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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 요 징수로 인해 교통지체가 발생할 때 이를 최소화하기 해 자동요 징수시스템

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들의 통과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치효과를 톨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의 통과시간 감소 편익이라고 생각했으며, 차량의 통과시간을 분석하기 해 다 서비스 기행렬

이론을 용해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입차 간격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자

동요 징수시스템의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를 때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하여 차량들의 통과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통행 요 을 징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톨게이트 

출구 쪽이 입구 쪽보다 통과시간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항상 톨게

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요 징수시스템 차로에 무 많은 차량들이 몰리는 경우 오히려 톨게이트 

체로 볼 때는 차량당 통과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의 정확성을 단

하기 해 실제로 톨게이트 장조사에서 통과 차량들의 평균 통과시간을 조사해서 모형 값과 비교했는데, 그 결과 모형 값과 

실측 값은 약 1~3  정도의 미소한 차이만을 보여서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실무에 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investigation results of a research on how engineers can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installed to minimize the vehicle delays on freeway tollgates during toll payments. This 

research considered this economic effect to occur in the form of vehicle passing time reductions at the ETCS, and the multi-service 

queuing theory was applied to estimate these values. This research found: 1) When vehicles approaching tollgates show Poisson 

distribution and the service time of the ETCS shows Exponential distribution, the multi-service queuing theory would be applicable 

for estimating vehicle passing times at toll-gates, 2) Despite the ETCS placement, exit sections of tollgates give a greater reduction 

of vehicle passing times than entering sections due to more delays at conventional toll payments, and 3)The ETCS would not 

guarantee vehicle passing time reductions all the time, because in such a case as many vehicles were queuing at the ETCS, the 

total delay level for a toll gate would increase greatly.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accuracy of the estimated vehicle 

passing values, this research compared the values from the multi-service queuing theory with the observed values from a set of 

field survey values at freeway toll-gates, and found that the two values were in a good agreement with a very low error range of 

1-3 seconds per vehicle. Based on this result, the multi-service queuing theory was recommended f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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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통행료를 지불

하기 해 반드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교통량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기 해 잠시 정차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규

모가 체 으로 보면 상당한 양이 된다. 를 들어 

한국도로공사에는 1999년 한 해 동안 톨게이트 혼

잡비용이 약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

다[1]. 이러한 톨게이트 주변의 교통혼잡 비용을 

이기 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으로 2000년 6월 30일 개방식 요 소인 서울외곽순

환 고속도로 성남, 청계, 교 3개 톨게이트에 해

서 자동요 징수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설치하 다[1]. 한 그 이후 한국도로공사

는 폐쇄식 요 소로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 사업

을 폭 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에는 2007년 기

으로 총 263개 톨게이트에 자동요 징수시스템이 설

치되어 있다[2].

한편 이와 같이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폭 으

로 설치하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작 자동요 징

수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하기 이 에 이 시스템의 경제  타당성을 사

에 검토하고자 할 때 어떤 차를 따라야 하는지

에 한 지침이 없어 매우 아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에 따른 평

균 통과시간의 변화를 경제  효과로 분석하는 이

론  기법을 제시하 다.

이론 으로 볼 때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경제  

타당성을 단할 때 가장 요한 편익 항목은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해 지나가는 차량들의 평균 통

과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 평균 통과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설치효과가 달라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차량 연료소비 감소, 

업소 직원 인력 감축, 차량배기가스 감소, 승차인원

의 쾌 성 증가 등을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편익 항

목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있기는 하나[3], 이들 편

익 항목을 계량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차

량들의 평균 통과시간 감소를 산정하는 것이 실

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한 

편익으로 차량들의 통과시간 감소로 선정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

하는 차량들의 통과시간을 합리 으로 산출하기 

해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Multi-Server Queuing 

Theory)을 용하 다. 이 이론은 차량의 도착 간격

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기하고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서비스 시

간이 지수 분포를 따르며, 고속도로 본선 차로 수가 

2개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톨게이트에서 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4-6]. 한 자동요 징

수시스템 설치를 한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도 이 

기법을 용한 바 있어서 국내․외 으로 그 효용

성이 입증된 바 있다[4].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한 평균 통과시간

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편익을 산출한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실제 조사를 통해 실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결과와 비교한다.

