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tell. Transp. Syst.

자율 력주행차 환경의 고속도로 공사구간

동 합류  차로변경 통합제어 략 개발

Development of Integrated Traffic Control of Dynamic Merge and Lane Change at 
Freeway Work Zones in a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Environment

김 용 주*․가 동 주**․김 선 호**․이 청 원***

  * 주저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 공저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Yongju Kim*․Dongju Ka*․Sunho Kim*․Chungwon Lee*

*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hungwon Lee, chungwon@snu.ac.kr

Vol.19 No.3(2020)

June, 2020

pp.38~51

요  약

고속도로에서 공사로 인한 차로폐쇄가 발생하면 병목이 형성되어 혼잡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구간의 도로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관리전략이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으
로 공사구간 상류에 운영하는 합류제어가 있다. 일반차 환경에서는 혼잡시 운전자가 합류에 
어려움을 겪어 전략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나, 자율협력주행차는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고도화
된 교통관리전략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동적합류제어
와 차로변경제어를 통합한 교통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통합제어전략은 공사구간 상류의 점
유율을 기준으로 조기합류 또는 지연합류를 운영하며, 비공사차로의 차로별 교통량을 균형화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할 차량수를 결정한다. 미시교통시뮬레이션에 자율협력주행차와 전략
을 구현하고 분석한 결과 누적 통과교통량, 공사구간 상류의 평균속도 및 네트워크 평균통행
시간이 개선되어 도로 운영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공사구간, 교통관리, 자율협력주행차, 통합제어전략

pISSN 1738-0774

eISSN 2384-1729

https://doi.org/10.12815/kits.

2020.19.3.38

Received 3 June 2020

Revised 10 June 2020

Accepted 11 June 2020

ⓒ 2020.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bottleneck and congestion occur when a freeway is closed due to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activities on the freeway. Although various traffic management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traffic efficiency at freeway work zones, such as merge control, there is a limit to those controls with 

human drivers. On the other hand, the wireless communication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CAVs) enables the operation of advanced traffic management. This study developed a traffic control 

strategy that integrates Dynamic Merge Control (DMC) and Lane Change Control (LCC) in a CAV 

environment. DMC operates as an either early or late merge based on the occupancy rate of upstream 

of the work zone. The LCC algorithm determines the number of vehicles that need to change their 

lane to balance the traffic volume on open lan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integrated control 

improves the cumulative vehicle count, average speed upstream, and average network travel time.

Key words : Work zone, Traffic management,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 Integrated traff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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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율협력주행차(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용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차 및 자율주행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율협력주행차

는 인공지능 기반의 주변 인식기술과 정밀한 제동, 조향, 가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식 제어 기술로 인해 

일반차(Human-Driven Vehicle) 보다 반응속도가 빠르고 차두거리가 짧으며 돌발상황 대응에 유리하다. 이러

한 자율협력주행차의 특성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자율협력주

행차의 도입으로 도로 운영의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Shladover et al., 2012; Ghiasi et al., 2017).

자율협력주행차는 차량 주행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Vehicle-to-Vehicle (V2V)과 Vehicle-to-Infrastructure (V2I) 

통신을 이용한 협력주행 및 교통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통신기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여러 차량과 주변 인프라가 협력하도록 하여 도로교통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Jia and Ngoduy, 2016). 또한 루프검지기나 영상검지기 등 기존의 검지체계를 대체하

여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Zheng and Liu, 2017).

도로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공사가 수행되거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인 차로폐쇄로 인

해 도로용량이 감소하고(HCM, 2016; Lee et al., 2013) 공사구간 상류에서 정체가 유발된다(Lentzakis et al., 

2008; Meng and Weng, 2010; Fei et al., 2016). 따라서 공사구간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

통관리전략 운영이 필요하며(Mirshahi et al., 2007), 미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의 교통관리

계획(Transportation Management Plan) 역시 도로상의 정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구간 상류의 교통관리전

략을 포함하고 있다(Scriba et al., 2010; Ullman et al., 2014).

