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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길어깨차로제는 용량 증대,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9월 최초 도입된 이후 시행 구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길어깨는 운전자들

의 시각적 편안함, 위급 시 차량의 대피 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이지만 길어깨차로제의 시

행 시 주행을 위한 공간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안전성 분석과 이동성 분석을 통해 길어깨차로

제의 실시 전·후의 개선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안전성 분석은 비교그룹방법을 통해 길어

깨차로제 시행 구간과 유사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길어깨차로제 

시행 기간 발생한 개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동성 분석은 길

어깨차로제 시행 전·후의 속도와 교통량 변화를 신뢰성 지표를 통해 수치화하여 개선 효과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안전성 분석 결과,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시 교통사고는 일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동성 분석 결과,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으로 통행속도는 첨두시간대에 크게 개

선되며 서행·지체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길어깨차로제, 안전성 분석, 이동성 분석, 비교그룹방법, 신뢰성 지표

pISSN 1738-0774

eISSN 238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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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3.1

Received 26 May 2021

Revised 21 June 2021

Accepted 23 June 2021

ⓒ 2021.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domastic hard shoulder running(HSR) System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since its initial 

implementation in September 2007 with the aim of increasing capacity and resolving congestion. 

Hard Shoulder is used as a space for driver’s visual comfort and a place for vehicles to evacuate 

in case of emergency, but it is replaced by a space for driving when the HSR System is implemented.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effect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HSR system through safety analysis and mobility analysis. The safety analysis analyzed the 

impact of traffic accidents by comparing HSR sections and similar sections. The mobility analysis 

was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effect by quantifying the speed and traffic volume change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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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고속도로의 확장이나 체 노선의 신설은 막 한 비용이 소요되며 장기간의 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국, 독

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기간에 비용을 투자하여 고속도로의 용량(capacity)을 증가시키는 길어깨차로제1)로 이

를 체하고 있다(Kim, 2017).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는 정체 때문에 고속도로 본선의 통행속도가 60km/h 이하로 

떨어지면 길어깨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Hwang and You, 2013).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는 용량 증 를 목

으로 차로 확장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내 2007년 9월 최  시행 이후 지·정체 해소에 큰 효과를 

보아 시행 구간이 차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Bae et al., 2018). 재는 2020년 기  국내 44개 구간 250.38km

를 운  이다.

다만, 본래 길어깨(shoulder)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들의 시각  편안함,  시 차량의 피 장소 등으로 

이용되는 공간이지만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시에는 기존 횡단 폭에 주행 경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차로 폭을 축소(3.6m

에서 3.5m)시키고 길어깨의 본래 기능을 단하기 때문에 주행 안 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Kim, 2017). 

즉, 길어깨 기능의 단과 길어깨차로 개방  폐쇄로 인한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염려

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 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매우 단거리 구간에 하여 일시 으로 용량(capacity)을 확 시키기 

하여 외 으로 시행하는 교통운  략이다. 따라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 안 에 미치는 향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증 와 지정체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실제 교통류의 속도, 

교통량 개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안 성과 이동성 개선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 성 분석은 사 ·

사후 분석 방법  분석 상구간과 유사한 비교 상구간의 교통사고 건수 비교를 통해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비

교그룹방법(comparison-group Method, CG-Method)을 이용하여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 으로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와 부합하는 교통사고 상세 데이터를 통해 교통사고

의 원인이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인 교통사고를 추출하며 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동성 분석은 고속도로의 콘존

(congestion zone)별 구간 속도, 구간 교통량 데이터를 통해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류 흐름의 개선 효과를 

단하고자 한다. 이동성 분석의 교통류 흐름 개선 효과는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후 월의 교통량, 속도 변화를 

Boxplot 그래 로 시각화 한 후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별 서행, 지체시간을 분석한다. 한 통행시간지표(travel time 

index, TTI), 계획통행시간지표(planning time index, PTI), 평균통행시간지수(buffer index, BI), 소통일 성지

수(traffic consistency index, TCI) 등의 신뢰성 지표를 이용해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이동성 개선 효과를 

단하고자 한다.

1) 길어깨차로제는 해외에서 hard shoulder running(HSR)이라 불리우나, 우리나라에서는 lane control 

system(LCS)로도 지칭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길어깨차로제의 영문표기는 독자들이 익숙한 LCS로 함.

and after HSR System implementation. According to safety yanalysis, there is no effect of reducing 

traffic accidents when implementing the HSR System. In mobility analysis, the implementation of 

the HSR System significantly improved the speed of traffic during peak hours and significantly 

reduces slow and delay hours.

Key words : Expressway Lane Control System, Safety Analysis, Mobility Analysis, Comparison 

Group Method, Reliabili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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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   차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길어깨차로제를 운 하고 있는 고속도로 본선구간으로 설정하며, 시간  범 로는 안 성 

분석의 경우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2010년~2019년으로, 이동성 분석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개된 콘

존별 구간 속도, 구간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2010년~2020년까지로 한다.

연구의 차는 <Fig. 1>과 같이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향과 이동성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연

구의 방법  범 를 제시하 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 향 분석과 이동성 분석에 련된 문헌  련 선행연구 

사례를 고찰하 다.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과 교통사고 데이터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비교그룹방법을 용

했으며, 추가 으로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에 부합하는 교통사고의 추출  양상을 분석했다. 한 이동성 분석을 통

해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속도, 교통량의 변화를 시각화하 으며 이동성 개선 단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제시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 다.