2. 연구의 범   근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범 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한 평균 통과시간의 변화를 경제  편익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공간  범 로는 자동

요 징수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

트를 상으로 했으며, 시간  범 는 주말을 배제

한 평일 교통류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한편 본 연구의 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 결과 검토 과정을 통해 자동요 징수시

스템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과시간 산정에 사용되

는 제반 분석 모형들을 검토하 다. 둘째, 기존 연

구 결과를 통해서 선정한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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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집 으로 검토하고, 이 이론을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자동요 징수시스템에 연결시킬 수 있

을 지에 하여 연구하 다. 끝으로,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통해 분석한 평균 통과시간은 실제 

고속도로에 설치한 자동요 징수시스템에서 나타

나는 차량의 평균 통과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 별도로 장조사를 수행하고 실

증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  수치와 비교하 다.

Ⅱ. 기존연구 결과에 한 검토

1.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설치 효과 분석연구

 에서 이미 언 한 로 자동요 징수시스템

의 설치 편익은 차량 연료소비 감소 등 여러 가지

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하는 주된 목 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

이 정지했다 다시 출발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

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을 갖고 연구한 결과들에 주목하 다.

먼  북미와 유럽의 연구 결과들로서 Pietrzyk 외

(1990), K.Waersted(1998)의 연구를 검토하 다. Pietrzyk 

외(1990)의 연구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톨게

이트에서 실제 조사를 통해 교통류 분석을 수행한 것

이다[7]. 이 연구에서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해 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 수는 350 /시

에서 1,200 /시로 증가하 으며, 평균 속도는 

2.5miles/h에서 15miles/h로 증가한 것을 밝힌 바 있

다[7].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하

을 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과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본 연구

의 가정이 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유럽 사례를 볼 때, Wærsted(1998)의 연구에 의

하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

치로 인해 차량 지체가 3~5% 감소하 다고 제시하

다[3]. 한 이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해 톨게이트에서의  교통수단 이용이 

6~9% 정도 증가하 다고 제시하 다[3].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 까지는 주로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한 편익을 평균 통과시간 감소에 

맞추어 분석한 특징을 갖고 있다[1,8]. 먼  이상건 외

(2002)의 연구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시범사업 상지

인 성남, 청계, 교의 효과를 분석하 다[1]. 이 연구

는 평균 통행시간, 평균 기행렬 길이를 장조사를 

통해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선형 회귀식을 

정립하 고 그 회귀식을 통해 설치효과를 산정하 다.

한편 정희운(2002)의 연구는 기행렬이론을 통해 

기행렬 감소에 의한 지체시간 감소를 분석하 다

[8].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동요 징수시

스템의 설치효과를 경제성 에서 분석한 연구인

데, 이 연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자동요 징수시스

템의 평균 서비스 시간을 일정한 값으로 먼  가정하

여 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

과하는 차량들의 통행시간 분석을 해 어떤 분석 이

론을 용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 다. 먼  미국의 

Gross 외(2008)가 술한 책에서는 차량의 도착률, 서

비스 시간의 분포가 매우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어떤 

기행렬이론을 용하는 것이 좋은지 제시하 는데

[5], 이 책자에서는 본 연구에서 용하고자 하는 자

동요 징수시스템의 특성에 해당하는 기행렬에 

한 한 분석 기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즉 본 연구

에서 고려해야 할 분석 상은 차량 도착률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

인데, 이 책자에서는 이런 경우 다 서비스 기행렬

이론이 가장 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Smith (2002)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

는데, Smith는 차량 도착률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르며 서비스 시설이 2

개 이상 일 때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매우 합리 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6].

2. 본 연구를 한 분석 방법의 선정

이미 지 한 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동요 징

수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과시간을 실제 

장조사를 통해 분석하 다.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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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M/C 기행렬이론의 상태 이도

<Fig. 1> Rate transition diagram for the M/M/c queue

약 은 실제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하고 운

하는 톨게이트에 장조사 을 투입해서 매번 분

석에 필요한 수치를 수집해야 한다는 이다. 이 한

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과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이

론  분석 방법을 정립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해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하 다.

