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Used in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raffic engineering, almost traffic simulation tools have input variable values optimized by
overseas traffic flow attribution because they are almost developed in overseas country. Thus, model calibration appropriated for internal traffic
flow attribution is needed to improve reliability of simulation method.

METHODS : In this study, the traffic flow model calibration is based on expressways. For model calibration, it needs to define each
expressway link according to attribution, thus it is classified by design speed, geometric conditions and number of lanes. And modified
greenshield model is used as traffic flow model.

RESULTS : The result of the traffic model calibration indicates that internal congested density is lower than overseas. And the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link attribution indicates that the more design speed and number of lanes increase, the lower the minimum speed, the
higher the congested density.

CONCLUSIONS : In the traffic simulation tool developed in overseas, the traffic flow is different as design speed and number of lanes, but
road segment don't affect traffic flow. Therefore, these results need to apply reasonably to internal traffic s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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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까지 국내 고속도로 교통운 정책 평가는 데이터

의 부재, 분석도구의 한계 등으로 미시적 관점(micro-

scopic)에서 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개별 도로구간 혹

은 도로축을 단위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교통문제를 인

식하거나 해결하는 방법들이 주로 지점 혹은 축 중심의

접근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 혹은 구간을 개선할 경

우 다른 지점이나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

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점 혹

은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관점

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약 20년동안 ITS 구축사업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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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현재는 전 구간에 차량검지기, VMS 등의 교통관리

시스템(FTMS)이구축완료되었고전구간의교통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외에선 DynaMIT

(Dynamic network assignment for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to Travelers) 및 DYNASMART-P

와 같은 중시적(mesoscopic) 시뮬레이션이 개발되고,

이러한 동적통행배정(dynamic traffic assignment,

이하 DTA) 도구들이 복잡한 교통상황을 재현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그간 국내에선 한계로 인식되었던

네트워크 분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있

다. 특히 중시적 시뮬레이션(mesoscopic simulation)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교통류 정산

(calibration)이 필수적인데 국외에선 이와 관련된 연

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교통류 정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관

측데이터 기반 커브 피팅(curve fitting)이다. 특히 중

시적(mesoscopic) 모형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류 모형

으로 속도- 도 그래프가 주로 사용된다. 초기 연구들

에서는 단일 역(one-regime) 중심으로 모형을 추정

하 으나 최근에는 교통류의 단절점(break point)이

존재하는 다중 역(multi-regime) 중심으로 모형을

추정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모든

링크 및 구간의 특성을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

점의 정산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다. 즉

차로수나 기하구조 등 고속도로 유형에 따라 교통류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국내 고유

의 교통류 특성 값들을 분석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형

을 크게 6개로 구분하여 고속도로 교통류 정산을 수행

하 다.

2. 선행연구고찰

국내 교통류 정산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존재하 으나 최근에는 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의은(2000)은 2000년대 초 국내 고속도로 교통류 특성

을 새롭게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부 고속도로 혹은 유고

나 정체 시 설명력이 높다고 알려진 3 역 교통류 모형

을 설정하 다. 3 역 교통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변환점과 단절점을 분석하 는데 변환점은 한 역에서

속도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나타내며 단절점은 두

역간의 매우 큰 Interval이 발생하는 지점을 나타낸

다. 교통류 특성은 속도- 도 관계로 분석하 으며 각

역의 모형은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 다. 또

한 3 역과 타 모형(Greenshields 모형, Greenberg

모형, Underwood 모형, Edie 모형, Bell 모형)을 비교

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3 역 모형이 현실 묘사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역 모형에 의해 추정

된 매개변수 값은 다음과 같으며, 자유류 속도는

105km/h, 임계속도는 74km/h, 임계 도는 24.37대

/km, 혼잡 도는 103대/km, 정체 역한계속도는

40km/h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 교통류 정산관련 연구는 국내에 비해 다양

하며 관측 데이터의 커브 피팅(curve fitting) 정산방법

이 많은 연구들에 적용되어 왔다. 초기 교통류 정산관련

연구는 링크 성능(Link-performance) 함수정산에 관

한 연구 다.

Van Aerde and Rakha(1995)는 그의 논문에서 플

로리다 올란도 지역 I-4 고속도로 검지기를 활용하여

속도-교통량 프로파일 정산을 기술하 다. 특히 검지기

가 없는 링크는 물리적으로 비슷한 링크의 프로파일을

적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법은 특정한 지점의

링크 특성을 반 한 것이므로 해당 지점의 링크특성과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의 많은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정산과정은 공급변

수의 한 부분, 즉 독립적인 추정에 집중해 왔다. 