<Fig. 1>은 본 연구의 체 인 차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Research Procedure

Ⅱ. 련 이론  연구 고찰

1. 련 이론 고찰

1) 비교그룹방법

사 ·사후 비교 방법은 교통안  개선사업의 효과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며, 교통안  개선사업에 한 미시행 시의 

측 사고 건수와 실제 개선사업 시행 후 사고 건수를 비교하여 효과 정도를 측정한다. 표 인 사 ·사후 방법으로는 

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simple before-after evaluation method), 일 일 비교방법(one to one matching with 

yoked comparison), 비교그룹방법(before-after evaluation with comparison group), 경험  베이지안방법

(before-after evaluation with the bayes approach) 등이 있다(Lee et al., 2007). 사 ·사후 비교 방법의 장·단

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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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Advantages Weekness

Navie 

Before-After 

Method

- Easy to calculate and understand

- Comparison of accidental incidents(difficult to secure 

representation

- regression to the mean bias

Pairwise 

Comparison 

Method

- Required data is well known

- Easy to apply

- Can‘t handle points with zero accidents

- Comparison targets depend on one point and are 

likely to fail

- regression to the mean bias 

Comparison 

Group Method

- To compensate for errors that can occur by selecting one 

point

- Realistically difficult to find comparison poin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 regression to the mean bias 

Empirical Bayes 

Method

- Increase representation of  accidents subject to comparison 

by utilizing SPF by reference group

- No need to find comparison points with similar properties

- Solving regression to the mean bias

- Complex model construction

- Need a lot of data

Source : Park et al.(2006)

<Table 1>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cident Reduction through Pre- and Post- Comparison

그  비교그룹방법은 Hauer(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교통안  개선사업 시행 후 실제 교통사고 건수와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된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Kim et al., 2014). 비교그룹방

법은 사 ·사후 분석 방법  비교 지 을 여러 곳 선택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개선사업이 시행된 분석 상구간과 교

통량  기하구조가 유사한 개선사업 미시행 구간을 비교 상구간으로 선택해 사고 건수를 비교하여 개선사업이 교통안

에 미치는 향을 종합 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비교 상구간은 교통안  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분석 상 도로와 유사한 도로로 선정하며, 개선사업 미시행 비교 상구간의 사고 건수 

증감률을 통해 개선사업 시행 분석 상구간의 미시행 시 사고 건수를 측하며, 이를 통해 개선사업의 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Hauer, 1997). 참고로, 사후시 에서 해당구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정아래

의 측된 교통사고 건수인 를 계산하는 방법은 Kim et al.(2014)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1)

                                      (2) 

+                                 (3)
≃                                 (4)




×










×
                                 (5)

여기서,   : 사후시 에서 해당구간에서 조사된 실제 교통사고 건수

  : 사후시 에서 해당구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정아래의 측된 교통사고 건수

  : 교통사고 감소건수

  : 교통사고 감소율

  : 오즈비(odds ratio)



 : 비교 상 구간의 시행 ·후의 교통사고 비율

{} : 교통사고 감소건수의 분산

{} : 교통사고 감소율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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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상도로의 사  교통사고 건수



 : 분석 상도로의 사후 교통사고 건수



 : 비교 상도로의 사  교통사고 건수



 : 비교 상도로의 사후 교통사고 건수

해당 식에서 산출되는 오즈비(odds ratio)는 교통안  개선사업의 시행 이 과 이후의 사고율을 분석 상구간에서

의 사고와 비교 상구간에서의 사고를 비교하여 계산한 값으로 1.0일 때 교통사고 감소에 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

하며, 1.0보다 클 경우 그 값이 클수록 교통사고 감소에 큰 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Lee et al., 2007).

Hauer의 비교그룹방법을 기반으로 할 시, 분석대상구간의 개선사업 시행 전·후 사고 건수를 분산으로 계산하

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본을 가지기 위해 시행 전·후 15년을 계측한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길어깨차로

제 시행 전·후 3년간의 사고건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신뢰성 지표

신뢰성 지표는 주어진 교통상황 하에서 목 지까지 이동하는데에 통행 시간의 변동분을 설명하며, 추상 인 통행 시

간 신뢰성을 명확하게 표 할 수 있다(Park et al., 2019).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이동성 개선 평가를 해 이

동성 방면의 신뢰성 지표로는 미국 연방도로청의 “고속도로 성과 측정 가이드라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들  통행

시간지표(travel time index, TTI), 계획통행시간지표(planning time index, PTI), 평균통행시간지수(buffer 

index, BI)를 선정하 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활용하는 소통일 성지수(traffic consistency index, 

TCI)를 선정하 다(TRB, 2006; Park et al., 2019; Lee and Kim, 2012). 

TTI는 통행시간지표로 교통혼잡 정도를 계량화하기 해 사용되고 있으며, 평균 통행 시간(average travel time)

을 자유교통류 통행 시간(free flow travel time)으로 나 어서 산출한다. 구간별 자유속도로 주행 시 해당 구간의 통

행 시간과 첨두시 평균 통행 시간의 비를 나타낸다. TTI의 값이 클수록 첨두시 혼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솟값

은 1.0이며 산출식은 식(6)과 같다. 를 들어 TTI 값이 1.2이면 략 으로 혼잡이 없는 비첨두시에 비하여 첨두시에 

통행 시간이 20%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9).

 



··············································································································· (6)

PTI는 계획시간지표로 불리우며, 자유속도 상태 통행 시간 비 95분  통행 시간 비율로, 95분  정시 도착시간을 

계획하는데에 필요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즉 마지막으로 혼잡이 기 된 한계를 과하는 빈도이며, 산출식은 식(7)과 

같다. PTI의 값이 1.0에 가까워질수록 95분  통행 시간이 자유속도 상태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9).










················································································································ (7)

BI는 평균통행시간지수로 PTI-TTI로 계산되며, 분석 상구간의 간 속도와 하  속도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수이

다. 산출 식은 식(8)과 같으며, BI 값이 클수록 편차가 넓어 자유교통류일 때와 첨두시의 속도 편차가 큼을 나타낸다

(Park et al., 201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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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Kim(2012)는 “고속도로 소통 일 성 지수 개발” 연구에서 고속도로 소통 일 성 지수인 TCI를 제시하

다. TCI는 24시간 동안 9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을 경우를 100으로 환산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정체 길이

(km*h)를 차감하여 수화한 지표이다(Lee, 2012). 산출 식은 식(9)와 같으며, TCI가 100 에 가까울수록 혼잡하

지 않은 도로라고 할 수 있다(Ahn et al., 2013).

× 



































 ··········································································································· (9)

여기서,   = 노선명

  = 구간

  = 시간(1,2,3...23,24)

  = 구간 연장 길이(km)

  = 노선의 구간의 시간  평균 속도가 90km/h 미만이면 1, 이상이면 0

2. 련 연구

1) 길어깨차로제

Bae et al.(2008)은 고속도로 상습지정체 구간의 길어깨차로제 시행  효과 연구를 통해 길어깨차로제 최  시행 

1년 후의 교통량, 평균통행속도  지·정체 길이를 비교했으며, 분석 결과 길어깨차로제의 지·정체 감 효과가 탁월하

고, 통행속도 역시 약 20.0km/h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편익이 상당하여 추가 시행이 

기 되나, 안 에 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 상하 다.