Ⅲ. 기행렬이론

1. 기본 개념

차량의 기행렬은 교통 수요가 일시 으로 증가

하거나 도로 용량이 일시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

생한다. 이와 같이 기행렬이 일시 으로 발생하는 

신호교차로  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의 서비스 특성

을 분석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기행렬이론을 

용한다[7-9]. 기행렬이론은 기행렬이 발생하는 

시설물에서 차량의 도착시간, 서비스 시스템의 서비

스 특성 등을 확률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서비스 시스템의 정 규모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이 기행렬이론에는 매우 다양한 분석이

론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서비스 시설

물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 서비스 기행

렬이론을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2.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

톨게이트의 기행렬은 도착 교통량 특성, 서비

스 시간 특성, 서비스 수 (승객이 평균 으로 기다

리게 되는 정도를 나타나는 서비스 척도)의 3가지 

요소를 통해 정해진다[7-9]. 기행렬이론을 용할 

때, 고객들이 Poisson 분포로 도착하고 서비스 시간

이 IID(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지수 

분포를 따르며 c개의 서비스 시스템을 가질 경우 

M/M/c 라고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평균 기시간을 분석하기 

해 M/M/c 기행렬이론을 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 다. 다음은 이 이론에 한 설명이다.

M/M/c 기행렬이론의 고객 수 과정은 출생, 사

멸률을 갖는 출생사멸과정이며, 이는 <그림 1>의 

상태 이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고객의 도착률(출생률)은 λ로 동일하며, 서비스율

(사멸률)은 고객 수(n)가 차로 수(c)보다 은 경우 

nμ, 고객 수가 차로 수보다 많은 경우 c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도착률과 서비스율은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5,9].

 출생률   ≥

 사멸률   ≤≤ ≥

 (1)

M/M/c 기행렬이론을 통한 기 고객 수  

기시간은 고객의 도착확률을 통해 산출해야 하므

로, 고객의 도착확률을 산출해야 한다. 고객의 도착

확률은 도착률과 서비스율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

며, 고객 수가 서비스 시설물의 처리용량보다 은 

경우와 많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고객 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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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용량보다 은 경우의 고객의 도착확률은 식 

(2)와 같다[6].

  




 


 




 


  ․




⋮

 



  


  




 (2)

고객 수가 서비스 용량보다 많은 경우 고객의 도

착확률은 식 (3)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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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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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 (2)와 식 (3)에서 은 고객이 1명 도착할 확

률, 는 고객이 c명 도착할 확률을 의미한다. 고객

의 도착확률은 도착률, 서비스율, 서비스 시설물의 

처리용량 등을 통해 산출하며, 고객이 1명도 없을 

확률( )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값은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 확률이 합이 1.0임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고객이 1명도 없을 확률은 식 (4)

와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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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한등비 수(등비수열의 합)에 

의하여 식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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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는 식 (6)으로 정리할 수 있다.

   
  

 











   (6)

다음으로 M/M/c 기행렬이론을 통한 고객 당 

평균 기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이 값은 기 고객 

수를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식 (7)은 이 값을 나타

내는 식이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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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끝으로 고객 당 평균 기시간은 기 고객 수를 

도착률로 나  식 (8)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7,9], 

본 연구에서는 식 (8)을 통해 자동요 징수시스템

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기시간을 산출하 다.

 


 ․ 





  (8)

Ⅳ. 평균 통과시간 분석

1. 기행렬이론 용

에서 제시한 식을 통해 자동요 징수시스템 

평균 통과시간을 분석하기 해서는 그 입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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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톨게이트 기본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tollgate

인 도착 교통량, 서비스 시간 등의 변수를 알고 있

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을 어떻게 산출

하는지 설명하기 해 다음 <그림 2>와 같은 기본 

개념도를 이용한다.