Munoz et al.(2004)은 Daganzo의 수정된 셀 트랜스

미션(modified cell transmission)모형을 활용한 반자

동정산방법론을기술하 다. 각각의검지기데이터를기

반으로 속도-교통량 산포도를 피팅한 후 최소자승법을

활용하여 자유류 속도를 산정하 고 검지기가 없는 셀의

경우는보간법을이용하여자유류속도를추정하 다.

또한 많은 거시적 교통류 모형의 적용은 고속도로 축

혹은 구간까지 확대되었다. 

Ngoduy et al.(2004)은 그의 논문에서 네덜란드 A1

고속도로 21km 구간자료를 활용하여 거시교통류 모형

을 정산하 다. 이때 사용한 모형은 수학적 모형인

Payne형 함수(타원형 편미분방정식에서 최대치 원리를

만족)이고 목적함수는 교통량-속도 관측데이터와 추정

데이터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구성하 다.

Sun and Zhou(2005)는 다구간 속도- 도 모형에

서 가장 중요한 단절점(break point)을 통계분석인 군

집분석을 통해 산정하 다. 군집의 수(k)로 구분되는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I-10, US-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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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1604 3개 고속도로의 자유류와 정체상태를 포함

한 10일치 자료를 사용하 다.

Park et al.(2006)은 DynaMIT을 활용하여 버지니

아 햄튼 도로를 구축하고 구간의 속도- 도함수를 추정

하 다. 그들은 실시간 자료(검지기 데이터 및 유고정

보)와 DynaMIT과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테스트 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 교통조건을 추정하고 예측하는

전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산결과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는 속도- 도 관측데이터 피팅에

의한 변수정산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적화 기법을

정산에 적용한 연구도 있다.

Balakrishna et al.(2007)은 교통량, 속도, 도 등의

사용가능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공급 및 수요변수, DTA

모형 입력값 들을 동시에 정산하는 정산체계를 개발했

다. 특히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SPSA 알고리즘

을 사용하 다. 이 정산방법은 모든 구간에서 속도- 도

함수의 변수가 추정되므로 그 변수들로 각각의 네트워크

수준에맞는교통류모형이정산되는장점이있다.

또한 시간 및 공간적(기상 등) 관점에서 교통류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교통류 정산을 활용한 연

구도 있다.

Liu(2010)은 그의 연구에서 기존 그린쉴드(Classical

Modified Greenshields)모형을이용하 는데특징적인

것은 3 역 모형을 추가하여 기존 2 역 속도- 도모형

과 함께 교통류 모형 정산을 수행하 다. Chenhao Liu

는 시간적 교통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의 M25 고

속도로(4차로) 자료를 수집하 다. 교통류 모형 정산에

사용한 자료는 단일지점에서 수집된 15년치 검지기 자료

이며 SAS 프로그램의 PROC 모델을 이용하여 모형 정

산을수행하 다.

Hou et al.(2012)는 기상상황에 따른 교통 예측 시스

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속도- 도모형인 수정된 그린

쉴드(Modified Greenshields)모형을 토대로 교통류

특성 값들을 추정하 고 Dynasmart-P를 이용하여 사

례 검증을 수행하 다. 그의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로부터 정산하는 전과정을 시스템화 하 다. 정산과정

에 따라 수정된 2 역 그린쉴드 모형과 날씨 조절변수

는 미국의 4개 도시(Irvine, Chicago, Salt Lake

City, and Baltimore)를 대상으로 정산을 수행하 다.

논문 분석결과 가시거리와 강수 및 강우량 강도는 자유

류 속도와 용량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로유형 구분

현재 고속도로 유형을 구분하는 공식적인 위계체계는

KTDB의 도로통행비용함수(VDF) 구축에서 사용되는 4

개 등급체계가 있다. KTDB에서는 고속도로를 지역 특

성과 차로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에 따라

도시부와 지방부로 구분하고 차로수는 2차로 이하와 3

차로 이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KTDB의 고속도로 위

계는 정적통행배정 혹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위

한 등급체계는 아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도로 유형에 따라 교통류를 정산

하는 것이므로 도로 유형은 교통류에 향을 미치는 인

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고속도로 교통

류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차량 구성인

데 수집의 한계 및 구분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자에

서 제외하 다. 또한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이 교통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나 분석대상구간인 한국도

로공사 관리구간의 고속도로의 경우 대부분 같은 차로

폭과 측방여퓨폭을 유지하고 있어 이 또한 인자에서 제

외하 다.