대표적인 교통관리전략 중 하나인 합류제어(Merge Control)는 공사로 인한 병목구간 상류에서 도로의 운영성

과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합류제어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기합류(Early Merge)

와 정체 상황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지연합류(Late Merge)가 있으며, 최근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을 

운영하는 동적합류제어(Dynamic Merge Control, DMC)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Kang and Chang, 

2009; Yuan et al., 2019). 그러나 심한 정체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합류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무리한 차로변

경이 유발되어 도로 운영효율이 악화되는 등 합류제어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Kang et al., 2006). 

일반차 환경에서는 교통관리전략의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자율협력주행차는 Vehicle-to-Anything (V2X) 

통신을 이용한 고도화된 교통관리전략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다양한 연구가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교통

관리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로변경제어(Lane Change Control, LCC)가 있다(Roncoli 

et al., 2017; Hu and Sun, 2019). 차로변경제어는 병목구간 상류 또는 진출입부의 영향권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주행차량의 차로변경을 유도하여 도로용량 감소를 방지하고 도로의 운영효율을 개선한다(Roncoli et al., 

2017). 특히 병목구간 상류에 운영하는 경우 차량이 대기행렬 후미에 도달하여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차로를 

변경하므로 교통류의 속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 공사구간에 적합하다(Zhang and Ioannou, 2016).

본 연구는 고도화된 전략 운영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동적합류제어와 차로변경제어를 통합

한 교통관리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미시교통시뮬레이션 중 하나인 VISSIM에 구현하였다. 자율협력주행차는 

VISSIM의 모형 파라미터(Driving parameter)를 이용해 모델링하였으며, 변동하는 교통수요에 대해 전략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전략에 따른 도로 운영성 개선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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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고찰

공사구간 부근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합류 및 차로변경은 공사구간 안내판을 설치하는 상류부터 공사구간

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이뤄진다. 이로 인하여 공사구간 상류에 불규칙하게 복수의 병목이 발생하며, 도로의 

운영성과 안전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관리 연구는 교통류의 운영성과 안전성 개선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사구간 상류에서 공사차로의 대기행렬과 용량 감소 예방을 위한 합류제어(Merge 

Control)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합류제어는 대표적으로 조기합류(Early Merge)와 지연합류(Lata Merge)가 

있으며 정적(Static) 방식과 동적(Dynamic)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합류는 공사구간 상류부에서 공사차로 내 차량이 비공사차로로 미리 합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로변

경 및 합류로 인한 속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Kang and Chang, 2009). 조기합류는 일반적으로 소통상황

이 원활한 경우에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McCoy and Pesti, 2001; Yang et al., 2009; Ge and Menendez, 

2013). 지연합류는 공사구간까지 도로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사구간 부근에서 합류를 유도하여 정체가 

발생하는 교통상황에서 대기행렬의 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Walters et al., 2000; Taavola et al., 2003). McCoy 

and Pesti(2001), Meyer(2004)와 Ullman et al.(2014)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지연합류를 운영하

는 동적지연합류(Dynamic Late Merge, DLM)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략 운영 시 혼잡과 지체, 안전성, 

대기행렬 측면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Michigan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합류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가변정보표지판(Variable Message Sign, VMS)으로 zipper merge를 운영하여 공사구간 내 통과교통

량 증가 및 대기행렬 감소를 결과로 제시하였다.

조기합류는 소통상황이 원활한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고, 지연합류는 주로 혼잡한 교통상황에서 통과교통

량 및 통행시간 개선 효과가 나타나므로 전략의 운영기준(Operation Threshold)을 정하면 두 전략을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다. 동적합류제어(Dynamic Merge Control, DMC)는 조기합류와 지연합류의 운영기준을 정하

고 소통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꾸어 운영한다. Kang et al.(2006)은 Maryland DOT의 운영기준인 점유율을 활용

하여 US I-83에서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하였고, 통과교통량과 대기행렬 길이 개선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통수요가 지연합류의 운영기준을 초과하여 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합류를 수행하기 어렵고 

무리한 차로변경이 유발되어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반차(Human-Driven Vehicle) 상황에

서는 교통관리전략의 운영에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차 환경에서는 VMS로 전략 운영정보를 전달하고 운전자의 준수율에 따라 전략의 효과가 달라지지

만, 자율협력주행차(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는 무선통신 기능으로 전략의 정보를 수신하고 높은 전