Hong(2013)은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인  교통류에 미치는 향분석 연구를 통해 서행 이 상을 분석하 다. 해

당 분석은 시공도 데이터, 속도 데이터를 통해 길어깨차로제 구간뿐만 아니라 인  교통류 변화까지 고려하 다. 분석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이후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연결된 교통류에 서행 이 상이 발생하

으며, 이러한 구간에는 길어깨차로제의 연장을 시행 후 소통이 개선되었다.

Cho(2012)는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 용에 따른 지정체 완화 효과분석을 통해 동선 여주IC→여주분기 을 

상으로 길어깨차로제 시행효과를 분석하 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길어깨차로제 시행효과는 시행 후의 교통량, 

주행속도, 지정체 길이, 편익분석을 통해 분석하 으며,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통안 상 우려를 

해소하기 한 방안을 지속 으로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 다.

2) 안전성 분석

Kim(2017)은 “고속도로 갓길차로의 운 효율성과 안 성 평가 연구”를 통해 길어깨차로제의 빈번한 시행이 안 성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분석은 단순 사고건수 비교방법, 비교그룹방법, 경험  베이즈방법 등을 통해 연구되었

으며, 체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길어깨차로제 운 구간의 안 성을 운 당시 서비스수

(level of service, LOS)과 련지어 분석했으며, 길어깨차로제를 운 할 수 있는 교통상황을 제시하 다.

Lee(2016)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가 교통 안 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효

과를 비교그룹방법으로 검증하 다. 분석 결과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후 29.17%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졸음쉼터의 설치 시 개선방향으로 변속차로 연장 확보, 주차면수 산정기  마련 등을 제시하 다.

Kim et al.(2014)은 “비교그룹방법을 이용한 고속도로 추월차로식 오르막차로 안 성 연구”를 통해 고속도로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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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  인 추월차로식 오르막차로의 설치 ·후 3년 간의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기 로 교통안  시설물의 설치에 따

른 교통안 성 향상 효과를 분석하 다. 비교그룹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교통사고 감소율이 –115%로 교통사고 험

도가 2배 이상 증가하 으며, 교통 안 성 측면에서 취약한 시설물임을 제시하 다.

3) 이동성 분석

Cho(2011)은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 용에 따른 지정체 완화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의 해소를 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 다. 고속도로 차량 검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 VDS)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체 길이의 변화를 분석하 으며, 이동석 분석 측면에서 첨두시간 에는 40%의 교통량이 증가

함을 확인했다. 속도 측면에서는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에서는 지·정체가 해소되었으나, 인  구간에서 정체가 가 되

는 상이 나타나 지·정체 일부가 이후 구간으로 이된 것으로 분석했다.

Ko et al.(2020)는 “고속도로 갓길차로 운  후 소통개선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시공도를 기반으로 길어깨차로

제 운  ·후 효과분석과 도로 축 단  효과분석으로 종합 인 교통 운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고속도로 지·

정체 구간 정체 형성  해소 시 을 비교했으며, 길어깨차로제 운  후 교통정체 해소를 확인하 다. 한 고속도로 

반의 소통 흐름 개선여부를 단하기 해서 축 개념의 소통 분석을 통한 효과 비교를 수행했으며, 통행 시간 감소 

효과를 개선 비율로 제시하 다.

Bae et al.(2008)는 “고속도로 상습지정체 구간의 길어깨차로제 시행  효과 연구”에서 길어깨차로제의 최  도입 

이후 지·정체 길이의 분석, 주행 속도 변화  용량 증  효과를 분석하 다.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 치의 시각화  

통행속도, 지정체 길이를 그래 로 나타냈으며 구간 VDS 데이터를 통해 시공도를 작성하여 지·정체 길이 감소를 시각

화하 다. 연구 결과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류 흐름 개선이 탁월하며, 지·정체 감효과와 통행속도 증가를 

강조하 다.

4) 연구의 차별성

먼 , 안 성 분석과 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사 ·사후 비교방법을 용하 다. 이러한 방법들 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   사후 교통안 성을 비교  합리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교그룹방법을 선택하 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비교그룹방법을 사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용한 것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그룹방법의 용에 있어 비교 상구간의 선정에 연장, 차로 수, AADT, 휴게소 여부, 터  

수 등을 고려하여 분석 상구간과 가장 유사한 비교 상구간을 선정하 으며, 교통사고 건수 계측 시, 체 교통사고 

건수 뿐만이 아닌 경미한 교통사고인 D등  교통사고 건수를 제외한 건수의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 다. 참고로 C등  

교통사고는 부상 1명 이상, 련 차량 3  이상, 교통차단 측면에서 1개 차로 차단 1시간 이상의 교통사로를 말한다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7). 비교그룹방법을 통한 길어깨차로제의 교통사고 향 분석 후 길어깨차로

제를 시행하는 기간  실제 고속도로 교통사고 양상 분석을 통해 길어깨차로제의 안 성을 평가하려 하 다. 

기존 연구는 고속도로의 이동성 평가를 해 속도를 지표로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지표인 TTI, PTI, 

BI, TCI를 통해 이동성 개선을 수치화하 으며 고속도로 교통상황인 서행, 지체 상태의 시간을 계측하여 길어깨차로제

의 시행 ·후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정체시간의 변화를 측하 다.

Ⅲ. 자료 수집  상구간 선정 

1. 자료 수집  가공

1) 길어깨차로제 안전성 분석

교통사고 안 성 분석에 활용한 비교그룹방법은 분석 상구간과 비교 상구간의 교통사고 증감률 비교를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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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간의 교통안  개선사업 효과를 단한다. 분석 상구간과 비교 상구간의 선정을 해 국내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연장, 차로 수, AADT, 휴게소 여부, 터  수 등을 수집하 으며, 이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데이터포털

(“http://data.ex.co.kr/”) 제공 데이터를 활용하 다.