도로용량편람(2013)에서는 고속도로 구성요소를 기

본구간, 엇갈림 구간, 연결로 및 연결로 접속부 구간으

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편람에서는 계획 및 설계, 운

분석단계에서 고속도로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구성요소에 따라 교통류 특성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인자로 채택하 다. 그러나 관

측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점이 대부분 기본구간과

연결로 접속부 구간이고 엇갈림구간은 최근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기

본구간과 연결로 접속부 구간으로 고속도로 유형을 구

분하 다.

또한 교통류 특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 차로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차로변경이 교통류 흐름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KTDB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위계체

Table 1. Expressway Link Classification

Design
Speed

Road
segment

Number of 
Lanes

Detailed
Type

100km/h

Basic
Freeway
Segments

≤ 2 1-1-1

3 1-1-2

≥ 4 1-1-3

Freeway
Merge &
Diverge

Segments

≤ 2 1-2-1

3 1-2-2

≥ 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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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차로수를 2차로와 3차로로 구분하 는데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2차로 3차로 4차로 이상으로 세분화

하여 고속도로 유형을 구분하 다.

4. 자료수집 및 가공
4.1. 자료수집

모형 추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고속도로 FTMS

검지기 자료를 활용하 다. 검지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통특성을 고려하 고 고속도로 상습정체구

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또한 기하구조 특

성에 향을 받지 않도록 직선구간이면서 평지구간에

해당하는 지점을 도로유형에 따라 검지기 수집위치를

결정하 다. 수집기간은 정체를 포함한 주말(금∼일)

이다. 기본구간인 1-1-1∼1-1-3은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들의 향이 없는 링크 중간지점의 자료를 수집하

다. 연결로 접속부 구간인 1-2-1∼1-2-3은 도로용

량편람(2012)의 연결로 접속부 기준에 근거하여 접속

부 향권 400m 내 지점의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

한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3년 최근자료까지 다양

한데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 고 그 중 교통량-속도- 도(q-u-k)

산포도가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날짜의 데이터를

선정하 다.

그 결과 2008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12년 10

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13년 05월 17일부터 19일까

지 각각 금, 토. 일 3일치 24시간 데이터를 선정하 다.

10월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년중

10월을 월변동이 가장 적은달로 판단하고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0월 데이터를 분석하 고 5월 데이터

도 10월 데이터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 자료분석에 활

용하 다.

4.2. 자료집계

수집된 자료는 30초 단위의 원시자료이므로 일반적

으로 안정류일 때의 집계단위로 알려져 있는 15분 단위

데이터로 집계하 다. 교통량은 차로별 값들의 합으로,

점유율은 차로별 값들의 평균으로, 속도는 차로별 교통

량 가중치 평균으로 집계하 다.

4.3. 자료변환

도 데이터는 점유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환하

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 차량 길이는 먼저 국토교

통부에서 제시하는 12종에 대하여 대표적인 차종 길이

를 선정하 다(각 차종의 차량 종류 중 중간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표차종으로 함). 선정된 각 차종 길이와 한국

도로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고속도로교통량’의 구간

별 차종별 교통량 자료를 가중 평균하여 노선별 구간별

평균 차량 길이를 산정하 다.

=평균 차량 길이(m) 

= 유효검지 역(1.8×0.9) (m)

도 = 점유율×

Table 2. Study Sites (detector locations)

Detailed
Type Line Segment Direction Distance

(km) Note

1-1-1 Jungbu
Inland

Nakdong JC
- Seonsan IC Yangpyung 133.84 1 data

(2013)

1-1-2

Yeongdong Bukok IC
- N. Suwon IC Gangneung 28.60

3 data
(2008,
2012)

Gyeongbu Mokchun IC
- Cheongju IC Busan 308.10

Seohaean Cheongju IC
- Mokchun IC Seoul 324.10

1-1-3

Yeongdong Icheon IC
- Hobub JC Incheon 74.97

3 data
(2008, 
2012)

Seoul Ring Gimpo IC
- Gimpo TG Ilsan 75.39

Seoul Ring Gyeyang IC
- Seoun JC Ilsan 82.91

1-2-1 Seohaean
Iljik JC

- Gumcheon IC
(Iljik JC Merging)

Gumcheon 336.20 1 data
(2013)

1-2-2

Yeongdong
N. Suwon IC- 
E. Suwon IC

(N. Suwon IC Diverging)
Gangneung 30.60

3 data
(2012,
2013)

Seohaean
Palgok JC

- Maesong IC
(Maesong IC Diverging)

