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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various types of 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policies are being studied and implemented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pply oriented polic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ddressed issues of effectiveness and
possibl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HOT lane. The possible site of implementation selected for this simulation study is
part of the Kyung-bu freeway, where a dedicated bus lane is currently being operated. Minimum length of distance required in
between interchanges and access points of the HOT lane for vehicles to safely enter and exit the lane, and traffic management
policies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weaving traffic trying to enter and exit the HOT lane were presented. A 5.2km section of
freeway from Ki-heuing IC to Suwon IC and a 8.3km section from Hak-uei JC to Pan-gyo JC have been selected as possible
sites of implementation for the HOT lane, in which congestion occurs regularly due to the high level of travel demand. VIS-
SIM simulation program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HOT lane under the assumption that one-lane HOT lane
has been put into operation in these sections and that the lane change rate were in between 5% to 30%. The results of each pos-
sible scenario have proven that overall travel speed on the general lanes have increased as well by 1.57~2.62km/h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OT lane.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could serve as a basic reference data for possible follow-up
studies on the HOT lane as one effective method of TDM policies. Considering that the bus travel rate would continue increase
and assuming the improvement in travel speed on general lanes, similar case study can be implemented where gaps between
buses on bus lane are available, as a possible alternative of efficient bus lane management policies.

Keywords : high occupancy toll lan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high occupancy
vehicle, system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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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교통시설공급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연구·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선상
에서 현재 국내에 연구된 적이 없는 HOT(High Occupancy Toll) Lane에 대해 국내 도입여부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T Lane의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IC에서 HOT Lane으로 접근까지의 최소차로변경구간과 HOT Lane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일반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들의
엇갈림구간에 대한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HOT Lane의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효과는 평소 교통수요가 많아 상습
적인 정체가 발생되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수원IC 구간(5.2km)과 서울외곽고속도로 학의JC~판교JC(8.3km) 구간에 대해 1
개 차로가 HOT Lane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정하에 차선변경율(5~30%)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VISSIM)을 사용하
여 각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시행 전에 비해 1.57~2.62km/h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
도의 향상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교통수요정책 연구라는 취지에서 국내에서의 연구가 전무한 환경에서 HOT Lane운영이라는
하나의 교통수요관리 정책분석은 향후 유사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버스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버스간의 통행사이에서 여유gap 등이 생기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HOT Lane의 연구가 향후 다른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유용한 버스차로 관리정책대안으로서 구
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HOT 차로, 교통수요관리,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다인승차로, 시스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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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교통수요로 인해 도시교통의 문제가

야기되고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 및 에너지 낭비 등의 직접적인 손실과 대기오염 심화,

운송비용 증가, 교통사고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던 교통시설 공급정책은 공간부족, 재원확보문제,

민원제기 등의 어려움으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연

구·시행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 혼잡통행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교통수요정책 연구의 연장

선상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 시행

되고 있는 HOT(High Occupancy Toll) Lane에 대한 사례

를 검토한 후 국내 도입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HOT

Lane의 경우 기존 다인승차로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일반차

로의 교통 혼잡완화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으

며, 시행효과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HOT Lane의 기

초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교통시설 공급정책의 한계가 많

고, 도시 내 교통수요가 높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연구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교통수요정책의 다양한 연

구 과정 중 국내에서 연구가 전무한 HOT Lane의 대해 이

론적 고찰과 해외사례를 통해 HOT Lane에 대한 연구 자료

의 기초가 되며, 더 나아가 국내에 도입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HOT Lane에 이론적 고찰과 해외사례, 경

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고속도로의 통행량 분석을 통해

HOT Lane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및 국내도입방안을 연구하

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교통수요관리의 개념정립 및 유형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사업은 방

대한 교통투자재원과 시설확보 용지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할 지라도 자연환경의 파괴 및 대기오염 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통시설 공급에 의한 관리정책은 현

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

양한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는 운전자

의 통행행태 변화를 통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1인승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고, 다인승차량(High

Occupancy Vehicle)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서 전체 통행량 수

요를 감소시키고, 도로시설에 대해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킴으

로서 통행속도 증가, 통행비용감소, 교통환경 문제까지 해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1997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와 1단계 사업으로 6개 노선

73.5km에 대해 시행 중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그 대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2 HOT Lane의 이론적 배경