먼  이 개념도에서 평균 입차 간격은 일정 시간 

내에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차량들의 도착간격을 의

미하며, 식 (9)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한, 톨게

이트에서는 차량의 도착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작 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Poisson 분포를 따른

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균 입차 간격 


 설계시간 교통량
 (9)

다음으로 평균 통과시간은 각 차량이 요  지불

에 의해 톨게이트를 유하는 시간에 한 통계  

분포를 의미한다. 평균 통과시간은 평균 기시간

과 서비스 시간을 합한 개념이다. 한국도로공사에

서는 일반식인 경우 입구에서 6 , 출구에서 13

의 서비스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10]. 그

러나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서비스 시간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들이 자

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평균 서비

스 시간에는 차량들이 나타내는 통과속도를 고려한 

차두 간격을 반 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한 이

론 으로 볼 때 차두 간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해서는 차량 추종 이론(Car Following Model)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량 추

종 이론을 반 하여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

는 차량들 간의 거리를 식 (10)과 같이 산출하 다.

       
  

  번째 번째 차량 간 간격
   번째 차량의 위치
     번째 차량의 위치
   번째 차량의 속도
  인지 반응 시간초
  차량 길이

 (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제한속도가 30km/h이므로 이 속도를 차량속도로 반

하 고, 차량의 길이는 승용차를 생각하여 6m를 

사용하 다. 그 결과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

는데 소요되는 서비스 시간은 3.22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시간은 톨게이트

에서 차량이 통과하기 한 요 을 계산하기 해 

정차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차량이 톨게

이트를 통과하기 해 기하는 시간을 포함한 개

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비스 시간은 교통량 수

에 따라 지수 분포를 따른다. 즉, 도착 간격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르므로 톨게이트의 평균 통과시간을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하여 분석하 다.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해 교통강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교통강도란 

차량 기행렬에서 교통 지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평균 도착률에 한 차량 한 당 처리 소

요시간의 비율을 말한다[10]. 1차로 교통강도는 다

음 식 (11)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교통강도  


차로 교통강도  


 평균 입차 간격
  평균 서비스 시간
 차로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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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이용률(%) 20~40

교통량( /시) 1,000~2,500 2,000~6,000

차로 수

일반식 입구 3~6 4~8

일반식 출구 5~8 10~19

Hi-Pass 1~2 2~4

주) Hi-Pass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의미함

<표 1> 평균 통과시간 분석 범

<Table 1> Range of analysis of passing times

이제 모든 입력변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평균 

기시간을 식 (12)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평균 대기시간  ․







 평균 입차 간격
  평균 서비스 시간
 차로 수
 교통강도
  차로 교통강도
  톨게이트에 차량이 대도 없을 확률

 (12)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동

요 징수시스템의 설치효과인 평균 통과시간은 식 

(12)를 통해 얻은 평균 기시간에 서비스 시간을 

더한 값을 말한다. 그리고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에 나타나는 평균 통과시간에

서 시스템을 설치한 후 나타나는 평균 통과시간을 

뺀 값이며, 이는 식 (1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
             

  교통량
    이용률
  시스템 설치 후 일반식 차로의 서비스 시간
  시스템 설치 후   차로의 서비스 시간
  시스템 설치 전 일반식 차로의 서비스 시간
  시스템 설치 후 일반식 차로의 평균 대기시간
  시스템 설치 후   차로의 평균 대기시간
  시스템 설치 전 일반식 차로의 평균 대기시간

 (13)

2. 분석 방법  결과

본 연구의 목 은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한 평균 통과시간 변화를 경제  편익으로 계량화

하는 것이며, 평균 통과시간 분석은 자동요 징수시

스템 설치 후 차량들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기행

렬이론을 사용하 는데, 기행렬이론을 통해 얻은 

값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1차로 교통강도가 1.0미

만이어야 하다[8,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차로 교

통강도가 1.0이 넘는 톨게이트는 고려하지 않았다.

