간격

25% 수준 

혼입률 % 20 - 도로용량 

분석간격

<표 4-4>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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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자동차 변수 설정

지금까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는 자료취득의 한계로 주로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변수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선행연구에 적용한 주요 속성변수를 분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의 시뮬레이션 입력변수로 적용하였다.

도로설계 기준이 되는 도로설계기준(2016)에서는 위험요소 판단시간

1.5초와 제동장치 작동시간 1.0초를 합한 2.5초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설계기준에 사용하는 반응시간 2.5초는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유시간 등을 고려한 시간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선행연구에서는

도로설계기준(2016)에서 제시하는 반응시간보다 짧은 반응시간을 적용하

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 속성변수는 차간 거리(headway(s), safe time 

gap(s)), 가·감속도(m/s2) 등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

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인지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자

동차는 비자율주행자동차보다 차두시간(headway)이 짧지만, 안전한 주행

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속성변수를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

차두시간(headway)은 0.5~1.1초, 가감속도는–3~3m/s2, 비자율주행자동차

차두시간(headway)은 0.9~2.0초, 가감속도는 –3~0.5m/s2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차두시간(headway)은 비자율주행자동차보다 약

45% 짧고 가감속도는 같거나 변화폭이 큰 값을 적용하고 있다(참조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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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율주행자동차 비자율주행자동차 비고

Van 
Arem 외 

(2006)

§ Time gap: 0.5초
§ Max. comfortable acc.: 2m/s2

§ Max. comfortable dec.:–3m/s2 
§ Min. allowed distance: 2m

§ Time gap: 1.4초 CACC

Yu 외
(2019)

§ Safe time gap: 0.6초
§ Max acc.: 1.4m/s2

§ Desired dec.: -2.0m/s2
§ Headway: 1.1~1.4초 -

Zhong 외
(2017)

§ Headway: 0.6초 § Headway: 2.0초 CACC

Zhou 외
(2017)

§ Safe time gap: 0.6초
§ Acc.: 1.4m/s2

§ Dec.: 2.0m/s2 
- -

Milanés 
외 (2014)

§ Desired time gap: 1.1초
§ Max. acc.: 1.0m/s2

§ Desired dec.: 2.0m/s2
-

CACC: 0.6초, 
ACC/ I DM: 
1.1초

Rahman  
외

(2018) 

§ Safe time headway: 0.6초
§ Max. acc: 1.0m/s2

§ Max. dec: 2.8m/s2
§ Headway: 0.9초 -

Ye 외 

(2018)
§ Headway: 0.5초, 0.8초, 1.1초
§ Acc.: 3.0m/s2

§ Headway: 1.8초
§ Acc.: 0.5m/s2 
§ Dec.:–3.0m/s2

CA 모델

<표 4-5> 자율주행자동차 및 비자율주행자동차 차량 속성변수

주: acc.은 가속도, dec.는 감속도를 의미함

본 연구는 교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Vissim을 이용하였다. Vissim

의 차량추종 모델은 Wiedemann이 개발한 운전자 행태모형을 사용한다. 

Wiedemann 모형은 자유흐름(Free flow), 접근(Approaching), 추종

(Following), 브레이크(Braking)의 4가지 운전행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

유흐름(Free flow)에서는 선행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운전자는 자신

이 원하는 속도로 주행하고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접근(Approac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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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행차량의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며 자신의 차량 속도를 맞

추어 주행한다. 접근하는 동안 운전자는 두 차량 간의 속도 차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추종(Following)에서 운전자는 가·감속을 수행

하지 않고 선행차량을 뒤따라 운행한다. 차량 간 속도 차가 약간 발생하

여도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브레이크(Braking)는 차량 간 안전

거리보다 접근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급감속 비율의 중간 정도로 작동한

다. 선행차량이 급격하게 속도를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47).

1. 자유흐름(Free flow) 4. 브레이킹(Braking)

2. 추종(Following) 5. 충돌(Collision)

3. 접근(Approacing) d: 거리 ∆  : 속도변화

자료: Vissim9 USER MANUAL

<그림 4-1 > Vissim Wiedemann 차량추정모형

Vissim에서 사용하는 차량추정 변수는 CC0~CC9 등이 있다. CC0(m)은

차량정지 시 차량 간 간격이다. CC1(s)은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차

량 간 안전거리(초)를 나타낸 값으로 용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이다. 

CC2(m)는 기존 안전거리(CC0 + CC1)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거리를 확보

47) 김원철(2018), Vissim 활용한 교통연구 사례, 충남발전연구원, p.4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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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변수이다. CC3(s)은 선행 저속차량을 인지 후, 안전거리에 도

달하기까지의 시간이다. CC4(m/s)는 감속 시, CC5(m/s)는 가속 시 속도

변화를 의미하며, CC4와 CC5는 값이 낮을수록 운전자가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을 의미한다. CC6(1/(m·s))은 차량 추종 시, 차 간 간격이 속도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CC6이 ‘0’이면 속도와 차 간 간격과는 상

관관계가 없다. CC6의 값이 커질수록, 차 간 간격이 증가하면 속도 변화

폭이 커진다. CC7(m/s2)은 차량추종 시 가속도이다. CC8(m/s2)은 정지상

태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희망 가속도 값이다. CC9(m/s2)는 80km/h 속도

에서 희망 가속도이다48).

<그림 4-2> Vissim 차량추정 변수(CC0, CC1, CC2)

본 연구는 Vissim Wiedemann 99의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자율주행자동

차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Vissim에 설정된 기본

속성변숫값을 이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PTV Vissim에서 자율주행자동

차 시뮬레이션을 위해 제안한 CoExist 프로젝트 보고서의 “All-Knowing” 

속성변숫값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

과 관련 속성변수는 <표 4-6>과 같다. 정지거리는 CC0(standstill distance), 

48) PTV Vissim9 사용자 매뉴얼, pp. 249.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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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시간은 CC1(headway time), 선행차량에 따른 추가 안전거리

CC2(following variation), 가감속도 관련 변수(80 km/h 속도에서 CC7 

oscillation acceleration, CC8 standstill acceleration, CC9 acceleration) 등이

있다.

정지거리는 CC0(standstill distance, m)는 차량 정지 시의 차량 간 간격

으로 비자율주행자동차는 1.5m, 자율주행자동차는 1.0m를 적용하였다

(Shi(2019)). 차두시간 CC1(headway time, s)은 비자율주행자동차는 0.9초, 

자율주행자동차는 0.6초를 적용하였다(Martin-Gasull(2019), Shi(2019), 

Zhou(2017), Zhong(2017), Rahman(2018)). 선행차량에 따른 추가 안전거리

CC2(following variation, m)는 비자율주행자동차는 4m, 자율주행자동차는

0m를 적용하였다(Morando(2018)). 가감속도(m/s2) CC7, CC8, CC9는 비자

율주행자동차는 0.25, 3.5, 1.5m/s2를 자율주행자동차는 0.1, 4.0, 2.0m/s2를

각각 적용하였다(Morando(2018)). 선행연구의 자율주행자동차 가감속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하며 ±3m/s2 내에서 관련 변수를 적용하고 있다

(Shi(2019), Zhou(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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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정값 관련 연구

비자율

주행자동차1)
자율주행

자동차2)
비자율

주행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CC0 (m) 
(standstill distance)

1.5 1.0 § Shi(2019)
§ Morando[2018]

§ Shi(2019) 

CC1 (s) 
(headway time)

0.9 0.6
§ Martin-Gasull 

(2019)
§ Morando[2018]

§ Martin-Gasull 
(2019)

§ Shi(2019)
§ Zhou(2017)
§ Zhong(2017)
§ Rahman(2018)

CC2 (s) 
(following variation)

4 0 § Morando[2018] -

CC3 (s) (threshold for 
entering “following”)

-8.0 -6 § Morando[2018] -

CC4 (m/s) (negative 
“following” threshold)

-0.35 -2.8 § Morando[2018] -

CC5 (m/s) (positive 
“following” threshold)

0.35 0.03 § Morando[2018] -

CC6 (1/(m∙ s)) (speed 
dependency of 

oscillation)
11.44 0 § Morando[2018] -

CC7 (m/s2)
(oscillation acceleration)

0.25 0.1

§ Morando[2018]

§ Shi(2019) 
- Max acc.: 2.0
- Max dec.: 3.0
§ Zhou(2017)
- Max acc.: 1.4
- Max dec.: 2.0
§ Rahman(2018)
- Max acc.: 1.0
- Max dec.: 2.8

CC8 (m/s2)
(standstill acceleration)

3.5 4.0

CC9 (m/s2)
(acceleration at 80 

km/h)
1.5 2.0

주 1) PTV Vissim9 기준값을 적용함
   2) Sukennik.P, Coexist Automation-Ready Modelling with PTV VISIIM 발표자료 , All-knowing에서 제시하

는 기준값을 적용함

<표 4-6>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차량 속성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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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 분석

1. 차두시간을 활용한 도로용량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혼입률

별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headway)을 이용하여, 도로용량을 분석하였

다. 도로용량 분석을 위한 <표 4-7>과 같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는

100km/h, 차량 길이는 4.7m, 반응시간은 비자율주행자동차 0.9초, 자율주

행자동차는 0.6초로 가정하였다.