2.2.1 HOT Lane의 정의

HOT(High Occupancy Toll) Lane은 기존의 다인승차로

(High Occupancy Vehicle) Lane의 이용수요가 적은 반면

일반차로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전체의 정체가 가중되는 실

정에서 기존 다인승차로의 이용효율 극대화,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그 목적이 있다. HOT Lane은 다인승차량 혹은 통행

료를 지불한 특정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제한

된 독립차로로 운영된다. 고속도로 중앙에 HOT Lane을 지

정함으로서 HOT 차량들을 다른 교통류와 분리하는 차로운

영방식이다. 이러한 차로운영방식은 통행료 징수 및 최소승

차인원수 제한 등의 관리기법을 통해 해당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혼잡이 극심한

도시지역에서 교통류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또

한, 차량통행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HOV Lane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HOV Lane의 경우 다인승차량들만

이용 가능한 반면 HOT Lane의 경우에는 1인 탑승승용차

(Single Occupancy) 이용자들도 일정한 통행료를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2.2 HOT Lane의 특징

HOT Lane을 일반도로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차등요금제와 차선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차등요금제란

고속도로의 혼잡도나 시간대에 따라 차별화된 통행료를 징

수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첨두시간대에는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여 다인승 차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

들을 다인승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유치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기법이

다. HOT Lane은 높은 서비스 수준의 원활한 내부 교통흐

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차로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차

량의 접근을 제한한다.

① 최소승차인원수 제한

HOT Lane은 최소승차인원수 기준을 만족시키는 다인승차

량들만 무료 혹은 할인의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으며, 1

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에 따른 차등적인 요금을

징수한다. 다인승차량이란 2명에서 3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

한 차량을 지칭한다.

② 요금구조

통행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HOT Lane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의 수를 제한하여 높은 서비스 수준의 교통류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행료는 이용자들의 최대지불의사

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요금구조의 종류에는 고정요금구조,

하루 중 시간대별 요금구조, 동적요금구조 등이 있으며, 이

는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일반적으로 첨두시간

대에는 높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요금구조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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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Lane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

하며, 통행료 정보는 HOT Lane의 출입지점에 설치된 가변

정보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③ 통행료 징수

HOT Lane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도입하여 통행료를 징수한다. 자동요

금징수시스템이란 유료도로 또는 고속도로 상에서 진입 및

진출 시 단거리 전용통신(DSRC :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지국과 차량단말기간의 무선통신에 의해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는 전자카드로부터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최첨단 무정차 통행료 징수방식이다. 따라서 차량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들만 HOT Lane을 이용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일반적으로 HOT Lane의 시점과 종점에 각각 한

개씩의 출입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중간지점에 추

가적인 출입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오직

한정된 수의 출입지점을 설치하고 통행권 분리를 위해 분리

대를 설치하는 방안은 HOT Lane의 내부 교통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기법이다.

2.2.3 HOT Lane의 효과

HOT Lane은 이동성 향상, 통행시간 단축 등의 도시지역

교통운영상태 개선은 물론 새로운 수익원 창출, 환경오염완

화 등의 부수적인 편익을 창출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① 이용자 측면

- 통행시간의 신뢰성 확보, 통행시간 단축

- 인접도로의 교통량을 흡입하여 도시 전체의 교통흐름 및

속도 향상

- 교통축(Corridor)의 이동성 향상

- 1인 탑승승용차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 가능

한 추가적인 통행수단 제공

② 운영자 측면

- 기존 또는 신설된 다인승전용차로의 여유용량(Excess

Capacity) 활용

-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HOV Lane의 경우, HOT

Lane으로 전환시킴으로서 효율성을 증진

-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차로확장 및 운영에 투자될 수

있는 부수적인 수익원 창출

③ 사회적 측면

- 대기오염 감소 및 대중교통, 카풀차량 이용객 수 증가

- 차등요금제를 교통 분야에 적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입증하여 차등요금제의 기타 서비스 분야로의 확

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2.2.4 HOT Lane의 설치계획

HOT Lane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중앙에 설치한다. 설치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시간대와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진행 방향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차선의 형태

로 설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방향 차선의 형태로 설

치하는 것이다. 가변방식으로 설치된 HOT Lane의 횡단면

은 현재 휴스턴의 케이티 고속도로(Katy Freeway) 및 샌

디에고의 15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켈

리포니아의 91번 고속도로의 경우 양방향 차선으로 운영되

고 있다.

