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황별 고속도로 통행시간신뢰도 지표 특성분석
한동희1․이숭봉2

*

1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2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원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ighway Travel Time Reliability Index
HAN, Dong Hee․LEE, Soong Bong*
1

Transport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Gyenggi-do 445-812, Korea

2

Transport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Gyenggi-do 445-812, Korea

Abstract
최근 일상적인 지정체에 대한 정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예측 가능한 통행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로통행의 신뢰도 및 정시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운영방안이나 교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며,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개별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신뢰도가 교통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
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하여 고속도로구간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의
첨두시 교통상황에서 구간별 통행시간 신뢰도지표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량과 속도 등으로 표현되는 교통상황의 특성과 통
행시간 신뢰도 지표값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로 운영자 측면에서 각각의 지표값이 갖는 의미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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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의 고속도로는 국가계획에 따라 그 경제적 타당성 측
면에 입각하여 건설되어 왔으며 운영적 측면에서의 주요 관점은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소통
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대도시권의 경우
도로용량증대의 물리적인 한계와 첨두시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수
요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운전자들에게 인식되
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에게는 통행의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
지만 자신이 정체를 감안하고 설정한 목표시간에 과연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받아 들여 지는 상황이다.
도로교통의 통행시간 신뢰도는 운전자들이 통행에 할애하는
시간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운전자는 통행 시 도착시
간에 늦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유시간을 할애하는데 이 여유분
의 시간에 대한 경제학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통행의 신뢰도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연구사례에서는 신뢰도가 운전자들의 행태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통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할
애하는 여유시간, 즉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간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도는 운전자의 출발시간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통행패턴, 통행행태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통행신뢰도는 도로교통의 운영측면
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통행시간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도로의 통행시간 신뢰도를 세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통행시간 신뢰도는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통행시간의 변동
성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
이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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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운영개선과 통행시간신뢰도간의
예측 가능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부 고속도
로구간의 교통상황별 통행시간 분포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도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속도로상의 통행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비반복적인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과 최종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분석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통
행시간 신뢰도와 교통운영개선 측면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한 측면에서 신뢰도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통행시간 신뢰도 관련 기존 연구 고찰
1. 통행시간 신뢰도 관련 연구
통행시간 신뢰도는 기존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Wakabayshi(1992)는 통행시간 신뢰도를 통행자에게 제공되는
통행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로 정의하였고, 장
수은(2008)은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시간 정시성과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포괄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으로 지칭하였다.
유정훈(2012)은 통행자가 예측하기 힘든 통행시간의 변동을 설명
하는 개념으로 현재 교통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성능
지표로 도입하였다. 즉, 통행시간 신뢰성(Travel Time Reliability)은
일정한 구간에서 통행시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통행시간 신뢰도
는 교통서비스의 주요 척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평가방법의 모호
함으로 인해 정책 반영사례는 적었다.
국내에서 도로 통행시간 신뢰도․변동성을 측정한 연구로 한
국도로공사(2013), 『고속도로 통행시간가치 분석 및 효과평가
연구』는 연속류의 특성상 일반도로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되
는 고속도로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투
자평가의 평가방법 및 편익항목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신뢰도 지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도
로의 2012년 1년 간의 VDS 이력자료를 활용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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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도로청(FHWA)에서는 도로안전 증대, 노후 교통기
반시설 개선,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2 (SHRP2) 연구를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 중
통행시간 신뢰도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26개의 프로젝트가 2007
∼201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SHRP2 L02(2013)는 통행시간 신뢰도 모니터링체계는 통행
시간 측정(Measure), 신뢰도 특성 분석(Characterize), 신뢰도 변
동요인 파악(Identify), 신뢰도 변동요인 영향(Understand)의 4가
지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였고, 통행시간 신뢰도 측정 지
표로서 Planning Time, Buffer index 등을 제시하였으며 통행목
적별로 지표를 제시하였다.
영국의 SDG(1993)는 통행시간 변동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한 연구로, 런던 북부 순환도로에서 측
정된 통행시간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변동성 지표로
이용하였다. Department of Transport(2014)는 신뢰도(Reliability)
를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통행시간의 변동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승용차 통행의 경우 신뢰도 측정지표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채택하였다.
통행시간 신뢰도의 지표로는 EU국가들은 표준편차, 미국에
서는 Buffer Index를 주로 활용하였고, 통행시간 신뢰도를 모
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는 SHRP2에서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HWA(2011)에서는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 몇몇 통계치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통계치
는 정책결정자, 일반인 등 비전문가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 도착한 통행시간과 늦게 도착한 통행시간
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로써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2.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통행시간 변동성․신뢰성의 주요 측정 지표
자료: SHRP-2 L02(2014),『Handbook for Communicating Travel
Time Reliability Through Graphics and Tables』. 외 수정 보완