이상적인 차두시간(headway)은 차량 길이와 반응시간을 포함한 거리이

나 실제 도로상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주행 속도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여유 거리가 필요하다.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에서는 차두시간

CC1(headway time)과 차량정지 시 차량 간 간격 CC0(standstill distance)뿐

만 아니라 선행차량에 따른 추가 안전거리 CC2(following variation) 등 안

전을 위한 추가 여유 거리 변수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지 반응시간과 주행 속도 100km/h에 따른 여유 거리를 추가하여, 비자

율주행자동차는 17.0m(0.6초), 자율주행자동차는 8.5m(0.3초)를 가정하였

다. 차량 위치에 따라 도로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자율주행자동

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선행차량으로 주행할 확률은 각각 50%로 가정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제3장에서 도출한 도로용

량 산출식(수식 3-7)에 의해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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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비고

주행 속도 § 100km/h -

차량 길이 § 4.7m 설계기준자동차 

승용자동차 기준

반응시간
§ 비자율주행자동차: 0.9초
§ 자율주행자동차: 0.6초

Vissim 변수

CC1(s) 참조

여유 거리
§ 비자율주행자동차: 17.0m(0.6초)
§ 자율주행자동차: 8.5m(0.3초)

최소 안전 차간거리, 
가감속도에 따른 

안전거리

선행차량 비율 
§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 

선행차량으로 주행확률 50%
-

<표 4-7>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 산정 가정

차두시간을 활용한 도로용량 산정 결과, 혼입률이 0%에서는 차량 1대

당 차두시간(headway)은 1.68초이며, 도로용량은 약 2,100대/h이다. 자율

주행자동차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1대당 차두시간(headway)은 계

속 줄어들며, 혼입률 100%에서는 1.08초까지 줄어들었다. 자율주행자동

차 혼입률 100%에서 도로용량은 3,350veh/h로 혼입률 0%보다 56.4%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률

(%)
용량

(대/h)
차량 1대당 

headway(초)
혼입률 0% 대비 

증가율(%)
0 2,141 1.68 -
10 2,186 1.65 2.1
20 2,279 1.58 6.4
30 2,381 1.51 11.2
40 2,492 1.45 16.4
50 2,614 1.38 22.1
60 2,748 1.31 28.4
70 2,897 1.24 35.3
80 3,063 1.18 43.1
90 3,250 1.11 51.8
100 3,348 1.08 56.4

<표 4-8>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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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로용량 분석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로용량 분석은 <표 4-1>의 시뮬레이션 환경설

정에 따라 교통 시뮬레이션 Viss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속도로 기

본구간의 이상적인 조건에 따라 분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 혼입률은 0%에서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자율

주행자동차 혼입률별로 차로당 교통량은 최소 500veh/h/lane에서 최대

2,750veh/h/lane까지 변화시켰다.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5회 반복한 수행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비자율주행자동차만 운행하는 경우(혼입률 0%)의 도로용량은

2,285veh/h/lane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용량은

점차 증가하여, 혼입률 100%에서는 3,268veh/h/lane이다. 혼입률 100%에

서는 혼입률 0%보다 차로당 교통량이 43.0% 증가하였다.

혼입률 

(%)
교통량 

(veh/h/lane)
증가율(%)

(혼입률 0% 대비)

0 2,285 -

10 2,430 6.3

20 2,561 12.1

30 2,616 14.5

40 2,635 15.3

50 2,669 16.8

60 2,677 17.2

70 2,801 22.6

80 3,006 31.5

90 3,164 38.5

100 3,268 43.0

<표 4-9>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도로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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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 

(veh/h/lane)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산정하고자, 혼입률별 차량 1대

당 차두시간(headway)을 이용하는 정량적 분석과 교통 시뮬레이션을 활

용한 방법으로 도로용량을 추정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과 시뮬

레이션 방법 모두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용량은 증가하였다. 혼입

률 50% 이하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도로용량이 높지만, 60% 

이상에서는 차두시간을 통해 도출한 도로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혼입률

0%에서 20%까지 증가 시, 혼입률별 도로용량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혼입률 20% 이상에서는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과 시뮬

레이션에 의한 도로용량 차이가 감소하였다. 혼입률 60% 이상에서는 차

두시간을 활용한 방법과 시뮬레이션 도로용량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차두시간과 시뮬레

이션에서 도출한 도로용량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혼입률 0%의 도로용

량은 2,200veh/h/lane이며, 혼입률 100%의 도로용량은 3,300veh/h/lane으로

도출되었다. 혼입률 100%에서는 혼입률 0%보다 도로용량이 49.5%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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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률

차두시간 

활용

(A)

시뮬레이션

(B)

혼입률별 

도로용량 차

(A–B)
평균값*

혼입률 0% 
대비 

증가율

0 2,141 2,285 -144 2,200 -
10 2,186 2,430 -244 2,300 4.3
20 2,279 2,561 -282 2,400 9.4
30 2,381 2,616 -235 2,500 12.9
40 2,492 2,635 -143 2,600 15.8
50 2,614 2,669 -55 2,600 19.4
60 2,748 2,677 71 2,700 22.6
70 2,897 2,801 96 2,800 28.7
80 3,063 3,006 57 3,000 37.1
90 3,250 3,164 86 3,200 44.9
100 3,348 3,268 80 3,300 49.5

<표 4-10>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차두시간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도로

용량 비교

(단위: veh/h/lane, %)

주: * 혼입률별 도로용량의 평균값을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함

<그림 4-4>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차두시간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도로용량 비교(veh/h/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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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 분석

1. 교통 특성 분석 개요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안전성 지표(SI)

와 효율성 지표(EI)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의 교

통량과 혼입률별 교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3>의 환경설정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20%부터

80%까지 20% 단위로 분석하였다. 교통량은 <표 4-11>과 같이 본선 교통

량, 유입 교통량, 유출 비율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총 시나

리오 수는 108개(혼입률(4종류), 입력 교통량(3종류), 합류부(3종류), 분류

부(3종류))이다. 전체 시뮬레이션 분석 시간은 4,800초이며, 분석 전/후

600초 동안을 warm-up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분석 시간은 3,600

초이다. 분석 횟수는 1회 수행하였다.

안전성 평가는 입력 교통량(본선 교통량 + 유입 교통량)을 만 대당 교

통량으로 환산한 만 대당 상충건수(건/h/10,000)를 이용하였다. 상충건수

는 TTC 임계값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후행차량 유형에 따라 비자율주

행자동차이면 TTC 임계값은 1.5초, 자율주행자동차이면 TTC 임계값은

0.6초를 적용하였다. 효율성 평가는 통과교통량을 활용하였다.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를 포함하는 전체구간과 고속도로 구간별 교통 특성을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교통량에 따른 교통 특성을 분

석하고,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에 활용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른 교통 특성 분석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비

율에 따라 혼입률_X로 표현하였다(예, 혼입률 20%는 AV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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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선 교통량

( )
유입 교통량

(_ )
유출 교통량 비율(_)

본선 진출

1

4000

600
0.9 0.1

2 0.85 0.15
3 0.8 0.2
4

900
0.9 0.1

5 0.85 0.15
6 0.8 0.2
7

1200
0.9 0.1

8 0.85 0.15
9 0.8 0.2
10

6000

600
0.9 0.1

11 0.85 0.15
12 0.8 0.2
13

900
0.9 0.1

14 0.85 0.15
15 0.8 0.2
16

1200
0.9 0.1

17 0.85 0.15
18 0.8 0.2
19

8000

600
0.9 0.1

20 0.85 0.15
21 0.8 0.2
22

900
0.9 0.1

23 0.85 0.15
24 0.8 0.2
25

1200
0.9 0.1

26 0.85 0.15
27 0.8 0.2

<표 4-11> 시뮬레이션 교통량 입력자료
(veh/h/l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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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평가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교통량에 따른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를 포함한 전체구간의 만 대당 상충건수는 <표 4-12>와 같다. <표

4-13>은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교통량과 혼입률별 만 대당 상충건수의

차이이다.

본선 교통량과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의 진출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 대당 상충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량 4천 대에서는

혼입률 80% 이하에서, 교통량 8천 대에서는 혼입률 40% 이하에서 교통

안전 측면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교통량 6천 대에서는 합

류부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긍정

과 부정적인 경우가 있다. 

합류부 교통량(1200veh/h/lane)에서, 본선 교통량 4천 대와 8천 대를 비

교하면,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증가에 따라 만 대당 상충건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혼입률 20%, 분류부의 진출 차량 비

율 20%에서 전용차로 도입 시에는 56.5건/h/10,000에서 18,789.1건

/h/10,000 증가하여, 다른 혼입률과 교통량보다 만 대당 상충건수 증가율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혼입률이 증가하면, 본선 교통량 4천 대에서 만 대당 상충건수는 증가

하지만, 교통량이 8천 대에서는 오히려 만 대당 상충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1개의 전용차로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집중되어 통행속도가 줄어들

고,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상충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참조 <표

4-12>, <표 4-13>).

본선 교통량이 4천 대에서 혼입률 80%인 경우와 교통량 8천 대에서는

혼입률 20%와 40%인 경우에 만 대당 상충건수는 전용차로 도입 시에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통상황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혼입률 60%에서는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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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혼재 전용 혼재 전용 혼재 전용 혼재 전용

4000

600
0.1 163.0 65.2 163.0 80.4 180.4 106.5 184.8 202.2
0.2 189.1 56.5 189.1 126.1 221.7 95.7 210.9 273.9

1200
0.1 298.1 130.8 334.6 150.0 278.8 221.2 313.5 448.1
0.2 338.5 142.3 396.2 221.2 359.6 248.1 344.2 534.6

6000

600
0.1 159.1 237.9 165.2 124.2 183.3 180.3 169.7 163.6
0.2 178.8 351.5 184.8 256.1 178.8 237.9 192.4 168.2

1200
0.1 300.0 283.3 308.3 247.2 315.3 331.9 302.8 351.4
0.2 398.6 450.0 383.3 391.7 405.6 423.6 375.0 433.3

8000

600
0.1 168.6 974.4 186.0 448.8 143.0 132.6 162.8 98.8
0.2 238.4 14298.8 210.5 8514.0 257.0 200.0 196.5 125.6

1200
0.1 1964.1 2823.9 968.5 1684.8 485.9 298.9 489.1 256.5
0.2 2457.6 18789.1 2377.2 3248.9 1912.0 367.4 1193.5 276.1

증가율

(4000,
8000 비교)

1200
0.1 559 2,059 189 1,023 74 35 56 -43
0.2 626 13,103 500 1,369 432 48 247 -48

<표 4-12>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단위: 건/h/10,000)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98 83 74 -17 