2.2.5 HOT Lane의 분리방안

HOT Lane과 일반차로를 분리하는 방안에는 일반적으로

HOT Lane과 일반차로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과,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과는 달리 일정한 폭의 완충지역

(Buffer Zone)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차선표시로 구분하

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운영문제 및 접근 통제 상 고속도로에

는 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분리대는 완충지역을 가로질러 HOT Lane으로 진입하려는

위반차량들로 인한 내부 교통흐름의 방해를 차단하고 이러

한 위반차량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1. HOT Lane 설치형태(가변차선)

그림 2. HOT Lane 설치형태(양방차선)

그림 3. HOT Lane 분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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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OT Lane의 해외사례 분석

2.3.1 켈리포니아 고속도로

1995년 개통된 91 Express Lane은 캘리포니아의 91번

고속도로(State Route 91 : 주도)에 설치된 양방향 2차로

HOT Lane으로 애나하임(Anaheim) 지역의 91번/55번 분기

점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운영되고 있다.

① 운영방법

91 Express Lane을 이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우선 유효

계좌를 신청하고 패스트랙(FasTrak) 차량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3인 이상 탑승차량들은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HOT

Lane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승차인원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정해진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만 전용차

로를 이용할 수 있다.

HOT Lane 개통 초창기 당시, 고정된 통행료를 징수하던

것과는 달리, 현재에는 몇 차례의 통행료 구조 조정 이후,

하루 중에도 오전 및 오후 각 시간대별 교통수요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시간대와 요일별로 최소 $1.00에서 최대

$4.75의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주로 통행수요가 높은

오후 첨두시간대(5시~6시)와 오전 첨두시간대(7시~8시)에 교

통량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최대 요금인 $4.75와 $3.60의

통행료가 각각 부과된다. 

② 시행효과

91 Express Lane의 시행효과로는 통행시간의 신뢰성 확보,

통행시간 단축, 해당 교통축의 이동성 향상 및 부수적인 수

익원 창출 등이 있다. 통행량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통행료 수입 또

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2 샌디에고 고속도로

1996년 개통된 샌디에고의 I-15 Express Lane은 15번 고

속도로(Interstate 15 : 주간(州間)고속도로)에 설치된 2차로

가변방식의 HOT Lane으로 15번/56번 분기점과 15번/163번

분기점을 연결한다. 총 연장길이는 약 12km이며, 일반차로

와의 통행권 분리를 위해 콘크리트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I-15 Express Lane의 탄생배경은 샌디에고 도심지로 이동하

는 통근자들의 카풀차량을 장려하기 위해 1988년 개설된

HOV Lane으로부터 시작되었다. HOV Lane의 용량이 상당

부분 이용되지 않자, 샌디에고 정부기관 협의회(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는 전용차로의 이용률을 증진

시키고 15번 고속도로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의 HOV Lane을 HOT Lane으로 전환시키자는 개선안

을 제안했고, 이는 곧 1996년 HOT Lane의 사업 시행으로

연장되었다.

① 운영방법

2인 이상 탑승차량 및 대중교통차량들은 무료로 HOT

Lane을 이용할 수는 반면, 최소승차인원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정해진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만 전용차

로를 이용할 수 있다.

I-15 Express Lane은 현재 가변차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 교통류 상태가 원활한 경우 최소 $0.50에서 교통 혼잡

이 극심한 첨두시간대에는 최대 $4.00까지 차별화된 요금이

부과된다. 극심한 정체 발생 시, 최대 $8.00의 통행료가 징

수되기도 한다.

② 시행효과

I-15 Express Lane의 운영이 시작된 1996년부터 2006년

까지 I-15 Express Lane을 이용한 전체 차량의 수는 하루

평균 약 9,400대에서 15,600대로 약 66% 증가하였다. I-15

Express Lane의 개통으로 기존의 HOV Lane을 HOT

Lane으로 전환함으로서 상당 부분 이용되지 않던 여유용량

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시행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2.3.3 미네아폴리스 고속도로

2005년 5월 16일 개통된 I-394 MnPass Express Lane은

391번 고속도로(Interstate 394 : 주간(州間)고속도로 394번)

에 설치된 HOT Lane으로 391번/494번 분기점을 시작으로

미네아폴리스 다운타운으로 연결되며, 총 연장길이는 약

그림 4. 캘리포니아 91번 고속도로의 Express Lane

그림 5. 샌디에고 15번 고속도로의 Express Lane

그림 6. 미네아폴리스 I-394 고속도로의 Express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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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km이다. MnPass Express Lane은 애초에 카풀차량, 버스,

오토바이를 위한 HOV Lane으로 계획·설계되었으나, 1992

년 개통 이후 상당부분의 용량이 이용되지 않자 미네소타

교통부 관계자들은 여유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1인 탑승승용차 이용자들도 일정한 통행료를 지불할 경

우 접근을 허용하는 차등요금제를 검토하였고, 2003년

MnPass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었다.