분석 상구간과 비교 상구간의 선정 이후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를 계측하기 해 ‘고속도로 교

통사고 속보자료’를 활용하 으며, 교통사고 발생년도 별로 집계하 다.

수집된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는 LCS ID, 노선명, 방향, 구간, 장비명, 이정, 표출메시지, 변경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이력 데이터는 처리하여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한 시간 를 표시하도록 하 다.

교통사고 양상 분석의 경우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를 통해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한 시간 의 교통사고를 추

출하 다. 따라서 시행 이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길어깨차로제 시행 시간을 도출했으며 교통사고 속보데이터의 ‘사고

발생이정’을 기 으로 시행 이력과 부합하는 교통사고를 추출하 다.

2) 길어깨차로제 이동성 분석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이동성 분석은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시행 ·후 속도 변화와 교통량 변화를 통해 길

어깨차로제 시행의 이동성 개선 여부를 단한다.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속도와 교통량 데이터는 고속도로 공공데

이터포털 제공 데이터를 활용하 다.

2. 상구간 선정 

1) 길어깨차로제 안전성 분석

비교그룹방법을 용하기 한 분석 상구간 선정 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후의 사고 건수를 비교해야 하므로 

2010년~2019년까지 총 44개 구간  시행 년도를 기 으로 시행  3년, 시행 후 3년이 추출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

하 다. 한 분석의 용이성을 해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이 콘존2) 단 로 구분될 것 등을 고려하여 분석 상구간

을 선정하 다. 선정된 분석 상구간은 안성 IC→북천안 IC, 북천안 IC→천안 IC, 하남 JCT→상일 JCT, 학의 JCT

→청계 TG, 동림 IC→서 주 IC로 총 5개 구간이며 <Table 2>와 같다.

Section Direction
length

(km)
Num, of lane Operated Year

Gyeongbu Line
Anseong IC → Bukcheonan IC Busan 11.5 4 2013

Northern Cheonan IC → Cheonan IC Busan 8.3 4 2013

Seoul Ring 

Expressway

Hanam JCT → Sangil JC Toegyewon 0.9 5 2016

Hagui JCT → Cheonggye TG Pangyo 2.1 4 2016

Honam Line Donglim IC→Seogwangju IC Suncheon 2.1 2 2015

<Table 2> Selected Analysis Target Group

비교 상구간은 분석 상구간과의 유사도를 고려해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 구간으로 선정했으며, 

AADT, 휴게소 여부, 터  수 등을 고려하여 분석 상구간 상·하류부 2개의 콘존  가장 유사한 구간을 선택하 다. 

비교 상구간 선정 방법의 시는 동림 IC→서 주 IC의 비교 상구간 선정 과정인 <Table 3>와 같다. 선정된 비교

상구간은 산월 IC→동림 IC이며, 비교 상구간 후보구간  AADT와 연장이 유사하며, 터  유무, 휴게소 유무가 동

일하다.

2) 콘존(congestion zone)은 고속도로 본선의 IC와 IC, IC와 JCT 또는 JCT와 JCT 사이의 구간을 의미함. 대부

분 동일 콘존 내에서의 기하구조 및 교통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교통 분석의 기본 단위로 빈번히 사용됨.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안 성  이동성 분석

Vol.20 No.3 (2021. 6)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9

Analysis Group Candidate for Comparison Group

Donglim IC →

Seogwangju IC

Munheung JC → East 

Gwangju TG

East Gwangju IC → 

Munheung JC

Sanwol IC → 

Dongnim IC

Gwangsan IC → 

Sanwol IC

length 2.1 1.6 1.1 2.4 2.0

No, Lane 2 2 2 2 2

Before AADT 37,774 10,135 11,347 35,877 22,688

After AADT 38,806 25,849 13,301 47,737 21,226

Expressway 

service area
X X X X X

Tunnel 0 0 0 0 0

Selection - X X O X

<Table 3> Example of Comparison Group Selection

최종 으로 선정된 분석 상구간과 비교 상구간은 <Table 4> 와 같다.

Highway Analysis Group Comparison Group

Gyeongbu Line
Anseong IC → Bukcheonan IC Osan IC→ Anseong JC

Northern Cheonan IC → Cheonan IC Cheonan IC → Cheonan JC

Seoul Ring Expressway
Hanam JCT → Sangil JC Sangil IC → Kangil IC

Hagui JCT → Cheonggye TG Pangyo JCT → Cheonggye TG

Honam Line Donglim IC→Seogwangju IC Sanwol IC → Donglim IC

<Table 4> Selected Comparison Group

길어깨차로제 교통사고 양상 분석을 한 상구간 선정은 수집된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하 으며, 분석 상 기간은 부분이 2018년 12월~2019년 12월의 1년 데이터 다. 교통사고 양상 분석을 한 

상 구간은 <Table 5>와 같다. 

Highway
Section

Implementation Period
From To

Gyeongbu Line
Giheung IC Suwon IC 2018.12 ~ 2019.12

Nami JCT Cheongju IC 2019.12

Seoul Ring Expressway

Nooji JCT Gyeyang IC 2018.12 ~ 2019.12

Seoun JCT Jungdong IC 2018.12 ~ 2019.12

Jungdong IC Songnae IC 2018.12 ~ 2019.12

Songnae IC Jungdong IC 2018.12 ~ 2019.12

Jonam JCT Dori JCT 2018.12 ~ 2019.12

Seongnam IC Pangyo JCT 2018.12 ~ 2019.12

West Hanam IC Songpa IC 2018.12 ~ 2019.12

<Table 5> Selected Analysis Targe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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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어깨차로제 이동성 분석

길어깨차로제 운  개시일을 기 으로 ·후 월의 교통류 흐름 개선을 단해야 하므로, 국내 길어깨차로제 운  개

시일이 명확한 구간을 도출하 다.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의 데이터는 2010년 1월부터 공개되어 있으므로, 운

 개시일이 2010년 이후인 구간을 도출했으며, 콘존별로 나 어져 있고, 연장이 1km 이상인 구간을 분석 구간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이동성 분석 상구간은 총 44개 구간  14구간이며, <Table 6>과 같다.