Mokpo 317.30

Seohaean
Palgok JC

- Maesong IC
(Maesong IC Diverging)

Mokpo 317.30

1-2-3

Seoul Ring
Gimpo IC

- Gimpo TG
(Gimpo IC Merging)

Ilsan 75.39

3 data
(2013)

Yeongdong
Icheon IC

- Hobub JC
(Hobub JC Merging)

Gangneung 73.80

Yeongdong
Icheon IC

- Hobub JC
(Hobub JC Merging)

Gangneung 74.00

The chosen sections are weekend recurrent congestion
sections and weekend detector data(2008.10.17.~19,
2012.10.19.~21, 2013. 5.17.~19) was used.



4.4. 자료 필터링

고속도로 FTMS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 오류자

료(In-valid Dat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은 Detector의 결함, 제어기의 결함, 통신선의 결

함 등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2

차의 유효화 과정을 거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가능범위를 넘었을 때 데이

터를 삭제하 고, 두 번째 단계는 속도- 도 교통류 관

계의 가능범위를 넘었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 다.

1) 1차 유효화(데이터 가능범위)

① 0 ≤ 점유율 ≤ 100

② 0 ＜ 속도 ＜ 180

③ 0 ＜ 교통량(30초) ＜ 38

2) 2차 유효화(속도- 도관계 가능범위)

5.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류 모형은 실제 적용성을 고

려하여 Dynasmart-p에 탑재되어 있는 수정된 그린쉴

드 모형(Modified Greenshields)을 사용하 다. 수정

된 그린쉴드 모형은 2개의 역으로 구분되며 1 역은

관측값, 2 역은 모형 추정으로 산정하 다.

1 역 :    =     (관측 자유류 속도)

2 역 : 

: 2 역 정산 시 도가 0일 때의 속도절편 값

: 관측된 최소속도

: 관측된 최대 도(혼잡 도)

: 1 역과 2 역의 최적 단절점 도, 

1 역은 RMSE 값이 최소일 때 2 역은

값이 최대일 때

수정된 그린쉴드(modified greenshields)모형은

도가 2개의 역으로 구분되어 단절점(break point)을

형성한다. 첫 번째 역은 자유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구간이며 두 번째 역은 도가 증가할수록 속도

가 감소하는 구간이다. 먼저 1 역의 경우 자유류 속도

를 추정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A에 해당하는 도인 4

대/km부터 20대/km까지 증가시켜 속도의 평균 값에 대

해 오차의 제곱근(RMSE)이 최소일 때의 도 값을 산

출하 다. 2 역의 경우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R2가 최

대일 때의 도값을 산출하 다. 이 때 2 역에서 추정

된 모형식과 1 역의 자유류 속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단절점 도를 형성하므로 각각의 구분기준에 따라 단

절점 도 값을 산정하 다. 고속도로 기본구간에서는

2차로 일 때 단절점 도가 17.3대/km, 3차로 일 때

17.3대/km, 4차로 일 때 10.3대/km로 나타났으며 연결

로 접속부 구간에서는 13.9대/km, 14.2대/km, 14.1대

/k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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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ta Filtering

Table 3. Data Filtering Values

Density (veh/km) Speed (km/h)

＜`10 ＜`90

＜`15 ＜`85

＜`20 ＜`80

＜`25 ＜`75

＜`30 ＜`70

＜`35 ＜`60

＜`40 ＜`50

＜`45 ＜`40

＜`50 ＜`35

＜`55 ＜`30

＜`60 ＜`25

＜`70 ＜`20

Table 4. Break Point Analysis Results

Type
Break Point Density 

(veh/km)

Basic Freeway 
Segments

Lane 2 17.3

Lane 3 17.3

Lane 4 10.3

Freeway
Merge & 
Diverge 

Segments

Lane 2 13.9

Lane 3 14.2

Lane 4 14.1



모형 추정결과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류 속

도가 기본구간보다 연결로 접속부 향권이 높게 나타

났다. 본 논문에서 추정한 자유류 속도는 도 6 이하

수준 즉 서비스 수준 A일 때의 관측 평균속도를 나타내

므로 자유류 상태에서는 연결로 접속에 따른 향이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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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sic Freeway Segments Model Estimation

Results

(a) Lane 2

(b) Lane 3

(c) Lane 4

Fig. 3 Freeway Merge & Diverge Segments Model

Estimation Results

(a) Lane 2

(b) Lane 3

(c) Lane 4

Fig. 4 Break Point Analysis



6.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기본구간과 연결로 접속부

구간에 대해서 수정된 그린쉴드(modified green

shields)모형을 추정하 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교통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연구에서추정한값들의적합성을검증하기위해선

행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에 따른 추정결과를 비교하 다.