표 2. 통행시간 변동성․신뢰성의 주요 측정 지표산식
Index
Travel Time Index
Planning Time
Planning Time Index
Buffer Time
Buffer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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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ery Index
On-Time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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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시간의 z-th percentile 값
    : 자유교통류 속도
자료: Lint, Zuylennd Tu(2008),『Travel Time Unreliability on Freeways: Why
Measures Based on Variance Tell only half the Story』. 외 수정 보완

표 1. 통행시간 변동성․신뢰성의 주요 측정 지표
지표

설명

통행시간지수(Tra -평균통행시간이 이상적인 교통상황(자유교통류 상태)
vel Time Index) 대비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상대적 크기
-통행에서 통행시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시도착을
완충시간
위해 필요한 추가시간 또는 여유시간
(Buffer Time) ※ 완충시간 30분 : 평균 30분인 경우 정시 도착을
위해 30분의 완충시간 필요
-정시도착을 위한 시간비율 의미
완충지수
※ 완충지수 50% : 평균 통행시간이 30분인 경우 정
(Buffer Index)
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5분의 완충시간필요
-정시도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통행시간
통행계획시간
-95%의 정시도착을 위해서는 통행시간이 작은 것부터
(Planning Time)
누적하여 95% 통행시간들을 포괄하는 시간 의미
-정시도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통행시간이
통행계획시간지수 이상적인 교통상황(자유교통류 상태) 대비 얼마나 더
(Planning Time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를 상대적 크기
Index)
※ 통행계획시간지수는 150 : 자유류에서 30분이 걸리면
정시에 도착을 위해 45분이 필요함을 의미
지각통행
(Tardy Trip)

Ⅲ.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분석
1.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하
였고, 고속도로구간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의 첨두시 교통상황
에서 구간별 통행시간 신뢰도지표를 산정하였다
통행신뢰도 지표는 영동선(강릉방향)을 대상으로 2011∼2013
년의 3년치의 VDS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4개의 세부 구
간(안산JC∼둔대JC, 북수원IC∼동수원IC, 이천IC∼여주JC, 여주
JC∼문막IC)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지표는 기존 문헌에서 신뢰성 지표로 주로 제공하고 있는
Buffer Index, Travel Index, Planning Index, Standard Deviation
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통행시간은 상대적인 비교를 위
하여 km당 통행시간 단위를 사용하였다.

-전체 통행의 평균통행시간(또는 중앙값)과 일정수준
이상 늦은 통행의 평균통행시간 간의 차이

지각통행지수
-지각통행시간을 평균통행시간(또는 중앙값)으로 나눈
(Misery Index) 상대적인 크기
정시율
(On-Time
Arrival)

-전체 통행량 중 통행시간이 평균 또는 중앙값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통행량의 비율(%)
※ 평균 50분, 정시도착 기준을 평균통행시간의 110%
(55분)일대 정시율이 90%라면 10번 중 9번의 통행
은 5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그림 2. 분석대상구간(영동고속도로)

416 대한교통학회 제71회 학술발표회 (2014. 9. 18 - 19)