0.2 133 63 126 -63 

1200 0.1 167 185 58 -135 
0.2 196 175 112 -190 

6000
600 0.1 -79 41 3 6 

0.2 -173 -71 -59 24 

1200 0.1 17 61 -17 -49 
0.2 -51 -8 -18 -58 

8000
600 0.1 -806 -263 10 64 

0.2 -14,060 -8,303 57 71 

1200 0.1 -860 -716 187 233 
0.2 -16,332 -872 1,545 917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

<표 4-13> 교통량과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
(단위:건/h/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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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와 <그림 4-5>는 합류부 교통량 1200veh/h/lane에서의 고속

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전체구간의 만 대당 상충건수이다. 본선

교통량에 따라 교통량이 낮으면(본선 교통량 4천 대) 전용차로 도입 효

과가 있지만, 교통량이 많으면(본선 교통량 8천 대) 오히려 전용차로 도

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분류*

4000
0.1 167 185 58 -135 
0.2 196 175 112 -190 

6000
0.1 17 61 -17 -49 
0.2 -51 -8 -18 -58 

8000
0.1 -860 -716 187 233 
0.2 -16,332 -872 1,545 917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

<표 4-14>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혼재-전용) (합류부 교통량 1200veh/h/lane)
(단위: 건/h/10,000)

<그림 4-5>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전체구간)

주: 본선 교통량 기준이며, 혼입률 20%, 8000veh/h/lane에서 만 대당 상충건수는 18,789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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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안전성 평가를 고속도로 구간별로 분석하였

다. <표 4-15>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이다. 기본

구간에서는 혼입률 40% 이하, 본선 교통량 6천 대 이하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용차로 합류부와 분류부

의 만 대당 상충건수보다 도입 효과 차이가 작다. 혼입률 60% 이상, 본

선 교통량 8천 대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2.2 6.5 4.3 -89.1 

0.2 8.7 4.3 2.2 -108.7 

1200 0.1 -1.9 5.8 -9.6 -244.2 
0.2 7.7 21.2 -15.4 -284.6 

6000
600 0.1 -1.5 4.5 -87.9 -86.4 

0.2 7.6 12.1 -60.6 -83.3 

1200 0.1 12.5 11.1 -148.6 -183.3 
0.2 40.3 27.8 -180.6 -234.7 

8000
600 0.1 -179.1 -51.2 -61.6 -50.0 

0.2 -10082.6 -5115.1 -32.6 -51.2 

1200 0.1 -860.9 9.8 -60.9 -58.7 
0.2 -12859.8 -21.7 97.8 71.7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

<표 4-15>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 (기본구간)  
(혼재-전용)

(단위: 건/h/10,000)

<표 4-16>는 고속도로 합류구간, <표 4-17>은 고속도로 분류구간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이다. 합류구간에서는 일부 혼입률과 교통량을 제외

하면 혼재 시, 만 대당 상충건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

구간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분류구

간에서는 혼입률과 교통량에 상관없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용차로에서 연결로로 진출과정에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혼입률이 낮은 20%와 40%에서는 혼입률

이 높은 경우보다 일반차로를 주행하는 비자율주행자동차가 많고,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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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동차가 전용차로에서 진출하는 과정에서 차로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상충건수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121.7 87.0 84.8 71.7 
0.2 141.3 80.4 123.9 60.9 

1200
0.1 205.8 180.8 80.8 109.6 
0.2 211.5 211.5 142.3 100.0 

6000
600

0.1 98.5 87.9 116.7 92.4 
0.2 109.1 100.0 87.9 107.6 

1200
0.1 177.8 159.7 154.2 136.1 
0.2 245.8 200.0 225.0 176.4 

8000
600

0.1 86.0 101.2 88.4 112.8 
0.2 -846.5 45.3 139.5 122.1 

1200
0.1 1419.6 -489.1 267.4 289.1 
0.2 -415.2 95.7 1490.2 845.7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

<표 4-16>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 (합류구간) 
          (혼재-전용)

(단위: 건/h/10,000)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26.1 -10.9 -15.2 -
0.2 -17.4 -21.7 - -15.2 

1200
0.1 -36.5 -1.9 -13.5 -
0.2 -23.1 -57.7 -15.4 -5.8 

6000
600

0.1 -175.8 -51.5 -25.8 -
0.2 -289.4 -183.3 -86.4 -

1200
0.1 -173.6 -109.7 -22.2 -1.4 
0.2 -337.5 -236.1 -62.5 -

8000
600

0.1 -712.8 -312.8 -16.3 1.2 
0.2 -3131.4 -3233.7 -50.0 -

1200
0.1 -1418.5 -237.0 -19.6 2.2 
0.2 -3056.5 -945.7 -43.5 -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

<표 4-17>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 (분류구간) 
(혼재-전용)

(단위: 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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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성 평가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교통량에 따른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

류부를 포함한 전체구간의 평균 통과교통량은 <표 4-18>이다. <표 4-19>는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교통량과 혼입률별 평균 통과교통량 차이이다. 

본선 교통량이 증가하면, 평균 통과교통량은 증가하며,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이 증가하면 통과교통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부 교

통량은 교통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선 교통량 4천 대에서는 혼입률 80% 이하에서, 본선 교통량 8천 대

에서는 혼입률 20% 일부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선 교통량 6천 대에서는 혼입률,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에 따라,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상이하다. 합류부 교통량은 본선

교통량 8천 대, 분류부 진출 차량 20%에서는 합류부 교통량이 증가하면

통과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류부 교통량(1200veh/h/lane)에서, 본선 교통량 4천 대와 8천 대를 비

교하면,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에 따라, 다른 경향이 보인다. 분류부 진

출비율이 20%보다, 10%에서 통과교통량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류부 진출비율이 10%에서, 전용차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혼입률

증가에 따라 통과교통량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률에 따른 통과교통량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재 시에는 통과교통량은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용차로를 도입 시에는 혼입률이 20%에서 40%로 증가하면, 통과교통량

도 증가하지만, 전용차로 1개 차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혼입률 80% 이상

에서는 혼입률 40%보다 통과교통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률 60%에서 본선 교통량 4천 대에서는 통과교통량이 증가하지만, 본선

교통량 6천 대 이상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참조

<표 4-18>. <표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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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혼재 전용 혼재 전용 혼재 전용 혼재 전용

4000

600
0.1 4,190 4,323 4,195 4,336 4,196 4,361 4,190 4,227

0.2 4,089 4,236 4,088 4,253 4,090 4,293 4,087 4,199

1200
0.1 4,615 4,771 4,606 4,775 4,606 4,806 4,610 4,587

0.2 4,513 4,686 4,500 4,695 4,505 4,735 4,500 4,522

6000

600
0.1 6,167 6,300 6,161 6,306 6,167 5,599 6,159 4,317

0.2 5,995 6,158 5,999 6,192 6,005 5,497 5,993 4,264

1200
0.1 6,564 6,738 6,560 6,753 6,569 5,943 6,554 4,650

0.2 6,397 6,601 6,405 6,630 6,399 5,831 6,394 4,596

8000

600
0.1 8,049 8,249 8,058 8,011 8,056 5,592 8,063 4,279

0.2 7,838 7,388 7,838 7,345 7,836 5,527 7,838 4,230

1200
0.1 8,308 8,671 8,377 8,020 8,426 5,977 8,422 4,617

0.2 7,582 7,054 7,792 7,701 7,950 5,869 7,953 4,572

증가율

(4000,
8000 
비교)

1200
0.1 80 82 82 68 83 24 83 1

0.2 68 51 73 64 76 24 77 1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표 4-18>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평균 통과교통량
(단위: veh/h)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133 -141 -166 -36 

0.2 -147 -165 -203 -111 

1200 0.1 -156 -169 -199 23 
0.2 -173 -196 -230 -22 

6000
600

0.1 -133 -145 568 1842 
0.2 -162 -192 508 1729 

1200 0.1 -174 -193 626 1904 
0.2 -203 -224 568 1798 

8000
600 0.1 -199 47 2464 3783 

0.2 450 494 2308 3608 

1200
0.1 -363 357 2449 3805 
0.2 528 91 2082 3381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 차이

<표 4-19>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통과교통량 비교 (혼재-전용)
(단위: v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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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와 <그림 4-6>은 합류부 교통량 1200veh/h/lane에서의 고속도

로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전체구간의 평균 통과교통량이다. 혼입률

40% 이하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교통량과 분류부

진출비율(본선 8천 대, 분류부 진출비율 20%)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

나타나지 않으며, 혼입률 60% 이상에서는 교통상황에 따라 전용차로 도

입 효과가 발생하는 구간과 미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분류*

4000
0.1 -156 -169 -199 23 
0.2 -173 -196 -230 -22 

6000
0.1 -174 -193 626 1904 
0.2 -203 -224 568 1798 

8000
0.1 -363 357 2449 3805 
0.2 528 91 2082 3381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 차이

<표 4-20> 통과교통량 비교 (혼재-전용) (합류부 교통량 1200veh/h/lane)
(단위: veh/h)

<그림 4-6>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평균 통과교통량 (전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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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효율성 평가를 고속도로 구간별로 분석하였

다. <표 4-21>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통과교통량 차이이다. 기본구간에

서는 혼입률과 본선 교통량이 낮을수록 통과교통량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입률과 본선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용차로로 교통량 집중하여, 교통혼잡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2 1 -8 130 
0.2 -2 1 -6 115 

1200
0.1 21 26 11 261 
0.2 20 25 7 260 

6000
600

0.1 -11 -4 777 2,083 
0.2 -11 -8 786 2,083 

1200
0.1 12 16 903 2,249 
0.2 12 21 917 2,210 

8000
600

0.1 -131 242 2,728 4,083 
0.2 569 717 2,701 4,073 

1200
0.1 -206 605 2,834 4,239 
0.2 680 293 2,562 3,934 

주: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 차이

<표 4-21>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통과교통량 비교 (기본구간)
(단위: veh/h)

<표 4-22>은 고속도로 합류구간, <표 4-23>은 고속도로 분류구간의 통

과교통량 차이이다. 합류구간과 분류구간의 혼입률 20%와 40%, 혼입률

60%와 80%에서는 교통량 4천 대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류부 교통량이 많을수록,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이