Section Direction length(km)
Operated 

Day

Gyeongbu Line

Cheonan IC → North Cheonan IC Seoul 8.4 2012.07.20

North Cheonan IC → Anseong IC Seoul 11.6 2012.07.20

Anseong Jct → Osan IC Seoul 13.3 2015.07.03

Osan IC → Dongtan Jct Seoul 14.8 2012.09.27

Dongtan Jct → Osan IC Busan 3.9 2011.12.28

Osan IC → Anseong Jct Busan 13.9 2013.09.13

Anseong IC → North Cheonan IC Busan 8.8 2013.09.13

North Cheonan IC → Cheonan IC Busan 8.4 2013.09.13

Seoul Ring Expressway
Hagui Jct→Pyeongchon IC Ilsan 2.9 2010.11.20

Jungdong IC → Seoun Jct Ilsan 2.1 2012.09.06

Yeongdong Line
Munmak IC → Yeoju IC Incheon 20.0 2011.07.20

Yeoju IC → Munmak IC Gangneung 27.5 2013.09.13

Seohaean Expressway West Pyeongtaek JC → West Pyeongtaek IC Mokpo 4.9 2013.02.07

<Table 6> Result of Selected Analysis Target Group

Highway
Section

Implementation Period
From To

Songpa IC West Hanam IC 2018.12 ~ 2019.12

Gangil IC Sangil IC 2018.12 ~ 2019.12

Sangil IC Hanam JCT 2018.12 ~ 2019.12

Gimpo TG Nooji JCT 2019.11 ~ 2019.12

Nooji JCT Gimpo TG 2019.11 ~ 2019.12

Pangyo JCT Seongnam IC 2019.11

Sangil IC Gangil IC 2019.11 ~ 2020.9

Wonju IC Wonju JCT 2018.12 ~ 2019.12
Yeongdong Line

Wonju JCT Wonju IC 2018.12 ~ 2019.12

Namhae 1st Branch Expressway
Naeseo JCT North Daejeon IC 2018.12 ~ 2019.12

East Masan IC Naeseo JCT 2018.12 ~ 2019.12

Honamjiseon Expressway North Daejeon IC Hoedeok JCT 2019.9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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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길어깨차로제 안 성 분석  이동성 분석

1. 안 성 분석

1) 비교그룹방법 적용 결과

선정된 분석 상구간과 비교 상구간에 비교그룹방법을 용하기 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속보자료’에 기록된 해당 

구간의 실 교통사고 건수를 계측하 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속보자료’에 기록된 교통사고  D등 의 교통사고는 경미

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이며, 조사 의 단에 따라 주 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D등 의 교통사고를 

제외한 분석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단했다. 따라서 비교그룹방법의 용에 체사고 건수(A, B, C, D 등 )와 D등  

제외 교통사고 건수로 나 어 분석하 다. 교통사고 건수는 분석 상구간의 운 개시 연도를 기 으로  3년, 후 3년

의 교통사고를 계측하 으며, 계측된 교통사고 건수는 <Table 7>과 같다.

No. Section
Before implementation After implementation

All Exclude D All Exclude D

1
Anseong IC → Bukcheonan IC 61 19 91 63

Osan IC→ Anseong JC 71 27 75 22

2
Northern Cheonan IC → Cheonan IC 63 22 92 63

Cheonan IC → Cheonan JC 45 17 48 25

3
Hanam JCT → Sangil JC 11 3 7 1

Sangil IC → Kangil IC 17 7 10 2

4
Hagui JCT → Cheonggye TG 31 3 31 5

PangyoJCT→CheonggyeTG 18 0 24 4

5
Donglim IC→Seogwangju IC 30 5 28 4

Sanwol IC → Donglim IC 14 5 17 5

<Table 7> Counted Accident Number

계측된 교통사고 건수를 기반으로 비교그룹방법을 용하 으며, 비교그룹방법을 통해 계산된 각 라메타 값들은 

<Table 8>과 같다. 라메터의 값 , 오즈비()가 1.0보다 큰 값이면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1.0보다 작은 값일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안성IC→북천안IC 구간의 분석 결과는 오즈비가 체 사고 건수, D등  제외 사고 건수 모두 1보다 작으며 교통사

고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8>의 결과는 사 , 사후 3년간을 분석했으므로 교통사고 감소건수인 

–27.5() 를 1년 단 로 환산하면 체사고 기  –9.1건, D등  제외 사고 기  –16.0건이므로 개선사업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비교그룹방법을 통해 산출된 사고 교통사고 감소율은 1.4로(표 편차 

0.3) 나타나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단된다.

같은 방법으로 북천안IC→천안IC, 하남JCT→상일JC 구간은 오즈비가 체 교통사고, D등  제외 교통사고 모두 

1.0보다 작으며 교통사고 감소율 역시 1.0보다 큰 값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단된다. 

다만, 학의JCT→청계TG 구간은 체 교통사고, D등  제외 교통사고 모두가 1.0보다 크며 교통사고 감소율이 

0.7, 0.2로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단되었으며 동림IC→서 주IC 구간도 체 교통사고 분석 

시 오즈비가 1.2로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단되었으나 D등  제외 교통사고 분석에서는 교통사고 감소에 효

과가 없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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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간을 통틀어 체 교통사고 건수, D등  제외 교통사고 분석으로 나 어 분석했을 시, 오즈비는 두 분석 모

두 1.0보다 작은 값,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역시 1.0보다 큰 값으로 개선사업의 시행 시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으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No. Section Sortation     




{}

1 Anseong IC → Bukcheonan IC
All 63.5 -27.5 1.4 0.7 1.0 0.3

Exclude D 14.9 -48.1 3.7 0.2 0.8 1.3

2 Northern Cheonan IC → Cheonan IC
All 65.7 -26.3 1.3 0.7 1.0 0.3

Exclude D 30.6 -32.4 1.8 0.5 1.4 0.6

3 Hanam JCT → Sangil JC
All 6.1 -0.9 0.9 0.8 0.6 0.5

Exclude D 0.8 -0.3 0.7 0.4 0.3 0.5

4 HaguiJCT→CheonggyeTG
All 39.2 8.2 0.7 1.2 1.3 0.3

Exclude D 8.0 3.0 0.2 1.5 2.7 0.1

5 Donglim IC→Seogwangju IC
All 34.0 6.0 0.7 1.2 1.1 0.3

Exclude D 4.2 0.2 0.6 0.9 0.8 0.4

6 All Section
All 205.4 -43.6 1.2 0.8 1.1 0.2

Exclude D 52.5 -83.5 2.4 0.4 1.0 0.6

<Table 8> Result of Comparison Group Method

비교분석방법 분석 결과 안성IC→북천안IC, 북천안IC→천안IC, 하남JCT→상일JC, 체 구간은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으며,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의JCT→청계TG, 동림IC

→서 주IC 구간은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고 나타났으며, 동림IC→서 주IC 구간의 D등  

교통사고 분석 시에는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

 분석 상구간  세 구간은 길어깨차로제가 교통사고 감소에 향을 끼치지 않으며 두 구간은 교통사고 감소에 

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체 구간을 고려했을 때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에 향을 끼치지 않는

다고 단된다.