분석대상 구간의 요일별/교통상황별 교통량, 속도 현황은 다
음과 같다.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
일에 소통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전첨두
시의 소통상태가 30km/h 이하로 정체상황이 심각하다. 안산JC~
둔대JC 구간도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80km/h이하로 소
통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천IC∼여주JC, 여주JC∼문막IC 구간은
토요일 오전 첨두시에만 정체가 발생하는 유사한 통행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분석대상 구간의 요일별/교통상황별 통행특성
구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첨두 첨두 첨두 첨두 첨두 첨두

그림 5 신뢰성지표 분석결과 (이천IC~여주JC)

교통량
(대/차로) 1,097 1,036 1,132 1,065 866 950
속도
(km/h) 78.9 73.4 67.0 79.3 92.5 87.4
교통량
(대/차로) 1,256 1,211 1,231 1,189 1,188 1,153
북수원IC∼동수원IC
속도
(km/h) 28.8 59.2 28.6 42.6 82.0 81.5
교통량
(대/차로) 777 608 1,297 966 905 720
이천IC∼여주JC
속도
(km/h) 96.3 95.0 65.4 94.1 93.1 98.9
교통량
(대/차로) 738 633 1315 1,122 961 776
여주JC∼문막IC
속도
(km/h) 95.8 95.2 69.9 81.7 95.6 96.8
안산JC∼둔대JC

그림 6 신뢰성지표 분석결과 (여주JC∼문막IC)

2.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분석
영동선의 4개 구간의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산정결과, 구간별로,
교통상황별로 통행시간의 신뢰도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어떤 구간의 통행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은 특정 교통상황(요일, 시간대)이 전제되었을 때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간별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의 산정결과를 분석하면, 평일/
주말, 오전/오후 첨두시간 분석결과 구간별로 통행특성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선 강릉방향의 경우 토요일 오전첨
두시에 통행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북수원IC∼
동수원IC 구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토요일 오전첨두에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은 정시도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통행시간을 나타내는 Planning
Time Index 값이 약 6.0으로 이상적인 상황(자유교통류상태)
대비 약 6배의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 4∼6>은 구간별 통행특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통행특성 지표(안산JC~둔대JC)
평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Average Speed (km/h) 78.9 73.4
Average Volume (대) 1097 1036
Average Travel Time (초/km) 45.6 49.0
Buffer Time (초/km)
9.2 25.2
Planning Time (초/km) 54.8 74.2
Standard Deviation 13.1 15.6
Travel Time Index
1.3
1.4
Buffer Time Index
0.2
0.5
Planning Time Index 1.5
2.1
지표

그림 3. 신뢰성지표 분석결과 (안산JC~둔대JC)

토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67.0 79.3
1132 1065
53.8 45.4
65.2 25.1
118.9 70.5
25.5 13.2
1.5
1.3
1.2
0.6
3.3
2.0

일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92.5 87.4
866 950
38.9 41.2
5.2
5.2
44.1 46.4
3.3
6.7
1.1
1.1
0.1
0.1
1.2
1.3

표 5 통행특성 지표(북수원IC~동수원IC)
평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Average Speed (km/h) 28.8 59.2
Average Volume (대) 1,256 1,211
Average Travel Time (초/km) 124.9 60.8
Buffer Time (초/km) 75.9 107.8
Planning Time (초/km) 200.9 168.6
Standard Deviation 49.6 40.2
Travel Time Index
3.5
1.7
Buffer Time Index
0.6
1.8
Planning Time Index 5.6
4.7
지표

그림 4 신뢰성지표 분석결과 (북수원IC~동수원IC)

토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28.6 42.6
1,231 1,189
126.0 84.5
89.3 120.2
215.3 204.7
57.1 55.8
3.5
2.3
0.7
1.4
6.0
5.7