높을수록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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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299 -219 -154 -116 

0.2 -303 -215 -165 -123 

1200 0.1 -463 -343 -248 -195 
0.2 -486 -368 -261 -209 

6000
600 0.1 -274 -206 482 1,790 

0.2 -281 -218 477 1,783 

1200 0.1 -491 -384 351 1,668 
0.2 -521 -390 317 1,641 

8000
600 0.1 -405 -62 2,425 3,767 

0.2 79 79 2,422 3,755 

1200 0.1 -730 219 2,212 3,583 
0.2 205 66 1,819 3,182 

주: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 차이

<표 4-22>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통과교통량 비교 (합류구간)
 (단위: veh/h)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97 -204 -334 -122 
0.2 -136 -281 -437 -326 

1200
0.1 -25 -189 -362 3 
0.2 -54 -245 -436 -117 

6000
600

0.1 -114 -226 445 1,655 
0.2 -195 -352 260 1,321 

1200
0.1 -44 -210 624 1,796 
0.2 -101 -303 468 1,544 

8000
600

0.1 -62 -39 2,239 3,500 
0.2 702 685 1,802 2,998 

1200
0.1 -155 246 2,302 3,593 
0.2 698 -85 1,864 3,028 

주: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 차이

<표 4-23>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통과교통량 비교 (분류구간)
 (단위: v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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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절에서는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

차 전용차로 교통 특성을 안전성과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안

전성 평가는 만 대당 상충건수(건/h/10,000), 효율성 평가는 통과교통량

(veh/h)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구간은 고속도로 전체구간과 기본

구간, 합류부, 분류부로 구분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안전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본선 교통량과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의 진출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 대당 상충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

률 20%에서는 전용차로 진입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연결로의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만 대당 상충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혼

입률 80%, 본선 교통량 8천 대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하

므로 만 대당 상충건수 발생은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구간별 교통 특성을 살펴보면, 기본구간은 혼입률 40% 이하, 

본선 교통량 6천 대 이하에서 전용차로 도입의 효과가 있으나, 혼입률

60% 이상에서의 전용차로 도입은 안전성 측면에서 도입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합류구간은 전용차로의 운영이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며, 분류구간은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결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차로변경으로 상충이 발생하여, 분류구간에서 전용차로 도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효율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본선 교통량이 증가하면, 평균 통과교통량은 증가하며,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이 증가하면 통과교통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합류부 교통량은 교통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전용차로를 도

입하는 경우, 혼입률 20%에서 혼입률 40%로 증가하면, 통과교통량도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용차로 1개 차로에 교통량이 집중

되는 혼입률 80% 이상에서는 오히려 혼입률 40%보다 통과교통량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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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구간에서는 혼입률과 본선 교통량이 낮을

수록 통과교통량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합류구간과

분류구간에서는 혼입률이 낮고 교통량이 낮을수록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교통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입률이 20%와 40%에서는 교통량 8천 대 이하

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혼입률 60%와 교통량 6천

대에서는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에 따라 전용차로 효과

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혼입률 80%에서 전용차로 1개를 운영할 때

는 전용차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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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모형적용 및 도입기준

도출

1.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시나리오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의 도입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율

성 결합모형(CM)을 적용하였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은 안전

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였다. 교통 조건, 

도로 조건,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에 따라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대표적인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특정 조건에서의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도출하였다.

제3절의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교통 특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표 4-4>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합류부 교통량은 1,200veh/h/lane, 진출 차량 비율은

10%와 20%로 고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과 본선 교통량은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활용하여 입력변수를 결정하였다. 첫째, 혼입률 [0, 

100] 구간에서 황금비(0.618)를 적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을49) 산

출하였다. 혼입률 기준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분석 시나

리오는 <표 4-24>와 같다. 둘째, 시나리오별 본선 교통량은 자율주행자동

차 혼입률별 도로용량을 이용하였다. 본선 교통량은 [0, 혼입률별 최대

교통량]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본선의 입

력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시나리오별 입력변수(혼입률, 본선 교통량)를 이용하여, 자율주

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에 적용하였다. 

49) 혼입률 [0, 100]에서 황금비(0.618)를 적용하여 혼입률 38.2%와 61.8%를 도출하고, 혼입률 [0, 60]에서는 

22.9%, 37.1%, 혼입률 [40, 100]에서는 63.0%, 77.1%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자율주행자동

차 혼입률은 20%, 40%, 60%, 80%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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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료 매개변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기준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차로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율

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다.

구분
혼입률 

(%)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분석 차로 

수
비고

시나리오 1
80

10
2

합류부 

진입차량

1200veh/h/lane

시나리오 2 20

시나리오 3 60 10 1

시나리오 4 60 20 1

시나리오 5 40 20 1

시나리오 6 20 20 1

<표 4-24>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름은 전용차로 모형, 혼입률, 합류부 차량대수, 분류부 진

출 차량 비율, 전용차로 수를 이용하며, 전용차로 모형_혼입률_합류부 차

량대수_분류부 진출비율_차로 수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안전성 모형

(SM), 혼입률 80%, 합류부 1200대/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 전용

차로 수 2차로이면, 「SM_AV_80_1200_10_2lane」으로 명명하였다. 효율

성 모형(EM)은 「EM_AV_80_1200_10_2lane」,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

형(CM)은 「CM_AV_80_1200_10_2lane」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2.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모형(SM)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 모형(SM)은 고속도로 기본구간, 합류

부, 분류부의 안전성 지표(SI)를 이용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안전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

화하는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안전성 지표(SI)로 상충건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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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 1: SM_AV_80_1200_10_2lane

시나리오 1은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8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 전용차로 2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80%

에서는 [0, 12,000veh]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위

한 본선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종료 매개변수 100veh/h/lane을 만족할 때

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1은 총 3차에 걸쳐 총 6회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나리오 1을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50)은 <수식 4-1>과 같

다.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안전

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 즉 안전성 지표

( )의 차이가 ‘0’인 지점의 교통량은 4,636veh/h와 6,230veh/h이다. 교

통량 4,636veh/h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설치하면 상충건수가 줄어들

고, 교통량 6,230veh/h 이상에서 2개의 전용차로 도입은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일 6,230veh/h 이상에서 전용차로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면 전용차로 도입으로 인한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건)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2000]
4,580 172 137 297.6 237.0

7,420 291 1,149 337.6 1,332.9

2차 [4580, 7420]
5,670 218 136 317.3 198.0

6,340 283 161 375.3 213.5

3차 [4580, 6340]
5,250 214 128 331.8 198.4

5,670 218 136 317.3 198.0

<표 4-25> 시나리오 1: SM_AV_80_1200_10_2lane 분석 결과

50) 추세선은 소수점 9번째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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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1>

      
<그림 4-7> 시나리오 1: SM_AV_80_1200_10_2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나. 시나리오 2: SM_AV_80_1200_20_2lane

시나리오 2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8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20%, 전용차로 2차로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1

과 동일한 [0, 12,000veh]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본선 교통량을 도

출하였으며, 종료 매개변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2는 총 4차에 걸쳐 총 8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2를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2>와 같

다. 시나리오 2에서 안전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

통량은 4,526veh/h과 6,556veh/h이다. 교통량 4,526veh/h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설치하면, 상충건수가 줄어든다. 교통량 6,556veh/h 이상에서 2개

의 전용차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일, 6,556veh/h에서 전용차로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할 경우,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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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건)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2000] 4,580 194 157 335.6 271.6
7,420 495 825 574.2 957.1

2차 [4580, 7420] 5,660 247 179 360.1 260.9
6,340 307 188 407.2 249.3

3차 [4580, 6340] 5,250 272 156 421.7 241.9
5,670 287 163 417.8 237.3

4차 [4580, 5670] 5,000 223 142 359.7 229.0
5,250 272 156 421.7 241.9

<표 4-26> 시나리오 2: SM_AV_80_1200_20_2lane 분석 결과

       (수식 4-2)

      
<그림 4-8> 시나리오 2: SM_AV_80_1200_20_2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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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3: SM_AV_60_1200_10_1lane

시나리오 3은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6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60%

에서는 [0, 10,800veh]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위

한 본선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종료 매개변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

행하였다. 시나리오 3은 총 3차에 걸쳐 총 6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3을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3>과 같

다. 안전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은 4,472veh/h

와 6,395veh/h이다. 교통량 4,472veh/h 이하에서 전용차로 1개 차로를 설

치하면 상충건수가 줄어들지만, 4,472veh/h부터 6,395veh/h 구간에서는 1

개의 전용차로는 안전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건)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800]
4130 147 105 276.4 197.0

6670 275 240 349.4 305.4

2차 [4130, 10800]
6680 267 234 338.4 297.0

8250 645 254 682.2 269.1

3차 [4130, 8250]
5700 203 248 294.7 358.9

6680 267 234 338.4 296.5

<표 4-27> 시나리오 3: SM_AV_60_1200_10_1lane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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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3)

      
<그림 4-9> 시나리오 3: SM_AV_60_1200_10_1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라. 시나리오 4: SM_AV_60_1200_20_1lane

시나리오 4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6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3

과 동일한 [0, 10,800veh]에서 본선 교통량을 도출하고, 종료 매개변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4는 총 4차에 걸쳐 총 8회 시

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4를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4>와 같

다. 시나리오 4는 교통량에 상관없이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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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800]
4130 197.0 127.0 369.6 238.3
6670 337.0 278.0 428.2 353.2

2차 [4130, 10800]
6680 319.0 275.0 404.8 349.0
8250 1748.0 323.0 1849.7 341.8

3차 [4130, 8250]
5700 277.0 229.0 401.4 331.9
6680 319.0 275.0 404.8 349.0

4차 [4550, 5490]
4910 216.0 171.0 353.5 279.9
5130 272.0 186.0 429.7 293.8

<표 4-28> 시나리오 4: SM_AV_6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exp (수식 4-4)
      