기행렬이론을 우리나라 톨게이트 황에 용

해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방법

을 선택하 다. 먼  톨게이트는 설치 치에 따라 

인터체인지 톨게이트와 본선 톨게이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개소는 상당히 많은 

반면 본선 톨게이트 개소는 매우 다. 따라서 인터

체인지 톨게이트는 1차로 교통강도가 1.0이 넘지 

않는 톨게이트만을 선정하여 이를 Case 1 톨게이트

라고 구분했으며, 본선 톨게이트는 소수이므로 모

두 포함시켜 이를 Case 2 톨게이트라고 구분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용한 차량은 모두 승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톨게이트의 시

설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그리고 한국도로공

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Hi-Pass라는 이름으

로 명명하고 있기에 그 명칭을 그 로 사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 평균 통과시간 값은 차량 1 당 

값으로 산출하여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1) Case 1 분석 결과

먼  한 톨게이트에 일반식으로 요 을 내는 차로

와 자동요 징수시스템으로 요 을 내는 차로가  같

이 설치된 방식에 한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 

용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결과, 톨게이트의 입구 

쪽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로 인해 오히려 

통과시간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하 다. 이 분석 결

과를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일반식 입구 3개 차로, 자

동요 징수시스템 1개 차로인 톨게이트에서는 이용

률이 20%일 경우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차로 

쪽에서 통과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톨게이트 체

으로 보면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 이 에 비해 

통과시간이 증가하 다. 이와 조 으로 일반식 입

구 5차로, 자동요 징수시스템 2차로인 톨게이트에서

는 체 으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 설치 이 에 

비해 통과시간이 감소하 다. 다만 그 감소량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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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교통량( /시) 이용률(%) 차로수

A 2,500 30 8
입차 간격

( / )
 


 

한 차로 

교통강도
 ․


 

평균 

기시간( )
 ․
× 

 


  

평균 

통과시간( )
     

<표 2> 일반식 출구 차로의 평균 통과시간 분석 

<Table 2> Example of passing times in closed exit

<그림 3> 평균 통과시간 분석 결과(Case 1)

<Fig. 3> Analysis of passing times(Case 1)

1 당 1  미만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큰 효과는 기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이번에

는 입구 쪽이 아닌 출구 쪽에서 다 서비스 기행

렬이론을 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이 경우 일반식으로 요 을 내는 차로에서 

차량 1 를 서비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표 2>에서 

보는 바 로 13 로 비교  길다.

그 결과 출구 쪽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해서 나타나는 통과시간 감소효과가 입구 쪽보

다 크게 나타났다. 일반식 출구 5개 차로, 자동요

징수시스템 1개 차로인 톨게이트에서는 자동요 징

수시스템 차로가 1개 차로 밖에 되지 않아 기행

렬이 발생하여 교통량 약 1,700 /시 이상부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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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평균 통과시간 분석 결과(Case 2)

<Fig. 4> Analysis of passing times(Case 2)

로 교통강도가 1.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식 7개 차로, 자동요 징수 2개 차로로 구성된 

톨게이트에서는 이용률이 증가하면 할수록 감소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률이 20%인 경우 

약 2,100 /시부터 통과시간이 오히려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Case 1의 평균 통과시간 분

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 서비

스 기행렬이론을 통해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를 

나타낸 그래 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교통량과 이용률을 기 으로 차량들의 평균 통

과시간 감소효과를 산출하 다.

- 그래 에서 나타내는 값은 평균 통과시간 수치

가 아닌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로 해당 톨게

이트에서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차량 1 당 감소한 통과시간을 의미한다.

- 따라서 그래 에서 음수값이 나타나는 경우는 

시스템의 설치로 차량의 통과시간에 오히려 증

가한 것을 의미하며,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1차로 교통강도가 1.0보

다 커서 분석에서 제외하 기 때문이다.

2) Case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본선 톨게이트의 입구의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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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수
동서울 군자 동수원 북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일반식 차로 8 19 7 16 5 7 3 5

자동요 징수 

차로
4 4 2 3 2 2 1 1

<표 3> 본 연구의 장 조사 상지 시설 개요

<Table 3> Outline of the field survey sites

과, 먼  이용률이 20%, 교통량 약 4,000 /시인 상

황에서는 일반식 차로를 통과하려는 교통량은 많은 

반면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차로를 통과하

려는 차량은 어서 체 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

는 차량들은 상당한 지체를 겪는 결과를 얻었다. 그

러나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 비율이 

40%로 증가한 경우에는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출구 쪽의 경우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