일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82.0 81.5
1,188 1,153
43.9 44.2
43.3 40.5
87.2 84.7
28.3 25.1
1.2
1.2
1.0
0.9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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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행특성 지표(여주JC∼문막JC)
지표
Average Speed (km/h)
Average Volume (대)
Average Travel Time (초/km)
Buffer Time (초/km)
Planning Time (초/km)
Standard Deviation
Travel Time Index
Buffer Time Index
Planning Time Index

평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토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일요일
오전 오후
첨두 첨두

95.8 95.2 69.9 81.7 95.6 96.8
738 633 1315 1122 961 776
37.6 37.8 51.5 44.1 37.7 37.2
3.7
4.9 42.1 31.8 9.7
4.5
41.3 42.7 93.6 75.8 47.4 41.7
7.8
7.6 19.4 17.4 6.2
8.3
1.0
1.1
1.4
1.2
1.0
1.0
0.1
0.1
0.8
0.7
0.3
0.1
1.1
1.2
2.6
2.1
1.3
1.2

안산JC~둔대JC 구간의 평일 오후 첨두와 토요일 오전 첨두의
평균속도는 각각 73.4km/h와 67.0km/h로 약 6.4km/h의 속
도차이가 발생한다. 기존의 교통특성 자료 분석으로는 토요일 오
전첨두시 약간 속도가 낮은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즉 두 상황
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Buffer Time의 경
우 평일오후첨두시 25.2초/km이며 토요일 오후 첨두시 65.2초
/km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도로 통행의 신뢰도에서는 큰 차이
가 발생한다.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의 토요일 오전첨두와 오후첨두를 비
교하면 통행속도는 오전이 28.6km/h 오후가 42.6km/h로 나타
났다. 그러나 통행신뢰도 지표를 비교하면 Travel Time Index
는 오전이 3.5, 오후가 2.3인 반면 Buffer Index는 오전이 0.7
오후가 1.4로 분석되어 증감의 형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산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속도, 교통량으로 분석한 교통상황은
교통신뢰도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의 특성도 해당 구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특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교통상
황의 변화, 대상구간의 도로기하구조 요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
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도로구간에서의 통행신뢰도 지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일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주JC∼문막JC 구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심한 정체를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토요일 오전/오후 첨두시의 통행분포를 살펴보면
오전첨두가 평균통행속도가 낮으며,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값
도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후에 비하여 오전에는 운전자
들이 정시에 도착하기 위한 완충시간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4개 구간의 통행시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
의 경우는 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크며 통행시간의 분포가 넓은 시
간대 범위에서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7. 통행시간 분포(안산JC~둔대JC : 평일 오전첨두)

그림 8. 통행시간 분포(안산JC~둔대JC : 평일 오후첨두)

3. 통행시간 분포 분석
안산JC∼둔대JC구간 평일의 경우 평균속도에 따른 통행시간은
오전/오후 첨두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교통계획시간 지표인
Planning Time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
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표준편차의 경우도 오후 첨두가 오전
첨두에 비하여 약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후 첨두에는
통행시간의 변동성으로 인해 정시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완충시간(Buffer Time)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산JC∼둔대JC 구간은 고속도로의 정체기준인 40km/h 이
하로 주행하는 시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은 영동선의 대표적인 정체구간 중의
하나이다. 요일별로 통행여건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의 경우가 정
체 및 신뢰성 지표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세부적으로 통
행시간 분포를 분석하였다.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의 토요일 오전 첨두의 경우 평균통
행속도가 약 28.7km/h로 정체가 매우 심각하다. 통행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Planning Time이 215초/km로 안산JC∼둔대JC 구간과
비교하여 매우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동성 지표
인 표준편차의 경우도 안산JC∼둔대JC 구간에 비해 약 4배 큰 값
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은 통행
변동성으로 인해 통행시간 신뢰성이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즉, 상
습정체구간인 경우 통행시간 분포가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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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통행시간 분포(북수원IC~동수원IC : 토요일 오전첨두)

그림 10. 통행시간 분포(북수원IC~동수원IC : 토요일 오후첨두)