비교그룹방법 용 결과가 다소 혼란스러운 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구간에 한 개별 교통사고 양상 분석을 통하여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가 교통안 에 미치는 향을 보다 세부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교통사고 양상 분석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이력 데이터는 2020년 기  길어깨차로제가 시행 인 총 44개 구간 에서 21개 구간에서 

수집되었다. 수집된 21개 구간의 길어깨차로제 시행 기간은 부분이 2018년 12월~2019년 12월의 1년이었으며, 교

통사고 속보 데이터는 사고발생 시각, 사고발생 노선, 사고발생 이정, 사고 상세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데이

터의 사고 발생 이정  사고 발생 시각을 통해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과 부합하는 교통사고를 추출하 다. 즉, 길어깨

차로제 시행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 다(Yun et al., 2020).

추출 결과 총 15건의 교통사고가 시행 이력에 부합하 다. 추출된 교통사고의 양상 분석을 해, 사고 상세 내용을 

통해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원인인 교통사고만을 추출하 다.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원인인 교통사고의 단 기 은 사고 

발생 지 이 길어깨 인  차로일 것, 교통사고의 원인이 방의 잡물, 방주시태만 등의 이유가 아닐 것, 주행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일 것이었으며 추출 결과 총 1건의 교통사고가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원인인 교통사고로 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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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원인인 교통사고 1건은 3차로 주행  차량이 4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4차로 주행 이던 차

량 좌측 후미를 차량 우측 면부로 추돌하 으며, 사고 충격으로 회 하여 차량 면부로 우측 시설물에 추돌하여 5차

로로 진행해 12시방향에 정차했으며, 4, 5차로에 걸쳐 4시방향으로 정차한 사고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속보 자료와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 시행 이력이 부합하는 교통사고들을 취합하여 길어깨차로

제의 시행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려 했으며, 부합되는 교통사고는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이후 길

어깨차로제 시행이 원인이라고 단되는 교통사고는 총 1건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할 때, 고속도로 길어깨차로제

가 교통안 에 큰 해 요소는 아닌 것으로 단된다. 다만,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별하고 양상

을 분석하기에는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이력이 부족하다고 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인 찰이 필요하다.

2. 이동성 분석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이동성 분석은 속도 분석과 교통량 분석으로 나 어 수행되었다. Boxplot 그래 는 시간

별로 속도, 교통량의 편차가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의 박스 크기 차이를 시각 으로 나타낸다. 한 TTI, PTI는 1.0

에 가까울수록 자유속도상태로 주행함을 의미하며, BI가 작을수록 해당 구간의 속도 편차가 음을 나타낸다. TCI는 

값이 클수록 9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 분석은 총 13구간을 분석하 으며, 천안 IC.→북천안 IC 구간의 분석결과를 시로 서술한다. 먼  통행 속

도 분포를 시간별로 확인하기 해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 월의 시간별 속도 분포를 Boxplot 그래 로 시각화하

다. <Fig. 2>를 참고했을 시, 그래  상의 박스가 커진 시간 인 길어깨차로제 시행  15시~18시의 속도 분포는 최

 27.4km/h에 달할 정도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길어꺠차로제를 시행한 다음 월에는 이러한 정체 패턴이 사라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통혼잡이 시작되는 시 에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한 차로의 용량이 추가됨으로

써 발생되는 효과인 것으로 단된다.

<Before Implement>

<After Implement>

<Fig. 2> Cheonan IC → Bukcheonan IC Speed Boxplo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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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able 9>에서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월의 속도 분포를 최솟값, 75%값, 간값, 25%값, 최댓값으로 나타내어 

확인하 을 때, 길어깨차로제 시행  월의 15시~18시 속도 75%값은 20km/h 이상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me of Day

Before Implementation After Implementation Amount of Change

Min. 

value
75% Median 25%

Max, 

value

Min. 

value
75% Median 25%

Max, 

value

Min. 

value
75% Median 25%

Max, 

value

0 22.6 100.1 102.0 105.9 108.3 73.9 96.3 102.7 104.9 109.1 51.3 -3.8 0.7 -1.0 0.8

1 87.7 98.9 100.9 104.7 109.0 72.4 96.6 102.6 105.0 110.2 -15.3 -2.3 1.7 0.3 1.2

2 73.1 95.4 97.1 99.7 106.3 70.5 94.3 100.2 102.2 108.5 -2.6 -1.1 3.1 2.5 2.2

3 78.4 91.8 92.9 96.2 102.6 71.1 90.9 95.1 99.1 107.5 -7.3 -0.9 2.2 2.9 4.9

4 81.0 90.2 92.3 97.6 105.2 70.7 88.9 92.0 95.4 106.3 -10.3 -1.3 -0.3 -2.2 1.1

5 90.3 96.5 98.1 104.2 110.1 70.0 91.2 93.9 97.3 107.6 -20.3 -5.3 -4.2 -6.9 -2.5

6 96.5 100.6 102.0 107.0 115.1 77.1 97.5 98.3 100.9 111.3 -19.4 -3.1 -3.7 -6.1 -3.8

7 92.6 101.7 103.1 105.4 113.3 84.0 98.8 100.0 101.8 110.5 -8.6 -2.9 -3.1 -3.6 -2.8

8 93.7 103.9 105.0 106.3 111.1 85.5 100.0 101.5 102.4 108.8 -8.2 -3.9 -3.5 -3.9 -2.3