치한 이후 차량 통과시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교통

량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빠

져나가는데 걸리는 통과시간이 체로 변하지 않았

으며, 일정 교통량 이상부터 평균 통과시간 감소효

과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식 출구 16차로, 

Hi-Pass 3차로인 톨게이트는 약 4,500 /시, 일반식 

출구 19차로, Hi-Pass 4차로인 톨게이트는 약 5,500

/시의 교통량 이상부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Case 2의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3) 기행렬이론 용 결과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설치 효과

를 차량 통과시간 감소 편익의 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서비스 시간은 티켓을 뽑

는 시간과 요 을 계산하기 한 시간이 필요하

지 않기 때문에 일반식에 비해 통과시간이 짧다.

- 한 톨게이트에서 차량 기행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차로

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정차하지 않고 약 

30km/h 속도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시

간이 감소한다.

- 그러나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차로 수가 이를 

이용하려는 차량수요에 비해 무 으면 기

행렬이 발생하여 오히려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평균 통과시간은 체

으로 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톨게이트를 Case 1․2로 

나 어 기행렬이론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동요 징수시스템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항

상 차량의 통과시간이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자동요 징수시스템의 통과시간

은 일반식 입․출구를 통과하는 경우의 통과시

간보다 짧으나 자동요 징수시스템에 교통량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용량에 가까워지는 경우 오

히려 톨게이트 체로 볼 때는 통과시간이 증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

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식 입구 8개 차로, 자동

요 징수시스템 4개 차로인 톨게이트에서 약 

4,000 /시 이상 교통량을 보이게 되면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해도 설치 이 보다 오히

려 통과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 통과시간과의 상호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

하여 톨게이트에서의 평균 통과시간을 분석하 다. 

그러나 기행렬이론을 통한 평균 통과시간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정해서 얻은 결과이므로 실제 톨

게이트에 나가서 조사하여 얻은 값과 비교해 보아

야 그 정성을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4

개 톨게이트를 선정하여 장 조사를 수행하 다. 

이 장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 다. 먼  조사 시간 는 첨두시간과 비첨

두시간으로 구분하 다. 한 자동요 징수시스템

을 설치한 차로수의 향을 반 하기 해 일반식

으로 요 을 징수하는 출․입구 3차로와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요 을 징수하는 1~2개 차

로를 조사하여 각 차로 유형별 차량 통과시간을 조

사한 후 수화해서 분석하 다. 이 때 조사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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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사 방법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 23일(목)

장소 동서울, 군자, 동수원, 북  톨게이트

상

일반식으로 통행요 을 징수하는 입․출구 차로와 자동

요 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차로를 통해 통과하는 모

든 차량들

방법 조사 인력을 통한 육안조사

조사 

내용

- 차종  차량의 진입 시간, 진출 시간 조사

- 차량의 진입 시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정차하는 

시간으로 용

- 진입 시간과 진출 시간을 통해 차량의 기시간 산출

<표 4> 장조사 개요

<Table 4> The outline of site investigation

동서울 군자 동수원 북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교통량( /시)
첨두 6,112 6,079 4,928 4,916 2,174 2,189 1,219 1,235

비첨두 3,933 3,954 2,842 2,837 1,613 1,599 724 741

이용률(%) 33.7 31.8 28.4 27.5 30.2 29.7 22.6 21.3

분석 

결과

( )

첨두시
일반식 8.69 13.82 9.08 14.34 6.30 16.24 7.11 16.10

Hi-Pass 3.43 3.39 5.29 3.48 3.49 3.48 4.27 4.19

비첨두시
일반식 6.14 13.01 6.11 13.01 6.09 13.60 6.22 13.29

Hi-Pass 3.26 3.25 3.70 3.27 3.37 3.37 3.77 3.74

조사 

결과

( )