<그림 4-10> 시나리오 4: SM_AV_60_1200_20_1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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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나리오 5: SM_AV_40_1200_20_1lane

시나리오 5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4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40%

에서는 [0, 10,400veh] 구간에서 본선 교통량을 도출하고, 종료 매개변수

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5는 총 5차에 걸쳐 총 9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5의 추세선은 <수식 4-5>와 같다. 안전성 지표( )의 차이

가 ‘0’인 지점의 교통량은 5,716veh/h이다. 교통량 5,716veh/h 이하에서는

전용차로 1개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상충건수가 줄어들지만, 5,716veh/h 

이상에서는 1개의 전용차로는 도입 효과가 없으며, 전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400]
3970 166.0 105.0 321.1 203.1

6430 409.0 484.0 536.0 634.3

2차 [3970, 6430]
4910 219.0 207.0 358.4 338.8

5490 274.0 201.0 409.6 300.4

3차 [3970, 5490]
4550 212.0 131.0 368.7 227.8

4910 219.0 207.0 358.4 338.8

4차 [4550, 5490]
4910 219.0 207.0 358.4 338.8

5130 238.0 163.0 376.0 257.5

5차* - 3000 161.0 77.0 383.3 183.3

<표 4-29> 시나리오 5: SM_AV_4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주: 추가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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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5)

      
<그림 4-11> 시나리오 5: SM_AV_40_1200_20_1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바. 시나리오 6: SM_AV_20_1200_20_1lane

시나리오 6은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2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20%

에서는 [0, 9,600veh] 구간에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본선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종료 매개변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

였다. 시나리오 6은 총 2차에 걸쳐 총 4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6의 추세선은 <수식 4-6>과 같다. 안전성 지표( )의 차이

가 ‘0’인 지점의 교통량 5,701veh/h이다. 교통량 5,701veh/h 이하에서 1개

의 전용차로는 전용차로 미도입 시보다 안전하지만. 교통량 5,701veh/h 이

상에서는 전용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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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상충건수
만 대당 

상충건수(건/10,000)

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9600]
3670 157.0 63.0 322.4 129.4

5930 316.0 343.0 443.2 481.1

2차 [3970, 5930]
4530 196.0 88.0 342.1 153.6

5070 206.0 158.0 328.5 252.0

<표 4-30> 시나리오 6: SM_AV_2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수식 4-6)

      
<그림 4-12> 시나리오 6: SM_AV_20_1200_20_1lane 상충건수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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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효율성 모형(EM)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효율성 모형(EM)은 안전성 모형(SM)과 동일

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성 지표()와 전

용차로 미도입 시 효율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산

출하였다. 통과교통량은 교통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교통 소통 상

태를 잘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효율성 지표(EI)로 활용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으로 차로별 혼잡을 판단하고자 보조지표로 교통량 대 용량비(V/c)

를 활용하였다. 

가. 시나리오 1: EM_AV_80_1200_10_2lane

시나리오 1은 혼입률 80%, 합류부 교통량이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 전용차로 2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80%에서 본선 교

통량은 안전성 모형(SM)의 시나리오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효

율성 모형(EM) 시나리오 1은 총 5차에 걸쳐 총 10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1을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7>과 같

다.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효율

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은 6,997veh/h이다. 

교통량 6,997veh/h 이하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

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량 6,997veh/h 이상

에서는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없으므로 전용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선 교통량이 약 5,900veh/h 이상에서

전용차로 도입 시, 전체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57이지만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8 이상이다. 하지만, 혼재 시보다 전체 통과교

통량은 많은 상태이다. 교통량이 7,420veh/h에서는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91이고, 통과교통량은 혼재 시보다 전체 통과교통량도 낮

은 상태이므로 전용차로 확대가 필요하다. 추세선을 통해 도출한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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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통량 대 용량비(V/c)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교통량 6,997veh/h 이상

에서는 전용차로 확대하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2000]
4580 5149.4 5334.3 0.43 0.46 0.67
7420 7888.7 7712.2 0.66 0.66 0.91

2차
[4580, 
7420]

5660 6198.9 6403.2 0.52 0.55 0.80
6340 6849.1 7097.4 0.57 0.61 0.89

3차
[4580, 
6340]

5250 5787.8 6002.8 0.48 0.52 0.75
5670 6217.5 6421.4 0.52 0.55 0.80

4차
[5250, 
6340]

5670 6217.5 6421.4 0.52 0.55 0.80
5920 6459.8 6671.3 0.54 0.57 0.83

5차* - 3000 3656.4 3865.0 0.30 0.33 0.50
2000 2726.7 2945.7 0.23 0.25 0.39

<표 4-31> 시나리오 1: EM_AV_80_1200_10_2lane 분석 결과

주: 추가 분석 수행함

       (수식 4-7)

      
<그림 4-13> 시나리오 1: EM_AV_80_1200_10_2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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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 2: EM_AV_80_1200_20_2lane

시나리오 2는 혼입률 8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 20%, 전용차로 2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80%에서 본선 교통

량은 안전성 모형(SM) 시나리오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나리

오 2는 총 3차에 걸쳐 총 6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2의 추세선은 <수식 4-8>과 같다.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효

율성 지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은 7,046veh/h이다. 교

통량 7,046veh/h 이하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설치하면, 전용차로 미도

입하는 경우보다 통과교통량이 증가하였다. 교통량 7,046veh/h 이상에서

는 전용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선 교통량이 약 7,400veh/h 이상에서 전체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65이지만,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9 이

상이다.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높고, 혼재 시보다 통과교

통량은 낮다. 추후, 교통량 7,400veh/h 이상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용차로 수를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2000]
4580 5021.9 5238.9 0.42 0.45 0.67

7420 7675.3 7677.0 0.64 0.66 0.92

2차
[4580, 
7420]

7410 7498.5 7562.7 0.62 0.65 0.90

9170 8619.8 7521.4 0.72 0.65 0.92

3차* -
3000 3578.1 3799.5 0.3 0.3 0.5

2000 2676.7 2901.1 0.2 0.3 0.4

<표 4-32> 시나리오 2: EM_AV_80_1200_20_2lane 분석 결과

주: 추가 분석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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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8)

      
<그림 4-14> 시나리오 2: EM_AV_80_1200_20_2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다. 시나리오 3: EM_AV_60_1200_10_1lane

시나리오 3은 혼입률 6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 1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60%에서 본선 교통

량은 안전성 모형(SM) 시나리오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나

리오 3은 총 2차에 걸쳐 총 4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3을 분석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

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9>와 같

다. 효율성 지표(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은 4,614veh/h

와 6,411veh/h 이다. 

교통량 4,614veh/h 이하에서는 전용차로 1개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전

용차로의 도입 효과가 있지만, 4,614veh/h부터 6,411veh/h 구간에서는 전

용차로의 도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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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800]
4130 4739.2 4900.4 0.44 0.47 0.89
6670 5638.2 5757.9 0.52 0.55 0.81

2차
[4430, 
6670]

5100 5638.2 5757.9 0.52 0.55 0.81
5700 6266.0 5930.4 0.58 0.57 0.77

<표 4-33> 시나리오 3: EM_AV_60_1200_10_1lane 분석 결과

       (수식 4-9)

    
<그림 4-15> 시나리오 3: EM_AV_60_1200_10_1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라. 시나리오 4: EM_AV_60_1200_20_1lane

시나리오 4는 혼입률 6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합류부 교통량

1200대,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시나

리오 4에서 본선 교통량은 안전성 모형(SM) 시나리오 4와 동일한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4는 총 4차에 걸쳐 총 8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4의 추세선은 <수식 4-10>과 같다. 본선 교통량 5,225veh/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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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용차로 1개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다. 만

일, 교통량 5,225veh/h 이상에서 전용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할

경우, 전용차로 도입으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교통량 4,130veh/h에

서는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8이상이지만, 전체 통과교통량은 혼재

시보다 많은 상태이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800]
4130 4619.5 4841.8 0.43 0.46 0.88
6670 7014.3 5828.3 0.65 0.56 0.78

2차
[4130, 
6670]

5100 5507.6 5661.1 0.51 0.54 0.80
5700 6108.5 5826.6 0.57 0.56 0.75

3차
[5100, 
5700]

5330 5748.1 5797.5 0.53 0.55 0.77
5470 5873.7 5887.6 0.54 0.56 0.75

4차* - 3000 3589.2 3823.2 0.33 0.37 0.72
2000 2675.5 2915.7 0.25 0.28 0.57

<표 4-34> 시나리오 4: EM_AV_6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주: 추가 분석 수행

       (수식 4-10)

      
<그림 4-16> 시나리오 4: EM_AV_60_1200_20_1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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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나리오 5: EM_AV_40_1200_20_1lane

시나리오 5는 혼입률 4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40%에서 본선 교통

량은 안전성 모형(SM) 시나리오 5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나

리오 5는 총 5차에 걸쳐 총 10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나리오 5의 추세선은 <수식 4-11>과 같다. 시나리오 5에서는 교통량

에 상관없이 전용차로 도입 시 통과교통량이 많다. 교통량 6,430veh/h에

서는 전용차로의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0.8이상이지만, 전체 통과교통

량은 혼재 시보다 많아 교통량에 상관없이 전용차로의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10400]
3970 4488.9 4678.2 0.43 0.46 0.58

6430 6778.8 7048.6 0.65 0.69 0.86

2차
[0, 

6430]
2460 3070.7 3299.7 0.30 0.32 0.42

3970 4488.9 4678.2 0.43 0.46 0.58

3차
[2460,
6430]

3970 4490.3 4687.6 0.43 0.46 0.58

4910 5325.7 5574.8 0.51 0.55 0.69

4차
[2460, 
4910]

3400 3972.1 4174.1 0.38 0.41 0.52

3970 4488.9 4678.2 0.43 0.46 0.58

5차
[3400, 
4910]

3970 4490.3 4687.6 0.43 0.46 0.58

4330 4829.3 5003.8 0.46 0.49 0.62

<표 4-35> 시나리오 5: EM_AV_4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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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11)