① 운영방법

2인 이상 탑승차량, 대중교통차량, 오토바이는 무료로

HOT Lane을 이용할 수는 반면 최소승차인원수 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정해진 통행료 전액을 지불해야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MnPass Express Lane에는 실시간 교통수요에 따라 차별

화된 통행료를 징수하는 동적요금구조가 적용되고 있으며,

HOT Lane의 혼잡 정도에 따라 최소 $1.00에서 최대

$4.00의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다. 극심한 정체 발생 시, 최

대 $8.00의 통행료가 징수되어 MnPass Express Lane의 통

행속도를 50mph에서 55mph 사이의 자유속도로 유지하지

하고 있다. 

② 시행효과

MnPass Express Lane의 시행효과로는 통행시간의 신뢰성

확보, 통행시간 단축, 해당 교통축의 이동성 향상 및 부수적

인 수익원 창출 등이 있다.

'05~'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MnPass Express Lane의 차

량단말기 판매현황, 통행량, 통행료 수입은 매월 지속적인 상

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대

부분의 이용자들이 HOT Lane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 대중교통 이용자 및 카풀차량 이용자들의 통행의 우선권

을 보장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들에게 빠르고, 신뢰성 높으며, 혼잡 없는 통행수

단을 제공

- I-394 교통축의 운영 효율성 증진

- 최신기술을 적용한 효과적인 전용차선 관리 

- 기존 HOV Lane의 여유용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자본의 낭비 최소화

- 통행료 징수를 통한 부수적인 수익원 창출을 통해 394

번 고속도로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

3. HOT Lane운영에 대한 국내활용방안

HOT Lane을 국내에 도입하기위한 시범구간으로 현재 버스

전용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

상으로 도입노선을 선정하였다. 경부고속도로는 1994년부터

시범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7년 현

재 서초IC~신탄진IC 구간으로 토요일 일부시간(09:00~21:00)

과 일요일 및 공휴일 일부시간(08:00~21:00)에 확대시행 중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경부고속도로의 버

스 및 일반차량의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버스통행량 감

소율이 일반차량 통행량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도 HOT

Lane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경부고속도로 운영현황 및 통행량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준공 후 경부고속도로는

승용차의 대중화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화되면서 지난 1989

년부터 양재~수원 간 8차로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전 구간

에 대한 6~8차로 확장공사가 실시되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994년 추석명절 특별수송

대책의 일환으로 양재IC~신탄진IC 구간의 하행선 134km 구

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후 1995년 2월 4일부터 양재IC~신탄진IC 구간의 주말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되어 9인승 승합차 이

상의 통행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서초IC~

신탄진IC 구간으로 확대시행 중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의 통행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버스

증감률이 -3.91% 감소하고, 일반차량은 -1.80%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3.2 HOT Lane 운영방안

통행료 징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징

수함으로서 차량단말기가 장착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행료징수는 HOT Lane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

표 1. 경부고속도로 차종별 구간 평균 통행량 (대/일·%)

구 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153,440 144,230 143,035 139,591 136,550 136,607 136,369 -1.95

버스 10,838 9,998 8,702 8,046 8,039 8,991 8,529 -3.91

일반차량 142,602 134,232 134,333 131,545 128,511 127,616 127,840 -1.80

주: 경부고속도 통행량은『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산정하였으며, 년도별 증가율을 비교하기 위해 데이터가 미
수집된 구간(반포IC~판교JC)은 제외하였음.

그림 7. 경부고속도로 차종별 통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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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인승 차로의 높은 서비스 수준의 교통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통행료징수 방법에는 고정요금구조 및 시간대별 고정요금

구조가 있으나, 국내의 인프라수준을 감안할 때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동적요금구조를 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적요금구조는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에 따라 차등 지

불함으로서 HOT Lane 진입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고 버스통

행속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다. 