략 준수율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협력주행차는 일반차 대비 반응속도가 빠르고 주행행태가 일정하여 

교통류의 운영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Van Arem et al., 2006; Shladover et al., 2012), 이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차 환경에서 교통관리전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Subhanka(2018)는 자율협력주행차 도입에 따른 정적 

합류제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Kim et al.(2018)은 자율협력주행차의 시장점유율 100% 환경에서 Maryland 

DOT 방식의 동적지연합류에 조기합류를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에서 분석하여 통과교통량 증

가와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교통류의 특성이 달라짐에도 일반

차 환경과 동일한 운영기준을 사용하여 일부 수요 시나리오에서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V2X 통신기술을 이용한 고도화된 교통관리전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병목구간 상류와 진출입 영향권에 운영하는 차로변경제어(Lane Change Control)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Roncoli et al.(2017)은 시뮬레이션에서 Lane-Change Feedback Control의 효과를 분석하여 평균통행

시간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Zhang and Ioannou(2016)은 차로차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변속도제어(Variab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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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와 차로변경을 통합제어하여 대기행렬과 평균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동적합류제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 적합한 운영기준을 활용하였다.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운영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차로별 교통량을 활용한 차로변경제어를 운영

하였으며, 변동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동적합류와 차로변경 통합제어전략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Ⅲ. 방법론

1. 동 합류  차로변경 통합제어 략

본 연구는 공사로 인해 차로감소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로의 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구간 상류부

에 운영하는 교통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전략은 동적합류와 차로변경을 통합제어한다. 동적합류제어는 공

사구간 상류부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합류 또는 지연합류를 운영하며, 차로변경제어는 공사차로에서 합류

하는 차량을 고려하여 비공사차로의 차량수를 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Fig. 1>과 같이 3

차선 고속도로의 3차로에 공사구간이 존재하여 차로폐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모든 차량은 전략을 

준수한다. 

<Fig. 1> Concept of Integrated Traffic Control Algorithm 

1) 동적합류제어(Dynamic Merge Control, DMC)

동적합류제어는 공사구간 상류의 공사차로에 운영하는 것으로 조기합류와 지연합류가 있다. 소통상황이 

원활할 때는 조기합류로 차량이 대기행렬에 도달하여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합류하게 하고, 정체 수준의 교

통상황에는 지연합류를 통해 도로의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사구간 직전에 비공사차로로 합류하게 한다. 

동적합류제어는 공사구간 상류부 검지기(Vehicle Detector System, VDS)에서 수집되는 점유율을 이용해 교

통상황을 판단하고 합류제어를 결정하며, 합류제어 정보는 자율협력주행차에 통신으로 전달된다. 운영 알고

리즘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략을 운영하는 링크의 집합 에 대해, 
는 링크 에 설치된 검지기

의 1분(∆)마다 측정된 평균 점유율을 의미한다. <Fig. 2(a)>는 기존 동적합류제어로 공사구간 상류부에 위치

한 세 개의 검지기 중 하나 이상의 검지기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검지하는 경우 지연합류를 운영하고, 세 

개의 검지기 모두 5% 미만으로 검지하면 지연합류를 종료하고 조기합류를 운영한다. <Fig. 2(b)>는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동적합류제어로 공사구간 상류에 대해 조기합류를 운영하고(1), 공사구간 상류부의 링크에서 측정

된 점유율이 하나의 검지기라도 기준 점유율( ) 이상일 때 조기합류를 종료하고 지연합류를 운영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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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 then 
  

 ∀∈ ··················································································· (1)

 If 
 ≥  for any , then 

    for ∈ and 
   ·········································· (2)

 여기서,


 링크 에 설치된 검지기의 1분(∆)마다 측정된 시각 의 평균 점유율


조기합류 또는 지연합류를 결정하는 기준 점유율


 링크 의 3차로(공사차로)에서 2차로(비공사차로)로 합류할 차량수


링크 의 3차로(공사차로)상에 존재하는 차량수

전략을 운영하는 링크 집합

(a) DMC (Kim et al., 2018) (b) DMC in this study

<Fig. 2> Dynamic Merge Control Algorithm

기준 점유율은 전략운영 대상 네트워크에 따라 최적값이 달라질 수 있다. 조기합류가 운영되면 공사차로

를 주행하는 차량은 비공사차로로 합류하도록 유도된다. 지연합류가 운영되면 공사차로에 존재하는 차량은 

공사구간 직전까지 해당 차로를 유지하라는 정보를 수신한다. 