9 91.1 100.9 102.6 104.3 107.7 85.0 97.1 99.4 100.6 104.8 -6.1 -3.8 -3.2 -3.7 -2.9

10 52.0 98.4 101.4 102.3 103.4 68.3 93.5 97.6 99.1 100.7 16.3 -4.9 -3.8 -3.2 -2.7

11 36.8 97.9 100.4 101.6 102.3 38.6 94.1 96.4 98.3 100.3 1.8 -3.8 -4.0 -3.3 -2.0

12 47.7 98.2 100.9 101.7 102.7 30.1 93.4 96.1 97.6 101.3 -17.6 -4.8 -4.8 -4.1 -1.4

13 53.4 97.9 99.5 100.3 102.2 66.8 92.8 96.1 97.1 101.7 13.4 -5.1 -3.4 -3.2 -0.5

14 59.1 93.5 96.5 98.3 100.8 60.1 90.5 93.1 95.2 98.8 1.0 -3.0 -3.4 -3.1 -2.0

15 40.6 67.4 93.3 97.6 100.6 40.5 87.5 93.1 94.4 100.0 -0.1 20.1 -0.2 -3.2 -0.6

16 36.6 56.3 83.4 96.9 100.5 45.9 84.7 92.5 95.2 100.1 9.3 28.4 9.1 -1.7 -0.4

17 27.4 39.5 87.2 101.3 105.0 39.6 93.4 95.7 98.0 101.2 12.2 53.9 8.5 -3.3 -3.8

18 37.8 67.5 100.8 104.3 105.4 33.8 92.9 98.0 99.2 100.9 -4.0 25.4 -2.8 -5.1 -4.5

19 32.9 101.0 102.9 104.8 105.7 68.0 92.7 96.9 99.0 101.7 35.1 -8.3 -6.0 -5.8 -4.0

20 51.6 94.5 98.7 99.9 101.3 72.2 92.6 95.5 97.4 102.3 20.6 -1.9 -3.2 -2.5 1.0

21 33.9 97.0 99.1 100.3 101.2 69.6 94.2 96.7 99.1 104.2 35.7 -2.8 -2.4 -1.2 3.0

22 14.0 98.7 100.8 101.7 104.1 68.4 93.3 99.1 101.0 105.1 54.4 -5.4 -1.7 -0.7 1.0

23 14.1 100.0 102.0 104.1 107.8 63.9 96.0 101.7 103.0 106.9 49.8 -4.0 -0.3 -1.1 -0.9

<Table 9> Cheonan IC → Bukcheonan IC Speed Before and After Hard Shoulder Running implemented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은 80.0km/h 이상인 경우 원활 상태, 80.0km/h 이하는 서행 상태, 40.0km/h 이하는 지체 

상태로 표 한다. 길어깨차로제 이동성 개선 효과 분석을 해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라 한달 내 교통 상황별 시간을 

도출하 으며, <Table 10>으로집계되었다. 분석 결과 각 월별 서행 시간은 약 20시간 감소, 지체 시간은 약 17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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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After Slow Time Delay Time

Before 82.3 21.6

After 60.4 4.0

<Table 10> Comparison of Cheonan IC → Bukcheonan IC Slow-moving and Delay Time 

이후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이동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단되는 바,  TTI, PTI, BI, TCI를 통한 신뢰성 지표 분

석을 통해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이동성 개선에  향을 수치화하 다. 신뢰성 지표 분석은 통상 으로 가장 정체가 

심한 시간 인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나 어 계산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Before/After Time TTI PTI BI TCI

Before

AM on-Peak(7~9) 1.24 1.32 0.08

84.6Off Peak(9~17) 1.30 3.01 1.70

PM on-Peak(17~19) 1.30 3.91 2.61

After

AM on-Peak(7~9) 1.19 1.36 0.17

81.7Off Peak(9~17) 1.26 1.78 0.52

PM on-Peak(17~19) 1.24 1.97 0.73

<Table 11> Result of Cheonan IC → Bukcheonan IC Reliability Indicators

<Fig. 2>로 확인한 정체가 심한 시간 인 9시~17시, 17시~19시의 TTI는 미미하게 감소하 으며, PTI는 큰 폭으

로 감소하 다. 한 교통류 내 속도의 편차인 BI 역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 다. 다만, TCI의 경우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하 다. 이는 길어깨차로제는 고속도로 본선 구간 통행 속도가 80.0km/h 이하일 때에 시행되

므로 90.0km/h 이상의 교통류에는 큰 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교통량 분석의 경우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뚜렷한 교통량 변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통량 변화

량의 확인을 해 시간 별 최솟값, 75%값, 간값, 25%값, 최댓값을 확인하 을 때도, 변화량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교통량 수집 장치가 길어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한 교통량이 집계되지 않

은 것으로 단된다.

<Before Implement>

<After Implement>

<Fig. 3> Cheonan IC → Bukcheonan IC Traffic Boxplo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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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통량 분석에서는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지·정체의 해소되었으며 길어깨로의 통행 차선이 늘어남에도 교통량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길어깨로의 통행 차선은 늘어났지만, 교통량 수집 장치는 길어깨에 설치되

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길어깨차로의 통행 교통량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와 같은 방법으로 13개 구간을 분석했을 시, <Table 1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Section Volume Speed Slow Time Delay Time TTI PTI BI TCI

Cheonan IC → North Cheonan IC Reduc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North Cheonan IC → Anseong IC Reduced Improved Incresed Incresed Incresed Incresed Incresed Reduced

Anseong Jct → Osan IC Incres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Osan IC → Dongtan Jct Similar Similar Reduced Incresed Reduced Incresed Incresed Incresed

Dongtan Jct → Osan IC Reduc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Osan IC → Anseong Jct Similar Improved Reduced Incresed Reduced Incresed Incresed Incresed

Anseong IC → North Cheonan IC Incres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North Cheonan IC → Cheonan IC Incres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Hagui Jct→Pyeongchon IC Reduced Improved Reduced Incresed Similar Incresed Reduced Reduced

Jungdong IC → Seoun Jct Incres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Munmak IC → Yeoju IC Incresed Similar Incresed Incresed Reduced Incresed Incresed Reduced