      
<그림 4-17> 시나리오 5: EM_AV_40_1200_20_1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바. 시나리오 6: EM_AV_20_1200_20_1lane

시나리오 6은 혼입률 20%, 합류부 교통량 1,200veh/h,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 20%, 전용차로 1차로로 구성하였다. 혼입률 20%에서 본선 교통

량은 안전성 모형(SM) 시나리오 6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시나

리오 6은 총 3차에 걸쳐 총 6회 시뮬레이션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는 경우와 전용차로를 운

영하는 경우의 추세선은 <수식 4-12>와 같다. 시나리오 6은 시나리오 5

와 같이 교통량에 상관없이 통과교통량이 많아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차

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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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황금분할 

탐색구간]

본선

교통량( )
(veh)

통과교통량 V/c(전체) 비고

(전용차로

V/c)혼재 전용 혼재 전용

1차
[0, 

9600]
3670 4214.7 4424.9 0.44 0.46 0.28
5930 6314.4 6524.3 0.66 0.67 0.42

2차
[3670, 
9600]

5930 6314.4 6524.3 0.66 0.67 0.42
7330 7310.5 7491.7 0.76 0.77 0.51

3차
[0,

5930]
2270 2926.1 3118.1 0.30 0.32 0.20
3670 4214.7 4424.9 0.44 0.46 0.28

<표 4-36> 시나리오 6: EM_AV_20_1200_20_1lane 분석 결과

       (수식 4-12)

      
<그림 4-18> 시나리오 6: EM_AV_20_1200_20_1lane 통과교통량 및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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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은 안전성 모

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이용하여, 혼입률,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

용차로 수를 도출한다.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에서 (+)로 전환되는 교통량은 _ , _의 최

대 교통량을 「기준차로」교통량으로 선정한다. 「기준차로」교통량을

최대 교통량으로 선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에서 (-)로 전환되는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을 「기준차로+1」 교통량으로 선정한다. 「기준차로+1」교통량은

최소 교통량을 선정하여, 전용차로 추가 설치를 통해 전용차로 도입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

모형(CM)은 앞서 수행한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의 시나리

오와 같다(참조 <표 4-24>).

가. 시나리오 1: CM_AV_80_1200_10_2lane

시나리오 1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

림 4-19>와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

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1은 전용차로 2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안전성 모

형(SM)의 교통량은 4,636veh/h(_)와 6,230veh/h(_)이다. 효율성 지표

(EI)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모형(EM)의 교통량은 6,697veh/h(_)이

다. 시나리오 1의 「기준차로 교통량」은 _ , _의 최대 교통량

4,636veh/h이며, 최대 교통량에서 전용차로 2개 차로를 도입하면 안전성

과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전용차로 3차로 설치기준 「기준차

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6,230veh/h이다. 시나리오 1의

본선 교통량 4,636veh/h에서는 전용차로 2개 차로, 6,230veh/h에서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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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수를 3개 차로로 운영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SM 모형
_ _   = [4636, 6230]

EM 모형
_ _   = [전용차로(+), 6997]

CM 모형

<그림 4-19> 시나리오 1: CM_AV_80_1200_10_2lane

나. 시나리오 2: CM_AV_80_1200_20_2lane

시나리오 2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

림 4-20>과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

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2는 전용차로 2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안전성 모



- 112 -

형(SM)의 교통량은 4,526veh/h(_)와 6,556veh/h(_)이며, 효율성 지표

(EI)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모형(EM)의 교통량은 7,046veh/h(_)이

다. 시나리오 2의「기준차로 교통량」은 _ , _의 최대 교통량

4,526veh/h이며, 이 교통량에서 2개의 전용차로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효

율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전용차로 3차로 설치기준 「기준차로+

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6,556veh/h이다. 시나리오 2에서

본선 교통량이 4,526veh/h이면, 2개의 전용차로, 6,556veh/h이면, 3개의 전

용차로를 설치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SM 모형
_ _   = [4526, 6556]

EM 모형 
_ _   = [전용차로(+), 7046]

CM 모형

<그림 4-20> 시나리오 2: CM_AV_80_1200_20_2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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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3: CM_AV_60_1200_10_1lane

시나리오 3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

림 4-21>과 같다. 이를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다. 시

나리오 3은 전용차로 1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_는 안전성이 (-)에서 (+)으로 전환되는 교통량이며, _은 효율성이

(-)에서 (+)으로 전환되는 교통량이다. 시나리오 3에서 전용차로 도입 전·

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안전성 모형(SM) _의 교통량

은 6,395veh/h이며, _의 교통량은 4,472veh/h이다. 효율성 지표(EI) 차이

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모형(EM) _의 교통량은 6,411veh/h이며, _의

교통량은 4,614veh/h이다. 시나리오 3에서 「기준차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4,472veh/h이다. 시나리오 3의 본선 교통량 4,472veh/h

에서는 전용차로 2개 차로로 운영하면, 전용차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SM 모형 
_ _   = [6395, 4472]

EM 모형 
_ _  = [6411,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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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나리오 4: CM_AV_60_1200_20

시나리오 4 분석은 기존의 전용차로 1개 차로(시나리오 4-1)와 시나리

오 2개 차로(시나리오 4-2)로 구분하여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① 시나리오 4-1: CM_AV_60_1200_20_1lane

시나리오 4-1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림 4-22>와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4-1은 전용차로

1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안전성 모형(SM)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다. 전

용차로 도입 전·후의 효율성 지표(EI)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모형

(EM)에서 교통량은 5,225veh/h(_)이다. 시나리오 4-1의 「기준차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5,225veh/h이다. 최소 교통량에서 전용

차로 2개 차로를 설치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CM 모형

<그림 4-21> 시나리오 3: CM_AV_60_1200_10_1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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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모형

_ _   =[전용차로 모든 구간(+)]
EM 모형 

_ _   = [전용차로(+), 5225]

CM 모형

<그림 4-22> 시나리오 4-1: CM_AV_60_1200_20_1lane

② 시나리오 4-2: CM_AV_60_1200_20_2lane

시나리오 4-2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림 4-23>과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4-2는 전용차로

2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4-2에서 효율성 모형(EM)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

서 전용차로 도입의 효과가 있다. 안전성 모형(SM)에서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은 7,623veh/h

(_)이다. 시나리오 4-2의 「기준차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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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량 7,623veh/h이다. 시나리오 4-2에서는 본선 교통량 7,623veh/h에서 전

용차로 3개 차로를 설치하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SM 모형 

_ _  =[전용차로 (+), 7623]
EM 모형 

_ _   = [전용차로 모든 구간(+)]

CM 모형

<그림 4-23> 시나리오 4-2: CM_AV_60_1200_20_2lane

마. 시나리오 5: CM_AV_40_1200_20_1lane

시나리오 5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

림 4-24>와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

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5는 전용차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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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5에서 효율성 모형(EM)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성 모형(SM)에서 전

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점의 교통량

은 5,716veh/h(_)이다. 시나리오 5의 「기준차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5,716veh/h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716veh/h에서 2개 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전용차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SM 모형

_ _   = [전용차로 (+), 5716]
EM 모형 

_ _   = [전용차로 모든 구간 (+)]

CM 모형

<그림 4-24> 시나리오 5: CM_AV_40_1200_20_1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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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나리오 6: CM_AV_20_1200_20_1lane

시나리오 6의 안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도식화하면 <그

림 4-25>과 같다.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기 위해 안

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였고, 시나리오 6은 전용차로 1개

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안전성 지표(SI)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은

5,701veh/h(_)이다. 효율성 모형(EM)은 교통량에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

서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6의 「기준

차로+1」 교통량은 _ , _의 최소 교통량 5,701veh/h이다. 시나리오 6

에서 본선 교통량이 5,701veh/h이면, 2개의 전용차로를 운영하면, 전용차

로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SM 모형 _ _  = [전용차로 (+), 5701]
EM 모형 

_ _   =[전용차로 모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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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고자, 혼입률, 교통량(합류

부,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전용차로 수 등의 조합으로 시나리오를 구

축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기준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수를 시

나리오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자율주행자동차 혼입

률별 교통 특성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률과 교통량을 선정하였다. 

시나리오별 혼입률과 교통량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안

전성 모형(SM)과 효율성 모형(EM)에 적용하고, 전용차로 도입 모형별

전용차로 도입 전·후의 교통량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해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적용

하여, 혼입률별 전용차로 기준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상충건수와 통과교통량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상충건수 발생빈도는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폭이 증가하

지만, 통과교통량은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 모형

<그림 4-25> 시나리오 6: CM_AV_20_1200_20_1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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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본선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에 따른 적

정 전용차로 수와 기준 교통량 <표 4-37>과 같다. 혼입률 80%에서는 2개

의 전용차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와 20%

에서 각각 본선 교통량 4,636veh/h, 4,526veh/h에서 2개의 전용차로를 설치하

면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출 차량 비율 10%에

서 교통량이 6,230veh/h에 다다르고, 진출 차량 비율 20%에서 교통량이

6,556veh/h까지 증가하면, 전용차로 수는 3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혼입률 60%에서는 교통 조건에 따라 적정 전용차로 수는 다양하게 분

포하였다. 교통량이 적으면 전용차로 1개 차로 운영으로 도입 효과가 충

분하지만,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10%에서 본선 교통량이 4,472veh/h까

지 증가하면, 전용차로 수는 2개 차로가 필요하다. 만일 분류부 진출 차

량 비율이 20%로 증가하고, 본선 교통량이 5,225veh/h이면, 적정 전용차

로 수는 2개가 충분하지만, 본선 교통량이 7,623veh/h까지 증가하면 3개

의 전용차로로 확대해야 전용차로 도입 효과가 나타났다.