고속도로 기본구간에 대해 혼잡 도와 단절점 도를 비

교한 결과, 혼잡 도의 경우 본 연구는 72.6대/km

~123.9대/km, 이의은(2000) 연구에서는 103대/km,

Mahmassani et al.(2009) 연구에서는 139.7대/km,

Liu(2010) 연구에서는 90.0대/km~125.6대/km로 나타

났다. 단절점 도의 경우 본 연구는 10.3대/km~17.3대

/km, Mahmassani et al.(2009) 연구에서는 6.2대

/km~18.6대/km, Liu(2010) 연구에서는 10.3대

/km~13.0대/km로나타났다.

7. 결론

교통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속도로

의 경우 최소속도는 7.5km/h~25.8km/h로 나타났다.

특히 차로가 증가할수록 최소속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기본구간보다는 연결로 접

속부가 최소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혼잡 도는 72.6~123.9대/km로 나타났다. 특

히 차로수가 증가할수록 혼잡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연결로 접속부 구간이 기본구간

에 비해 혼잡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절점 도는 10.3~17.3대/km로 나타났다.

단절점 도의 경우 기본구간과 연결로 접속부가 정반

대의 추세를 보이는데 기본구간은 차로수가 증가할수록

단절점 도가 감소하며 연결로 접속부의 경우 차로수

가 증가할수록 단절점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구간에서는 2차로가 4차로에 비

해서 자유류 속도를 길게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즉,

안정류에서 혼잡상태로의 변화가 4차로보다 늦게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연결로 접속부 구간의 경

우 2차로가 4차로에 비해 단절점 도가 낮게 나타나는

데 이는 2차로가 4차로에 비해 빨리 혼잡상태로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특성을 교통류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는 것과 특히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많은 중시

적 혹은 미시적 시뮬레이션은 파라메타 정산과정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통류 특성 값이 정의되지 않아

많은 경우 시뮬레이션에 내장된 파라메터 값(default값)

을 사용한다. 실제로 이러한 예측 값은 신뢰성이 떨어지

게 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국적교통류특성을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차로수에 따라 교통류 특성이 달

라지고 특히 혼잡상태를 나타내는 혼잡 도가 기본구간

과 연결로 접속부 향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분석 시 차로수와 구

간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교통류 정산모형은 크게 Greenshield의

모형을 기반으로 발전된 modified Greenshield

model과 Newell의 triangular model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Mahmassani는 modified Greenshield

model이 고속도로 교통류 정산에 더 적합하다고 제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수용하여 modified

Greenshield model을 사용하 다. 따라서 New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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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ibration Results

Basic Freeway 
Segments

Freeway Merge & 
Diverge Segments

Lane 
2

Lane 
3

Lane 
4

Lane 
2

Lane 
3

Lane 
4

Uf
Free Flow 

Speed (km/h) 95.8 98.0 94.3 95.3 104.2 100.7

V0
Minimum 

Speed (km/h) 25.8 25.8 7.5 16.5 12.4 10.2

Kjarn
Congested 

Density(대/km) 72.6 90.8 123.9 84.5 100.4 108.3

Kbp
Cut Vertex

Density(대/km) 17.3 17.3 10.3 13.9 14.2 14.1

Table 6. Comparison of Calibration Results

Kjarn

(Congested
Density, veh/km)

Kbp

(Cut Vertex
Density, veh/km)

Used Model

This study 72.6~123.9 10.3~17.3
modified 

Greenshields 
model

Lee(2000) 103 - 3-regime,
model

Mahmassani
et al.(2009)

139.7 6.2~18.6
modified 

Greenshields 
model

Liu (2010) 90.0~125.6 10.3~13.0
Classical Modified 
Greenshield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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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ular model을 이용한 교통류 특성 분석과 고속

도로 유형 구분에 따른 정산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향후에 연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도시부와 지방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와 비

교해 볼 때 혼잡 도가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국외의 경

우 대부분 3차로 이상의 도시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 으나 본 연구는 2차로와 지방부 고속도로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의 표본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모형을 정산하기 위해 교통류 현상이 잘 나타나는

검지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은 단점이 있어 향후 연구 시 이상적인 q-u-k 산포

도를 나타내는 데이터 표본수를 증가시킬 경우 좀 더 유

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알림:̀̀이 논문은 한국도로학회 2013년 제15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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