Yeoju IC → Munmak IC Reduced Improv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West Pyeongtaek JC → 

West Pyeongtaek IC
Similar Similar Reduced Incresed Reduced Reduced Reduced Incresed

<Table 12> Comprehensive Mobility Indicators for Each Section According to Hard Shoulder Running Implementation

종합 으로 살펴보면, 속도 분석의 경우 상  75% 속도를 기 으로 24시간  3시간 이상이 10.0km/h 이상 증가

한 경우 개선되었다고 단했을 때, 분석 상구간  3개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서행  지체시간은 11개 구간에서 서행시간이 감소하 으며, 7개 구간에서 지체시간이 감소하 다. 이는 길어깨

차로의 시행 기  속도와 서행시간 기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뢰성 지표 분석 결과 TTI는 총 11

개 구간에서 감소, PTI는 8개 구간에서 감소하 으며, TCI는 9개 구간에서 증가하 다. 반 으로 신뢰성 지표가 개

선되었으며, 이는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정시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량 분석의 경우 공통 인 패턴이 측되지 않았다. 길어깨차로의 시행으로 인해 주행 차로가 추가되므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되었으나, 교통량 수집 장치는 길어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한 교통량이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3. 분석의 소결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안 성 분석은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과 기하구조, 교통류의 흐름이 유사한 

구간을 선정하여 시행 ·후 3년간의 체 사고건수, A~C등 의 사고 건수로 나 어 비교그룹방법을 용하 다. 분

석결과 총 5개의 분석 상구간  3개 구간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으며, 2개 구간  일부는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체 인 사고 건수는 증가하 고,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한 이후 교

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체 분석 상구간을 상으로 비교그룹방법을 용했을 때에는 개선사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오즈비(odds ratio)가 0.8, 0.4로 모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다. 한 

길어깨차로제 시행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추출하여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양상 변화를 분석하려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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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이 수집된 구간에서 총 15건이 추출되었으며 그  1건이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통사고 양상을 분석하기에 부족하다고 단되었다.

길어깨차로제 시행에 따른 이동성 분석은 길어깨차로제를 시행하는 구간의 시행 ·후 월의 교통량, 속도 데이터 비

교를 통해 분석되었다. 먼 ,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 월의 교통량, 속도를 시각화 한 후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이동성 개선 여부를 단하 으며, 개선 여부 단은 신뢰성 지표인 TTI, PTI, BI, TCI를 이용하 다. 분석 결과 통

행속도의 경우 반 으로 신뢰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해당 구간의 정시성이 증가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길어꺠차로제의 시행으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분석했을 때, 서행시간과 지체시간이 큰 폭

으로 어들었으며, 이는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기  속도가 60.0km/h로 고속도로 본선구간 주행 속도가 지체상태에 

진입하기 에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단되었다. 교통량 분석의 경우 공통 인 패턴이 측되지 않았으며, 이는 교통량 

수집 장치가 길어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한 교통량이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Ⅴ. 결론  향후 연구 과제

길어깨차로제는 2007년 9월 최  시행 이후 지정체 해소에 큰 효과를 보았으며 이후로 시행이 차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본래 길어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이용자들의 시각  편안함,  시 차량의 피 장소 등으로 이용

되는 공간이지만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시에는 주행을 한 공간으로 체된다. 따라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 안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용량 증 와 지정체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실제 교통류의 속도, 

교통량 개선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안 성과 이동성을 분석하 다. 안 성 분석은 길어깨차로제 구간의 시행 ·후 

3년동안 교통사고 건수를 통해 길어깨차로제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향을 단하 으며,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과 부합하는 교통사고를 추출하여 교통사고 양상을 분석하 다. 이동성 분석의 경우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 월의 

구간 교통량, 속도 데이터를 통해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후 통행 속도 변화 추이, 교통량 변화 추이를 시각화, 분석하

으며 신뢰성 지표를 통해 이동성 개선 여부를 단하 다. 

안 성 분석  비교그룹방법 용결과 총 5개의 분석 상구간  3개 구간은 길어깨차로제의 시행이 교통사고 감소

에 향을 끼치지 않으며, 2개의 구간은 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체 구간을 분석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감소

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수는 시행 이후 체 으로 증가했지만, 감소한 구간도 있어 일 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를 통한 교통사고 추출  양상 분석 결과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 

데이터와 부합하는 교통사고는 총 15건이었으며, 그  1건이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단되었다. 길

어깨차로제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별하고 양상을 분석하기에는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이력이 부족하 으며, 

2018년 이 의 길어깨차로제 시행 이력이 있을 시, 양상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동성 분석은 속도 분석의 경우 총 13개의 분석 상구간  3개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속도가 개선되었으며, 

서행시간은 11개 구간에서 감소, 지체시간은 7개 구간에서 감소하 다. 이는 길어깨차로제의 시행 기  속도와 서행시

간 기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길어깨차로제의 실시로 인해 서행시간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지

표의 경우에도 TTI는 총 11개 구간에서 감소, PTI는 총 8개 구간에서 감소, BI는 총 10개 구간에서 감소, TCI는 총9

개 구간에서 증가하 다. 반 으로 신뢰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길어깨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정시

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통량 분석의 경우 길어깨차로제 시행 구간의 공통 인 패턴이 측되지 않았으

며 이는 길어깨차로제가 시행되는 길어깨에 교통량 수집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교통량이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단되었다.

본 분석은 길어깨차로제 시행 ·후를 기 으로 일정기간동안 분석하 으며, 그에 따라 일 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 범 를 확장하 을 시, 더욱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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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분석의 경우 데이터 취득의 한계로 인해 2015년 이  개통한 길어깨차로제 구간을 상으로 하 으므로, 2015년 

이후 개통한 구간에 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교통량 분석 시 길어깨차로에 검지기가 설치된 구간을 상으로 분석

한다면 교통량의 개선 효과에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안 성 분석 결과가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결과는 단순 사고건수에 근거한 비교그룹 방법에서 기

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구간에 하여 분석이 필요하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

여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좀 더 개선된 방법론인 

경험  베이즈기법을 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게 하기 해서는 길어깨차로제가 시행되는 구간들에 한 교통안 성

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를 먼  구축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 성능함수 구첵에 많은 노력

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에 한 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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