2) 차로변경제어(Lane Change Control, LCC)

차로변경제어는 공사구간 상류의 비공사차로에 운영하며, 공사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을 위해 비공사차

로에 충분한 차간 간격을 확보하여 용량 감소를 예방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사차로에 인접한 차로상의 

차량에 차로변경을 유도한다. 차로변경제어는 동적합류제어 정보가 전달되는 시각 에 링크 의 차로상에 존

재하는 차량수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차로변경제어는 공사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수를 고려하여 비공사차로의 차로별 교통량 차이

를 최소화하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하였다. 정수계획법은 결정변수가 정수인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으로 차로를 변경할 차량수를 결정하는 본 문제에 적합하다. 목적함수(3)는 공사구간 상

류부터 공사구간까지 2차로 또는 3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수와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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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전략 운영구간 내에서 2차로로 합류하므로 이와 같은 목적함수로 차로가 

폐쇄되지 않은 1, 2차로 교통량을 균등화하여 운영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결정변수 
는 링크 의 2

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차량수이다.

minimize 
  



 


  






 

 
  



  
  



 
  ······································ (3)

여기서,


 링크 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차량수


 링크 의 2차로 주행을 유지할 차량수


 링크 의 3차로 주행을 유지할 차량수


링크 의 차로상에 존재하는 차량수

공사구간 인접 링크에 대한 가중치
 전략을 운영하는 링크 수

링크에 대한 가중치 는 교통관리를 운영하는 네트워크에 따라 최적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구간 부

근에서 과도한 차로변경의 빈도를 조정한다. 앞서 동적합류제어에서 링크 의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할 차

량수가 결정됨에 따라 3차로 주행을 유지할 차량수도 결정된다(6).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 ······························· (4)


  




 ∀∈ ········································································································ (5)


   

 ∀∈ ·················································································································· (6)

If   
  , then 

   ∀∈ ···································································································· (7)


 

 ≥ ∀∈ ······················································································································· (8)

All variables are integer

목적함수 값이 0과 같거나 작은 것은 2차로 또는 3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수에 비해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공사구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차로별 교통량 불균형과는 다른 형

태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도로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함수는 0과 같거나 큰 값을 가져야 한다

(4). 제약식 (5)는 링크 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차량수가 결정됨에 따라 2차로 주행을 유지할 

차량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수와 기존에 2차로상에 존재하는 

차량수를 고려한다. 정수계획법에서 복수의 최적해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제약식 (7)로 공사 인접구간 대비 

상대적으로 혼잡이 심하지 않은 상류부의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는 해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최적해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차로변경제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2. 분석 툴(Tool)

본 연구의 분석은 미시교통류시뮬레이션 VISSIM과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CPLEX를 이용하였다. 먼저 VISSIM

은 교통류를 구현하며 링크에 설치된 검지기의 평균 점유율 및 차로별 차량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집

된 정보는 본 연구의 동적합류제어 및 차로변경제어 알고리즘에 입력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결정된 동적합

류제어 정보와 CPLEX를 이용해 도출된 차로변경제어의 최적해는 VISSIM에 입력된다. 통합제어전략은 시뮬

레이션 시간으로 1분(∆)마다 위 과정을 반복하여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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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 력주행차 구

본 연구는 승용차 형태의 자율협력주행차만을 투입 차종으로 설정하고, 자율협력주행차는 도로 인프라와

의 V2I, I2V 통신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자율협력주행차의 주행행태는 VISSIM의 차량추종모형과 차로

변경모형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몇몇 연구는 VISSIM의 모형 파라미터(Driving Parameter)를 조정하여 자율

협력주행차의 거동을 구현하였으며(ATKINS, 2016; Aria, 2016), 본 연구는 ATKINS(2016) 연구에서 제시한 레

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차 모형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다(Table 1 참고).