혼입률 40%와 혼입률 20% 이하에서 1개의 전용차로는 안전성과 효율

성 모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선 교통량이 약 5,700veh/h까지 증가하면, 

2개의 전용차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분
혼입률

(%)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분석

차로 

수

전용차로 기준 교통량

(본선 교통량 기준)(veh/h)
1 2 3

시나리오 1
80

10
2

- 4,636 6,230

시나리오 2 20 - 4,526 6,556

시나리오 3

60

10 1 전용(+) 4,472 -

시나리오 4-1 20 1 전용(+) 5,225 -

시나리오 4-2 20 2 - - 7,623

시나리오 5 40 20 1 전용(+) 5,716 -

시나리오 6 20 20 1 전용(+) 5,701 -

<표 4-37> 시나리오별 전용차로 수와 설치기준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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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적정 전용차로 수와 비교하였다. 자율주행자

동차 혼입률이 증가하면, 설치기준 교통량은 감소하였다. 이를테면 분류

차량 비율이 20%, 2개의 전용차로에서는 혼입률 40%에서는

1,730veh/h/lane, 60%에서는 1,610veh/h/lane, 80%에서는 1,430veh/h/lane으로

설치기준 교통량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용차로 수가 증가하면, 설치기

준 교통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용차로 수가 2차로

에서 3차로로 증가하면, 혼입률 80%, 분류 차량 비율 10%에서는

1,460veh/h/lane에서 1,860veh/h/lane으로, 혼입률 60%, 분류 차량 비율

20%에서는 1,610veh/h/lane에서 2,210veh/h/lane으로 설치기준 교통량은 증

가한다. 

도로용량편람(2013) 기준으로 서비스 수준(LOS)과 비교하였다. 교통상

황별 적정 전용차로 수는 상이하지만, LOS D에서의 전용차로 수는 1차

로 또는 2차로 설치가 필요하며, LOS E 이상에서는 전용차로 3차로까지

차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전용차로

수

서비스

수준1)
설치기준 

교통량2)(veh/h/lane) 
분류 차량 

비율(%)

혼입률

80%

2차로 D
1,460 10
1,430 20

3차로 E
1,860 10
1,940 20

혼입률

60%
2차로

D 1,420 10
D 1,610 20

3차로 F 2,210 20

혼입률

40% / 20%
2차로

D 1,730 20
D 1,730 20

<표 4-38>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별 전용차로 수 및 서비스 수준 비교

주: 1) 도로용량편람(2013) 설계속도 100km/h 기준으로 산정함51)

    2) 설치기준 교통량은 본선 교통량과 합류부 교통량을 합한 교통량이며,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함

51) 설계속도 100km/h 기준 (교통량, veh/h/lane,)

    서비스 수준 C :  1,350, 서비스 수준 D : 1,750, 서비스 수준 E: 2,200



- 122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한 신규 교통수단과 교통 서비스는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입 초기에는 자율

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공존하는 시기가 일정 기간 지속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과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전략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를 공간

적으로 분리하는 전용차로의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

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안전 향상과 원

활한 소통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을 설정하고자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전용차로 도

입 이전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성 모

형(SM)과 효율성 모형(EM)을 개발하였다. 안전성 모형(SM)은 분석 구간

의 상충건수를 이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시 안전성 지표()와 전용

차로 미도입 시, 안전성 지표( ) 차이를 최소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

였다. 효율성 모형(SM)은 통과교통량을 이용하여 전용차로 도입 시 효율

성 지표()와 전용차로 미도입 시, 효율성 지표( ) 차이를 최소

화하는 교통량을 도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기준 교통량과 적정 차로 수

를 도출하기 위한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Double Golden Section Method)을 활용하여, 전용차

로 도입기준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모형을 적용하고, 전용차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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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Vissim 속성변수를 설정하였다. 혼입률별 도로용량은 차두시간과 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차두시간을 활용한 방법은 혼입률별 차량

1대당 평균 차두시간(headway)을 이용하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법은

Vissim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도로 조건(기본구간, 합류부, 분류

부), 교통 조건(기본구간 교통량, 진·출입 교통량), 자율주행자동차 혼입

률에 따른 교통 특성을 안전성과 효율성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안전성 분석 결과, 본선 교통량과 합류부 교통

량, 분류부의 진출 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 대당 상충건수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입률 20%에서는 전용차로 진입을 위한 차량으

로 인해 연결로의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만 대당 상충건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하지만 혼입률 80%, 교통량 8천 대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하므로 만 대당 상충건수 발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혼입률별 전용차로의 효율성 분석 결과, 전용차로를 도입하는 경우, 

혼입률이 20%에서 40%로 증가하면 통과교통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하지만 교통량 8천 대 또는 혼입률 80%에서는 1개의 전용차로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통과교통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입률과 기본구간 교통량, 합류부 교통량, 분류부 진출

차량 비율, 차로 수 등으로 구분하여, 총 6가지의 전용차로 기준설정 시

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에 적용하여, 혼입

률과 교통량에 따른 적정 전용차로 수와 전용차로 설치기준 교통량을 제

시하였다. 혼입률이 증가하면 설치기준 교통량은 감소하고, 전용차로 수

가 증가하면 설치기준 교통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도로용량

편람(2013) 서비스 수준과 비교하면, 교통상황별 차로 수는 다르지만, 

LOS D에서의 전용차로 수는 1차로 또는 2차로 설치가 필요하며, LOS E 

이상에서는 전용차로 3차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모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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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전성 모형(SM), 효율성 모형(EM),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

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으로 이전보다 교통안전이

향상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안전성 모형

(SM)과 효율성 모형(EM)을 개발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결합모형(CM)을

활용하여 혼입률별 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기준 교통량과 적정 전용차로

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방

법론은 전용차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용차로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지표를 도출하였다. 전용차로 도

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잘 반영

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도출하였다. 안전성 지표(SI)는 상충건수와 만 대

당 상충건수를 활용하였다. 상충건수는 전용차로 도입기준 선정 시에 적

용하며, 만 대당 상충건수는 혼입률과 교통량이 다른 경우, 동일 교통량

기준으로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효율성 지표(EI)는 통과교

통량과 교통량 대 용량비(V/c)를 활용하였다. 통과교통량은 전용차로의

도입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며, 교통량 대 용량비(V/c)는 전

용차로의 교통량 집중에 따른 혼잡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개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혼입률, 교통량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중 황금분할 탐색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기준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혼입률, 교통량에 따라

적정 전용차로 수를 제시하여,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

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전용차로 관련 연구에서는 도입 효

과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보다 정책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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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을 위한 변수를 제시하였다.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도로 조건, 교통 조건, 혼입률 등 다양한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용차로 기준

설정을 위한 변수를 제시하여 전용차로 도입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추가로 전용차로 도로 인프라 적용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기준설정의 적용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실데이터 기반의 실증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를 고속도로 기

본구간과 진·출입로가 각각 한 개로 구성된 교통 네트워크와 승용차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네

트워크, 차종 구성, 교통량 등 실데이터 기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 진·출입 구간의 영향권에 따른 전용차로 효과분

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합류구간과 분류구간을 고정하

여 전용차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용차로 도입 시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적정 진·출입 구간길이, 부가 차로 길

이 등에 대한 영향권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전용차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차로 도입을 위한 일반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특정 조건의 전용차로 도입기

준을 제시하였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혼입률, 교통량, 도로 조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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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4000

600
0.1 163.0 65.2 163.0 80.4 180.4 106.5 184.8 202.2

0.15 187.0 82.6 184.8 115.2 206.5 110.9 176.1 210.9

0.2 189.1 56.5 189.1 126.1 221.7 95.7 210.9 273.9

900
0.1 234.7 112.2 218.4 144.9 240.8 155.1 246.9 300.0

0.15 263.3 114.3 242.9 136.7 277.6 165.3 267.3 365.3

0.2 300.0 138.8 246.9 181.6 283.7 191.8 285.7 389.8

1200
0.1 298.1 130.8 334.6 150.0 278.8 221.2 313.5 448.1

0.15 323.1 194.2 361.5 182.7 300.0 226.9 332.7 507.7

0.2 338.5 142.3 396.2 221.2 359.6 248.1 344.2 534.6

6000

600
0.1 159.1 237.9 165.2 124.2 183.3 180.3 169.7 163.6

0.15 168.2 250.0 174.2 148.5 183.3 198.5 175.8 165.2

0.2 178.8 351.5 184.8 256.1 178.8 237.9 192.4 168.2

900
0.1 255.1 178.3 260.9 175.4 239.1 233.3 255.1 249.3

0.15 288.4 337.7 281.2 215.9 246.4 279.7 288.4 266.7

0.2 288.4 308.7 323.2 342.0 276.8 281.2 327.5 281.2

1200
0.1 300.0 283.3 308.3 247.2 315.3 331.9 302.8 351.4

0.15 345.8 368.1 338.9 251.4 375.0 258.3 325.0 352.8

0.2 398.6 450.0 383.3 391.7 405.6 423.6 375.0 433.3

8000

600
0.1 168.6 974.4 186.0 448.8 143.0 132.6 162.8 98.8

0.15 216.3 1243.0 244.2 1119.8 202.3 188.4 180.2 119.8

0.2 238.4 14298.8 210.5 8514.0 257.0 200.0 196.5 125.6

900
0.1 509.0 1111.2 362.9 453.9 309.0 180.9 321.3 162.9

0.15 878.7 10985.4 466.3 6961.8 357.3 180.9 444.9 188.8

0.2 1837.1 18897.8 1692.1 1470.8 391.0 231.5 706.7 215.7

1200
0.1 1964.1 2823.9 968.5 1684.8 485.9 298.9 489.1 256.5

0.15 2560.9 8177.2 2205.4 4171.7 1820.7 337.0 768.5 287.0

0.2 2457.6 18789.1 2377.2 3248.9 1912.0 367.4 1193.5 276.1

<부록 표 1>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전체구간)
(단위: 건/h/10,000)

주: * 교통량(본선 + 합류)에서 진출 차량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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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veh) 기본구간 합류부 분류부
본선 합류 분류 AV_20 AV_40 AV_60 AV_80 AV_20 AV_40 AV_60 AV_80 AV_20 AV_40 AV_60 AV_80