표값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통행속도와 비교하여 변화되는
신뢰도 지표의 형태 역시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밝혔듯이 어떤 특정 구간에서 산정되는 통행신뢰도 지표
값의 특성은 통행속도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한 분
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행신뢰도 지표를 이용한 교통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교통정보 제공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통행시간 분포(여주JC~문막JC : 토요일 오전첨두)

그림 13. 통행시간 신뢰성지표(안산JC~둔대JC, 금요일)

그림 12. 통행시간 분포(여주JC~문막JC : 토요일 오후첨두)

4. 시간대별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분석
위의 분석에서 통행시간 분포를 분석했던 3개 구간(안산JC∼
둔대JC, 북수원IC∼동수원IC, 여주JC∼문막IC)에 대해서 시간
대별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 및 통행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교통량과 속도 등으로 표현되는 교통상황의 특성과 통
행시간 신뢰도 지표값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지표값이 갖
는 의미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산JC∼둔대JC 구간의 금요일 통행시간 분포는 08∼13시, 18
∼20시에 통행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속도와 신뢰
성 지표와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통행속도가 감소되는 지
점의 신뢰성지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14∼16시의 경우
통행속도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신뢰성 지표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수원IC∼동수원IC 구간의 토요일 통행시간 분포는 06∼19시
까지 13시간 동안 통행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통
행속도도 30km/h대로 낮은 정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JC∼문막IC 구간의 토요일 통행시간 분포는 10∼18시 까지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지표 역시 해당시간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통행시간 신뢰도지표 분석결과 운전자들이 경험하
는 통행시간은 같은 구간·요일·시간대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값이
아닌 다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통행속도와
신뢰도 지표를 상호 비교해본 결과 두 지표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에서
는 신뢰도 지표의 값도 큰 값을 갖고, 지표들에 대한 분포형태도
반비례 형태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관적으로 해당 구간에서의 통행속도 변화와 통행신뢰도 지
표의 증감이 유사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비교해보면 또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14, 1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통행속도
에서도 Travel Time Index와 Buffer Time은 구간마다 서로
다르게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에서 통행속도
70km/h에서의 통행신뢰도 지표값과 그림 14에서의 산정된 지

그림 14. 통행시간 신뢰성지표(북수원IC~동수원IC, 토요일)

그림 15. 통행시간 신뢰성지표(여주JC~문막IC, 토요일)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하
여 고속도로구간(영동선)을 대상으로 평일과 주말의 첨두시 교
통상황에서 구간별 통행시간 신뢰도지표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
해 교통량과 속도 등으로 표현되는 교통상황의 특성과 통행시간
신뢰도 지표값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기존의 교통상황의 변화에 따른 통행속
도 등 교통특성의 변화와 통행신뢰도 지표값의 변화는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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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변화와 통행신뢰도 지표값의 변화는 도로구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구간이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Travel Time Index와 Buffer
Time Index 값의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게 산정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를 고려할 때, 도로구간별 통행신뢰도 지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의 속도, 교통량 등의 교통자료 만으로는 파악
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행신뢰도 지표값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검
토와 기존 교통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통행신뢰도 지표를 통한 비반복적 교통
정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최종적으
로 도로통행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운영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 이외에도 도로통행의 신뢰도 관련연구는 여러 가지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다. 도로통행에 대한 운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행변동성의 절대적인 크기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신뢰
도 기반의 정보의 제공은 운전자에게 사전에 교통상황을 인지시
켜 통행의 비효율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는 도로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효과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평균교통량(AADT)에 기초
한 도로 투자의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특정요일, 특정시간대(첨
두시)에 집중되는 교통량에 따른 비반복 정체에 대한 반영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
면이 있다. 그러나 통행자들이 체감하는 도로구간의 서비스 수준
은 평균적인 상황보다 변동성에 의해서 경험한 상황이 더 크게 작
용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보다 효
율적인 도로투자 사업 선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행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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