Driving parameter Value

Longitudinal

Standstill distance   0.5

Headway time sec 0.6

Oscillation acceleration  0.4

Standstill acceleration  3.8

Acceleration at 80km/h  1.8

Lateral

Minimum headway (front/rear)   0.2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  30

Minimum time gap sec 2.4

Minimum headway   3.5

<Table 1> Driving Parameter for Level 4 Automated Vehicle

Ⅳ. 시뮬 이션 분석

1. 시뮬 이션 시나리오

본 연구는 VISSIM에 <Fig. 3>과 같이 3차선의 5km 고속도로를 구성하고, 3차로에 위치한 공사구간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차로폐쇄가 발생하는 네트워크에서 동적합류 및 차로변경 통합제어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5km 본선부는 250m 길이의 링크 20개로 이루어지며 모든 링크에 검지기와 통신 인프라가 설치

되어 있어 교통정보 수집과 전략에 대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공사구간은 본선부 2.5km 지점부터 250m 구

간으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10분의 warm-up을 포함하여 120분이며 공사로 인한 차로폐쇄는 20분

부터 60분까지 40분 동안 발생한다.

<Fig. 3> Simulation Network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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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제어전략은 공사구간 시점 기준 상류 2km 구간에 대해 운영된다. 먼저 동적합류제어의 조기합류가 

운영되면 공사구간의 2km 상류지점부터 3차로의 모든 차량에 2차로로의 합류 유도 정보가 전달된다. 지연합

류가 운영되면 공사구간 2km 상류지점부터 3차로의 모든 차량에 차로 유지 정보가 전달되고, 공사구간 직전

에 합류 유도 정보가 전달된다. 차로변경제어는 전략을 운영하는 모든 링크에 대해 차량수 정보를 수집하고, 

도출된 해에 따라 2차로의 모든 차량에 1차로로의 차로변경 유도 또는 주행차로 유지 정보를 전달한다.

투입 교통류율은 정체의 발생, 심화와 해소를 관찰하기 위해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에 제시된 LOS

를 참고하여 시간에 따라 LOS C-D-B-A 순서로 변동되는 교통수요로 결정하였다(Fig. 4 참고). 시나리오는 

<Table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교통관리전략을 운영하지 않는 Case 0과 Kim et al.(2018)이 제안한 동적합류

제어를 운영하는 Case 1, 그리고 본 연구의 동적합류 및 차로변경 통합제어전략을 운영하는 Case 2로 구성하

였다. Case 1은 Kim et al.(2018)의 방식에 따라 공사구간 250m, 500m, 1km 상류지점에 설치된 3개의 검지기

(VDS 1, 2, 4)에서 운영기준인 점유율 데이터를 구득한다. 통합제어전략을 운영하는 Case 2는 전략이 운영되

는 공사구간 상류 2km 구간에 250m 간격으로 설치된 모든 검지기에서 점유율 데이터를 구득하여 합류제어

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적합류제어의 기준 점유율( )과 차로변경제어의 공사구간 인접 링크에 

대한 가중치()는 그리드 서치(Grid search) 방식의 시뮬레이션 반복수행을 거쳐 평균 통행속도를 개선하는 

최적값이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기준 점유율은 26%, 는 7로 결정하였다.

<Fig. 4> Simulation Input Volume

Scenario Description

Case 0 No traffic management control

Case 1 Dynamic merge control

Case 2
Integrated traffic control of dynamic merge and 

lane change

<Table 2> Simulation Scenario

2. 분석결과

1) 네트워크 누적 통과교통량

<Fig. 5>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시간에 따른 네트워크 종료 지점의 누적 통과교통량을 비교한 결과이

다. <Fig. 5(a)>에서 동적합류 및 차로변경 통합제어전략을 운영함으로써 교통류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

해지고 30분부터 90분까지 네크워크 종료 지점에 가장 많은 차량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그래프는 시나리오별 누적 통과교통량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Oblique Count Curve 

(O-curve)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O-curve의 y축 값은 누적 통과교통량에서 시작시각(  ″)부터 시각 까지의 시간과 초기 교통류율()의 

곱을 뺀 값을 의미하며(Cassidy and Rudjanakanoknad, 2005), 교통관리전략에 따른 누적 통과교통량 차이를 분

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Fig. 5(b) 참고). 차로폐쇄가 발생하는 20분까지 세 시나리오의 O-curve의 기울기는 유