HOT Lane의 정보제공은 운전자가 HOT Lane으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정보제공의 위

치 및 범위를 시인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운전자가 정보

제공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행료 정보표지판은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과

본선 가변에 설치하며, 통행료 정보표지판에 HOT Lane의

통행료를 미리 제공함으로서 HOT Lane의 진입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지점도 IC 진입부 및 본선 도로 가변에 시인

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고, 통행료 정보표지판의 경우 센터에

서 운영함으로 교통류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도 가능할 것이

다. 또한, HOT Lane 상에서도 다음 구간의 통행료 정보와

유출구간 정보, 본선구간 통행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운

전자들이 다음 통행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OT Lane의 통행료 징수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으로 이루

어지므로 위반차량 단속은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으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단

속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HOT Lane에서의 효과적이 유고관리를 위해 전구간의 감

시 장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하며, 비상차량의 접근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도록 HOT Lane과 일반차로의 완충지역에 고

무분리대를 설치하여 유급 시 비상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

게 해야 한다. 

또한, 유고발생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대응요

원들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유고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HOT Lane 시행 효과분석

4.1 분석방법론

4.1.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결정

선정된 분석대상 구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VISSIM을 이용하였다.

VISSIM 프로그램은 행태기반 미시적 모의실험 모형으로

써 교통류를 표현하는 Traffic Simulator(차량추종모형, 차로

변경모형)와 Signal State Generator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모형으로 차량길이, 최대속도 등의 운전자 특성 및 차량 특

성을 반영하며 Wiedemann(1974, 1999)에 의해 개발된

Psyco-Physical 추종행태 모형과 강제 차로변경 모형 등이

적용되어 교통공학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입력자료(기하구조, 교

통량, 차종구성 등)가 요구되며,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선택적

으로 결과자료(통행속도, 차량정보, 링크평가 등)을 도출할

수 있다.

4.1.2 시뮬레이션 대상 네트워크 설정

HOT Lane의 효과분석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과 HOT Lane 도입을 전제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선정하여 대상 네트워크를 설

정하였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기흥IC~수원IC 구간을 선정

하였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학의JC~판교JC 구간을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네트워크 구성방안은 초기 600m 구간은 분리대를 통해

차량의 차선변경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고, 이후 400m의 엇갈

림 구간을 두어 HOT Lane과 일반차로 간 차선변경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엇갈림 구간 이후에 본선구간

에 분리대를 두고, 다시 400m의 엇갈림 구간을 설정하여

차량의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8. HOT Lane 운영방안 그림 9. 대상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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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HOT Lane에서의 ETCS를 통한 통행료 지불은

엇갈림 구간 이후에 설치가 되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첫번째 엇갈림 구간에

서 이미 HOT Lane을 운행하던 버스와 같은 차량은 일반차

로로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엇갈

림 구간에서는 차선변경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4.1.3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대상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 입력 자료인 기

하구조와 교통량 등의 자료는 한국도로공사의 2006년도 고

속도로 교통량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 10월 19일

07:00부터 10월 20일 07:00까지의 24시간 교통량을 사용하

였고, 기하구조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기흥IC~수원IC

5.2km 구간에 대한 자료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1차로와 일반

차로 3차로의 기하구조를 구성하였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학의JC~판교JC 8.3km 구간에 대한 자료를 통해

기하구조를 구성하였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버스교통량

283대/시, 일반차로 교통량 5,914대/시이며, 구간별 요일평균

일교통량의 변화율(토요일 0.97%)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버

스교통량 278대/시, 일반차로 교통량 5,796대/시를 입력 교

통량으로 사용하였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버스교통

량 102대/시, 일반차로 교통량 6,066대/시를 입력 교통량으

로 사용하였다.

4.1.4 분석방법

앞서 설명한 분석대상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수원

IC(5.2km) 구간과 서울외곽고속도로 학의JC~판교JC(8.3km)

구간이며, HOT Lane의 적용을 위해 엇갈림구간 2곳에서

의 차량의 차선변경율을 경부고속도로는 5%, 10%, 15%,

20%, 외곽순환도로는 5%, 10%, 15%, 20%, 30%로의 시

나리오별로 가정하여 운영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

였다.