4000

600

0.1 2 7 4 -89 122 87 85 72 -26 -11 -15 0

0.15 -2 7 7 -85 146 85 104 52 -39 -22 -15 -2

0.2 9 4 2 -109 141 80 124 61 -17 -22 0 -15

900

0.1 10 4 -4 -155 157 98 98 102 -45 -29 -8 0

0.15 8 6 2 -165 184 114 110 67 -43 -14 0 0

0.2 14 4 0 -165 220 110 104 63 -73 -49 -12 -2

1200

0.1 -2 6 -10 -244 206 181 81 110 -37 -2 -13 0

0.15 4 12 -17 -285 202 179 98 110 -77 -12 -8 0

0.2 8 21 -15 -285 212 212 142 100 -23 -58 -15 -6

6000

600

0.1 -2 5 -88 -86 98 88 117 92 -176 -52 -26 0

0.15 2 11 -94 -74 111 92 118 85 -194 -77 -39 0

0.2 8 12 -61 -83 109 100 88 108 -289 -183 -86 0

900

0.1 9 28 -77 -125 158 129 107 133 -90 -71 -25 -3

0.15 20 6 -94 -119 175 154 103 143 -245 -94 -42 -3

0.2 26 14 -101 -114 151 171 122 161 -197 -204 -25 0

1200

0.1 13 11 -149 -183 178 160 154 136 -174 -110 -22 -1

0.15 28 11 -121 -190 219 182 235 163 -269 -106 3 0

0.2 40 28 -181 -235 246 200 225 176 -338 -236 -63 0

8000

600

0.1 -179 -51 -62 -50 86 101 88 113 -713 -313 -16 1

0.15 -373 -55 -40 -45 126 133 103 103 -779 -953 -50 2

0.2 -10083 -5115 -33 -51 -847 45 140 122 -3131 -3234 -50 0

900

0.1 13 -74 -39 -34 275 196 179 192 -891 -212 -11 0

0.15 -7063 -3790 -19 13 -115 -292 210 244 -2929 -2413 -15 -1

0.2 -13363 38 -48 49 -483 1240 229 439 -3215 -1057 -21 2

1200

0.1 -861 10 -61 -59 1420 -489 267 289 -1418 -237 -20 2

0.15 -4427 -233 159 24 1229 -174 1351 458 -2418 -1560 -26 0

0.2 -12860 -22 98 72 -415 96 1490 846 -3057 -946 -43 0

<부록 표 2> 분석 구간별 교통량과 혼입률별 따른 만 대당 상충건수 비교

(혼재-전용)

(단위: 건/h/10,000)

주: 만 대당 상충건수 차이(혼재 시 – 전용차로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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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혼

재

전

용

4000

600
0.1 4,190 4,323 4,195 4,336 4,196 4,361 4,190 4,227
0.15 4,135 4,276 4,145 4,292 4,143 4,326 4,139 4,217
0.2 4,089 4,236 4,088 4,253 4,090 4,293 4,087 4,199

900
0.1 4,419 4,543 4,417 4,555 4,414 4,576 4,411 4,414
0.15 4,362 4,498 4,365 4,515 4,361 4,541 4,361 4,393
0.2 4,309 4,455 4,309 4,476 4,305 4,508 4,306 4,367

1200
0.1 4,615 4,771 4,606 4,775 4,606 4,806 4,610 4,587
0.15 4,562 4,726 4,559 4,733 4,559 4,759 4,555 4,563
0.2 4,513 4,686 4,500 4,695 4,505 4,735 4,500 4,522

6000

600
0.1 6,167 6,300 6,161 6,306 6,167 5,599 6,159 4,317
0.15 6,082 6,222 6,085 6,245 6,087 5,545 6,081 4,268
0.2 5,995 6,158 5,999 6,192 6,005 5,497 5,993 4,264

900
0.1 6,373 6,509 6,373 6,522 6,371 5,779 6,359 4,494
0.15 6,290 6,436 6,294 6,455 6,291 5,719 6,281 4,455
0.2 6,213 6,367 6,216 6,403 6,204 5,674 6,208 4,414

1200
0.1 6,564 6,738 6,560 6,753 6,569 5,943 6,554 4,650
0.15 6,489 6,664 6,484 6,684 6,489 5,914 6,474 4,626
0.2 6,397 6,601 6,405 6,630 6,399 5,831 6,394 4,596

8000

600
0.1 8,049 8,249 8,058 8,011 8,056 5,592 8,063 4,279
0.15 7,942 8,156 7,950 7,906 7,950 5,552 7,952 4,254
0.2 7,838 7,388 7,838 7,345 7,836 5,527 7,838 4,230

900
0.1 8,245 8,489 8,257 8,179 8,246 5,796 8,257 4,469
0.15 8,123 7,827 8,134 7,636 8,147 5,741 8,140 4,436
0.2 7,851 7,232 7,927 7,973 8,048 5,691 8,027 4,385

1200
0.1 8,308 8,671 8,377 8,020 8,426 5,977 8,422 4,617
0.15 8,011 7,998 8,113 7,690 8,164 5,894 8,303 4,582
0.2 7,582 7,054 7,792 7,701 7,950 5,869 7,953 4,572

<부록 표 3>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평균 통과교통량 (전체구간)
(단위: veh/h)



- 136 -

교통량 (veh)
AV_20 AV_40 AV_60 AV_80

본선 합류 분류

4000

600
0.1 -133 -141 -166 -36 
0.15 -141 -146 -183 -77 
0.2 -147 -165 -203 -111 

900
0.1 -124 -139 -161 -3 
0.15 -136 -150 -180 -32 
0.2 -145 -167 -203 -61 

1200
0.1 -156 -169 -199 23 
0.15 -164 -174 -199 -8 
0.2 -173 -196 -230 -22 

6000

600
0.1 -133 -145 568 1842 
0.15 -140 -160 543 1813 
0.2 -162 -192 508 1729 

900
0.1 -136 -148 591 1865 
0.15 -146 -161 572 1826 
0.2 -154 -188 529 1794 

1200
0.1 -174 -193 626 1904 
0.15 -175 -200 575 1848 
0.2 -203 -224 568 1798 

8000

600
0.1 -199 47 2464 3783 
0.15 -214 45 2398 3698 
0.2 450 494 2308 3608 

900
0.1 -244 78 2450 3788 
0.15 295 498 2405 3703 
0.2 619 -46 2357 3641 

1200
0.1 -363 357 2449 3805 
0.15 13 423 2270 3721 
0.2 528 91 2082 3381 

<부록 표 4> 교통량, 혼입률 조합에 따른 평균 통과교통량 비교 

(전체구간) (혼재-전용) 

(단위: ve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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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xclusive Lane for Autonomous

Vehicles on the Expressway

Kim, Beomil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utonomous vehicles (AVs) are expected to run on roads in the near 

future. There will thus exist a certain transitional period of traffic conditions 

when AVs and conventional vehicles (CVs) coexist on regular roa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ak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utonomous vehicle exclusive lanes (AVELs) to sustain smooth traffic flow 

and traffic safety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In this study, a model for introducing of an exclusive lane (EL) was 

developed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VELs, which will 

improve traffic safety and road efficiency. Therefore, a safety model (SM) 

and an efficiency model (EM) were developed. The SM derives th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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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that minimizes the difference between with and without introducing 

ELs by using the number of conflicts in analysis segments. The EM derives 

the traffic volume that minimizes the difference between with and without 

introducing ELs by using throughput in analysis segments. The safety and 

efficiency combined model (CM) was then developed to derive the traffic 

volume under ELs introduction criteria and the corresponding suitable 

number of lanes. The double golden section search method was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n criteria analysis of introducing ELs.

Subsequently, attribute variables of the Vissim software were set after 

doing AV-related literature reviews. The road capacity by market penetration 

rates (MPRs) was derived via formula with headway and simulation 

methods. The formula method considered the average headway per vehicle at 

each MPR, and the simulation method used by the Vissim to derives results. 

The traff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MPRs of AVs. 

The introduction of AVELs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road conditions 

(basic section, merging section and diverging section), traffic conditions 

(traffic volumes at basic section, merging section and diverging section) and 

safety and efficiency indicators of the traff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PRs of AVs. On the basis of the EL safety analysis at each MPR, the 

number of conflicts per 10,000 vehicles increased as throughput increased at 

the main lane and merging section as well as traffic volume at merging and 

diverging sections. The number of conflicts per 10,000 vehicles tended to 

increase at 20% MPR as the throughput on the ramp increased owing to 

vehicles attempting to enter the EL. However, at 80% MPR and a traffic 

volume of 8,000 vehicles, the number of conflicts per 10,000 vehicles 

decreased, as most vehicles were using the EL. The result of the EL 

efficiency analysis by MPRs showed that the throughput increased as MPRs 

increased from 20% to 40% when the EL was introduced.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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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 decreased at traffic volumes of around 8,000 vehicles or at 80% 

MPR as the traffic volume was concentrated in one EL.

A total of six scenarios were composed based on the MPRs of all 

sections, traffic volumes at basic section and merging section, ratio of 

vehicles at diverging section and number of lanes. Further, an appropriate 

number of lanes and standard traffic volumes for introducing ELs were 

proposed by the application result of the C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andard traffic volume for installation of ELs decreased as the MPRs 

increased, and the standard traffic volumes for installation of ELs increased 

as the number of ELs increased. Although the number of ELs may vary 

depending on traffic conditions(traffic volume), one or two ELs need to be 

installed at LOS D in 2013 Highway Capacity Manual (2013 HCM). 

Additio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ree ELs were required for LOS E in 

2013 HC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search data for introducing 

AVELs. AVEL operation is one of the traffic strategy options for ensuring 

traffic safety and improving road productivity when AVs and CVs coexist.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ing policy decision for 

introducing AVELs in the future using the proposed criteria for ELs on the 

basis of road conditions, traffic volumes, MPRs, and other standards.

keywords : Autonomous Vehicle, Criteria for Determining Exclusive

Lane, Safety Model(SM), Efficiency Model (EM),

Safety and Efficiency Combined Model (CM),

Double Golden Section

Student Number : 2008-3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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