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교통류 소통상황이 원활하고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교통관리전략을 운영하지 않은 Case 0과 기존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한 Case 1의 O-curve는 기울기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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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 이는 차로폐쇄로 인해 도로의 용량이 감소하였으며 동적합류제어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였음을 보여준다. Case 1은 43분 이후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나, 이후 66분에 전략을 

운영하지 않은 Case 0의 O-curve가 Case 1의 O-curve를 추월한다. 또한 Case 1은 차로차단이 종료된 이후 다른 

시나리오 대비 교통류의 회복이 느리며 교통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략이 운영되어 불필요한 간

섭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동적합류 및 차로변경을 통합운영한 Case 2의 O-curve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기울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통합제어전략이 도로의 용량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음을 보

여준다. 차로폐쇄가 종료된 이후 Case 2의 O-curve는 Case 0의 O-curve와 유사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88분에 두 

시나리오의 누적 통과교통량이 일치한다. Case 1의 O-curve는 108분 이후 다른 시나리오의 O-curve와 접하여 

동일한 교통량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데 약 20분이 더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별 O-curve 간의 수직 

변위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차량수의 차이로 Case 0과 Case 1은 Case 2 대비 공사시간 동안 공사구간 상류

에 대기행렬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a) Cumulative Count Curve (b) Oblique Count Curve

<Fig. 5> Cumulative Count Curve at the Exit of the Network

2) 상류부 평균속도

<Fig. 6>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시간에 따른 공사구간 상류 검지기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6(a)>는 공사구간 1km 상류에 설치된 검지기(VDS 4)에서 수집된 평균속도이다. 동적합류 및 차로변경 통합

제어전략이 운영되는 경우 공사로 인한 차로차단이 발생한 직후 평균속도가 저하된다. 이는 조기합류 정보

를 수신한 3차로상의 차량이 2차로에 합류하고 일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따라 간섭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략을 운영하지 않은 Case 0과 기존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한 Case 1은 30분부터 속도

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공사차로에 형성된 대기행렬과 정체로 인한 충격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교

통관리전략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20분 동안(40~60분) 평균속도가 약 30km/h로 유지된다. 동적합류제어를 운

영한 경우 평균속도가 최소 40km/h로 감소하지만, 전략에 의한 효과로 속도가 60km/h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이후 속도가 다시 감소하는데, 이는 동적합류제어 운영으로 용량 감소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

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적합류제어와 차로변경제어를 통합운영하는 Case 2는 25분 동

안(35분~60분) 평균속도가 60km/h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공사구간 상류에서 도

로의 운영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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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b)>는 공사구간 250m 상류에 설치된 검지기(VDS 1)에서 수집된 평균속도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차로차단이 발생하면 평균속도가 감소한다. 교통관리전략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평균속도가 급격하게 감소

하여 25분 동안(35~60분) 약 20km/h로 유지되고 60분에 차로차단이 해제됨에 따라 평균속도가 빠르게 회복

된다. 기존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하는 경우 평균속도가 최소 30km/h 수준까지 감소하나 전략의 효과가 나타

나 속도가 60km/h로 회복된다. 반면 동적합류제어와 차로변경제어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차로폐쇄가 발생하

더라도 평균속도가 70km/h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고, 차로차단이 해제된 이후 소통이 원활한 상태로의 속도 

회복이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동적합류제어 대비 통합제어전략의 도로 운영효율 개선 효과

가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사구간에 인접한 링크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a) Speed at 1km upstream of Work Zone (b) Speed at 250m upstream of Work Zone

<Fig. 6> Average Speed at upstream of the Work Zone

3) 교통류율-밀도 그래프

<Fig. 7>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공사구간 상류 링크에서의 5분 집계 교통류율과 밀도를 비교한 결과이

다. <Fig. 7(a)>는 공사구간 시점 기준 1km~750m 상류 링크(Link 4), <Fig. 7(b)>는 공사구간 인접 링크(Link 1)

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사로 인해 차로가 차단되어 정체가 발생하고, 교통류율이 최대 

교통류율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병목구간이 형성되어 도로의 용량이 2차로 수준으로 감소했