4.2 HOT Lane 효과분석

시뮬레이션 시간은 3,600초로 동일하게 분석하였고, 차선

변경 차량의 비율에 따라 시뮬레이터 상에 Random Seed

값을 달리하여 각각 5회씩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HOT Lane 시행 전·후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한 척도로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기

본구간의 효과척도인 차로별 밀도(veh/km), 통행속도(km/h),

시간당 통과교통량(veh/h)을 비교하여 각 차로변경 차량의

비율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HOT

Lane의 차선변경율에 따른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대상 네트워크 구성

표 2. 차선변경율에 따른 시나리오 및 교통량 입력(경부고속도로)

차선
변경율

엇갈림구간1 엇갈림구간2

1→1 1→2 2→1 2→2 1→1 1→2 2→1 2→2

현재 278 0 0 5,796 278 0 0 5,796

5% 278 0 290 5,506 539 28 275 5,231

10% 278 0 580 5,216 772 86 522 4,695

15% 278 0 869 4,927 975 172 739 4,188

20% 278 0 1,159 4,637 1,150 287 927 3,709

표 3. 차선변경율에 따른 시나리오 및 교통량 입력(서울외곽고속도로)

차선
변경율

엇갈림구간1 엇갈림구간2

1→1 1→2 2→1 2→2 1→1 1→2 2→1 2→2

버스차로시 102 0 0 6,066 102 0 0 6,066

5% 102 0 303 5,763 385 20 288 5,475

10% 102 0 607 5,459 638 71 546 4,913

15% 102 0 910 5,156 860 152 773 4,383

20% 102 0 1,213 4,853 1,052 263 971 3,882

30% 102 0 1,820 4,246 1,345 577 1,274 2,972

 표 4. HOT Lane의 차선변경율에 따른 시행효과(경부고속도로)

차선
변경율

일반차로 HOT Lane

밀도 속도 교통량 밀도 속도 교통량

현 재 37.90 48.98 1,855 14.64 51.97 241
15% 31.59 49.47 1,558 17.41 51.56 379
10% 27.50 49.70 1,356 19.89 51.24 500
15% 24.06 50.17 1,201 12.31 50.92 617
20% 19.50 50.55 ,1976 13.17 50.84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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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교통시설공급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교통수요관

리 정책이 연구·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화 및 시스템 균형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 연구된 적이 없는 HOT Lane에 대한 국내 도

입여부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T Lane의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IC에

서 HOT Lane으로 접근까지에 최소차로변경구간과 HOT

Lane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일반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들

의 엇갈림구간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HOT Lane의 효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소 교통

수요가 많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되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수원IC 구간(5.2km)과 서울외곽고속도로 학의JC~판교

JC(8.3km) 구간에 대해 1개 차로가 HOT Lane으로 운영되

는 것을 가정하에 차선변경율(5~30%)을 고려하여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VISSIM)을 사용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

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변경율에 따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가

1.57~2.62km/h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통행속도의 차

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엇갈림 구간 400m 이내에서 차선변

경을 하기 위해 엇갈림 이동류 간에 마찰이 발생하여, 엇갈

림 구간 주변에서 차량들의 가·감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효과가 평균통행속도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교통수요정책 연구라는 목

적에서 볼 때 국내에서 연구가 전무한 HOT Lane이라는 하

나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 본 논문이 연구자

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1.통행료 요금에 따라 HOT Lane의 전환율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HOT Lane 도입시 사회적 형평성 즉, 소득이 있는 이용

자만이 이용가능하게 된다는 운영상 문제에 대한 설득 또

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HOT Lane 효과분석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

도로 일부구간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도로 횡단면과

HOT Lane 설치에 따른 차로폭원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항이 미진함으로 향후 이러한 사항까지 고려

하여 면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본 연구에서는 일부 구간에 대한 협소적인 효과를 분석하

였으나, HOT Lane 도입에 따른 전체적인 네트워크 측면

에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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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HOT Lane의 차선변경율에 따른 시행효과(서울외곽고속
도로)

차선
변경율

일반차로 HOT Lane

밀도 속도 교통량 밀도 속도 교통량

현 재 41.80 48.71 2,034 12.07 52.38 ,1108

15% 27.80 49.90 1,373 15.71 51.50 ,1292

10% 23.89 50.21 1,183 19.43 51.11 ,1480

15% 20.12 50.59 1,001 12.39 50.56 ,1624

20% 17.92 50.78 ,1898 15.86 50.22 ,1793

30% 13.01 51.33 ,1658 20.18 49.99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