첨두시
일반식 10.29 15.83 13.04 15.97 6.71 15.82 7.53 15.94

Hi-Pass 5.05 4.94 6.85 5.12 4.45 4.30 4.93 5.01

비첨두시
일반식 7.34 14.92 6.21 13.83 6.23 13.11 6.57 12.75

Hi-Pass 4.33 5.12 4.93 4.66 4.47 3.89 3.94 4.27

<표 5> 장 조사를 통한 통행요  징수방식에 따른 차량 평균 통과시간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field survey analyses of vehicle passing times for different toll collection systems

차량의 진입 시각과 진출 시각이다. 한편 장 조사 

상지는 수도권의 동서울, 군자, 동수원과 충청권

의 북  톨게이트이었으며 조사 상지의 차로 

시설개요와 장 조사 방법에 한 개요는 각각 

<표 3>과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장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톨게이트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들

의 통과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조사를 통해 얻은 톨게이트 통과 차량들의 

평균 통과시간은 기행렬이론을 용한 평균 

통과시간에 비해 첨두시 약 1~2 , 비첨두시 약 

1  정도 평균 통과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러

나 동수원, 북  톨게이트의 자동요 징수 차

로 등에서는 평균 통과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교통량 규모가 큰 톨게이트

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첨두시 동서울과 

군자 톨게이트에서 약 2~3 , 비첨두시 동서울 톨

게이트에서 약 2 의 평균 통과시간이 길게 나타

났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서 기행렬이론

이 교통량이 은 경우보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차이는 최  약 3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 통과시간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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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해 T-test를 통해 분석결과와 조사결과를 비교하

여 분석을 수행하 다. T-test를 수행하기 해 사용

한 귀무가설()과 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   : 분석결과와 조사결과의 차이가 없다.

-   : 분석결과와 조사결과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T-test를 수행한 결과 95% 신뢰구간

에서 유의확률이 통계  유의수  0.05보다 크게 

나타나 귀무가설()를 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조사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의수 t 유의확률

일반식 첨두시

0.05

-2.326 0.053

일반식 비첨두시 -1.314 0.230

Hi-Pass 첨두시 -1.049 0.329

Hi-Pass 비첨두시 -1.173 0.279

<표 6> T-test 분석 결과

<Table 6> Analysis of T-test

한편 본 연구에서 용한 기행렬이론은 한 차

로당 교통강도가 1.0을 넘지 않는 톨게이트에서만 

용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

이트를 설계할 때 교통량과 차로 수를 정 분배하

여 설계하며 항상 차로당 교통강도가 1.0을 넘지 않

도록 설계하고 있다[1,2,10]. <표 7>은 상지의 톨

게이트 교통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1차로 교통강도

일반식 차로 Hi-Pass

첨두 비첨두 첨두 비첨두

동서울
입구 0.84 0.54 0.55 0.35

출구 0.79 0.51 0.52 0.33

군자
입구 0.87 0.50 0.68 0.39

출구 0.81 0.47 0.48 0.28

동수원
입구 0.51 0.38 0.35 0.26

출구 0.79 0.58 0.34 0.25

북
입구 0.52 0.31 0.29 0.17

출구 0.69 0.41 0.28 0.16

<표 7> 본연구의 톨게이트 교통강도 조사 결과

<Table 7> Observed traffic intensities in this research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편익이 차량들

이 톨게이트를 통과는데 걸리는 시간의 감소라고 

단하여 이론과 실제를 통해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입차 간격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평균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를 때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용하

여 차량들의 통과시간을 분석할 수 있다.

- 다 서비스 기행렬이론을 통해 차량들의 평

균 통과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동요 징수시스템이 

설치된 차로의 요 징수 서비스 시간 차이로 인해 

톨게이트 출구 쪽이 입구 쪽보다 통과시간 감소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항상 

통과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요 징수시

스템 차로에 많은 차량들이 몰리는 경우 오히려 해

당 차로에서는 차량 통과시간이 증가하 다.

- 이와 조 으로 자동요 징수시스템을 설치한 

차로에 차량들이 으면 일반식으로 요 을 징수하

는 입․출구 차로에서 통과시간이 증가하 다.

- 끝으로, 우리나라 톨게이트 장조사를 통해 

차량들의 평균 통과시간을 분석한 결과, 기행렬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약 1~3  정도의 미소

한 차이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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