기 때문이다. 시나리오별 정체 상황의 교통류율은 유사하나 전략을 운영함으로써 평균속도가 높아졌고, 이는 

앞서 검지기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한다. 전략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사차로에 대기행렬이 형성되

고 다수의 차량이 동시다발적으로 2차로에 합류하며 2차로의 소통상황도 악화되므로, 공사구간 250m 상류 

링크는 1km 상류 링크 대비 정체 상황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기존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한 Case 1에서

는 상류의 소통상황이 원활해질 때까지 지연합류가 운영되며 공사차로에 대기행렬을 형성하여 공사구간 인

접 링크(Link 1)에서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Case 0와 달리 공사구간 직전에 2차로로의 합류가 이루어

지므로 링크의 평균속도는 비교적 높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제어전략을 운영한 경우 공사구간 250m 상

류 링크(Link 1)에서 1km 상류 링크(Link 4) 대비 밀도가 낮았다. 이는 Case 2의 동적합류제어 기준 점유율이 

Case 1에 비해 크므로, 심한 정체에서 지연합류를 운영하고 조기합류로 전환하여 공사차로에 대기행렬이 거

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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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w Rate-Density Curve at Link 4 (1km~750m upstream) (b) Flow Rate-Density Curve at Link 1 (250m~0m upstream)

<Fig. 7> Fundamental Diagram at upstream of the work zone

4) 네트워크 평균통행시간

앞서 동적합류제어 운영 대비 동적합류와 및 차로변경 통합제어전략 운영 시 통과교통량과 지점별 속도 

및 교통류의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별 네트워크 평균통행시간을 비교하였

다. 시뮬레이션 시간(10~120분)과 공사시간 동안(20~60분)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10회 수

행에 따른 기초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략 유무와 상관없이 공사시간의 평균통행

시간이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의 통행시간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적합류 및 차로변

경 통합제어전략을 운영한 경우 통행시간이 2.4초 증가하여 다른 시나리오 대비 공사에 의한 운영성 악화가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한 Case 1, 동적합류제어와 차로변경제어를 통합운영한 Case 2에서 평균통행시간 감

소 효과가 나타났다(Fig. 8 참고). 동적합류제어 운영을 통해 교통관리전략을 운영하지 않은 Case 0 대비 평

균통행시간이 6% 수준인 18초 감소하였다. 그러나 Case 1은 10회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균통행시간의 표준편

Scenario
Average travel time (sec)

During simulation During work time

Case 0 284.20 292.55

Std. 5.82 5.46

Case 1 265.96 272.59

Std. 21.06 23.55

% Diff vs. case 0 6.42 6.82

Case 2 220.21 222.61

Std. 6.43 7.2

% Diff vs. case 0 22.52 23.91

% Diff: Percentage difference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verage Network 

Travel Time

<Fig. 8> Average Network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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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크므로 전략에 의한 운영성 개선 효과의 편차가 크다고 판단된다. 동적합류제어와 차로변경제어를 운

영한 경우 Case 0 대비 평균통행시간이 23% 수준인 64초 감소하였으며, 평균통행시간의 표준편차는 Case 0

과 유사하여 전략에 의한 운영성 개선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서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운영하는 교통관리전략을 개발하였다. 기존 동

적합류제어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협력주행차 환경에 적합한 운영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비공사차로의 차로

별 교통량을 균형화하는 차로변경을 통합제어하였다.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시교통시뮬레이션 

VISSIM에 3차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변동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누적 통과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통관리전략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용

량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전략의 효과로 공사구간 상류부의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정체의 지

속시간이 짧아졌으며 도로의 운영효율이 개선되었다. 네트워크 평균통행시간은 기존 동적합류제어를 운영한 

경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시뮬레이션 반복 수행에 따른 평균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작게 나타나 전

략의 효과가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로 인한 차로폐쇄 시 동적합류와 차로변경의 통합제어

전략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여 도로의 운영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자율협력주행차의 시장보급률에 따라 전략에 의한 도로 운영성 개선 정도가 달라지므로 향후 자율협력주

행차와 일반차의 혼합 교통류(Mixed traffic) 상황에서 전략의 효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차로변경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도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며, 인접 차로의 차간 간격을 고려하여 차로를 변경할 차량을 선택하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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