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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남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간인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례 구간으로
선정해 통행시간 최적화를 위한 통행료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동대구 JC로 들어오는 차량의 두 경로 상으로의 분배 비율은
통행시간과 통행료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각 IC에서 출발해 목적지로 도착한 TCS 데이터를 수집해 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구
간에 대한 통행배정모형을 도출했다. 사례 연구 구간에 대한 VDS 및 TCS 데이터를 이용해 CTM을 제작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
작했다. 국내 램프 상 VDS 데이터의 부재로 TCS 데이터를 이용해 진입 및 진출 교통량을 계산했으며, VDS 상태가 좋은 날을 선
별해 데이터를 정제했다. CTM 각 셀의 속도 값과 실제 VDS 데이터의 속도 값을 비교해 RMSE 및 MAPE를 측정해 사용된 모형
을 평가했으며,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형임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가격 정책을 결정 방안
을 제시했다. 시뮬레이션 시 전체 차량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로 삼아 목적함수로 설정했다. 그 결과 특정 가
격에 있어 시스템이 최적화됨을 확인했으며, 유전알고리즘(GA)을 이용해 국소 최저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혼잡 발생 시
각각의 시기별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결과 값을 제시했으며, 동적 가격체계 적용에 따른 통행시간 최소화 시
9.117%의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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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개발연대 시기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물자 수송과 인력 유통의
원활을 위해 최단거리가 아닌 인근 대도시 및 중심지를 경유하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그 후 최단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민자고속
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 고속도로뿐 아니라 더욱
빠른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이
용 시 경로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ITS 기술의 발달로
각종 도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혼잡이 발생하는 경로가
있으면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크게 민자고속도로와 기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로 나누어진다. 민자고속도로 최단 거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지
만 다소 높은 통행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도로
는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혼잡 발생 빈도가 낮지
만 다소 긴 거리를 우회해서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경로에 대한 통행량은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행료 등의
일련의 요소들로 결정된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효용함수 또한
앞서 언급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두 경로에 대한 사용자
들의 효용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경로선택모형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위 변수들을 조절한다면 고속도로 상의 여러 경로에 대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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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량 조절이 가능하다.
현재 대구-부산 구간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라는 민자고속도
로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구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약 20분 정도이며, 통행료 차이는 4,900
원이다. 따라서 통행시간과 통행료라는 두 변수에 대해 통행배정
모형을 도출하고, 각 경로에 대한 통행량을 조절한다면 대구-부
산 구간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과거에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공급 지
향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는 교통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아니다. 결국, 교통 수요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통행료를 동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통행
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통행료 체계를 통해, 고
속도로의 총 통행시간의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
는 것이다. 이는 Stackelberg 게임의 일종으로 바이레벨 프로
그램(Bi-level Program)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고속
도로 진입 교통량이 동적 가격 변화에 따라 가격 의존적인 통행
배정모형을 통해 결정되며, 해당 구간에 대한 목적함수를 통행모
형을 통해 고속도로 사용 효율을 극대화 시킬 방안에 대한 실효
성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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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론적 배경
1. 혼잡통행료 이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은 윌
리엄 비크리(William S. Vickery)의 혼잡통행료 이론이다. 혼
잡통행료란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특정 시간 동안 추가
적인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교통량을 분산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경제적 가격 정책 기법을 의미한다. 한계비용이라
는 경제학적 개념과 교통류 이론이 결합한 것으로, 혼잡 발생을
일으킨 운전자들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정책이다.
도로 이용자들은 C점에서 V라는 교통량을 유발하지만, 도로
운영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상태는 한계곡선(MC)와 수요곡
선(D)가 만나는 A점이다. 따라서 A점과 C점의 가격차이만큼
혼잡비용을 부과해야 전체 도로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부산 구간 간 혼잡 발생 시 혼잡이 발생
한 구간에 대해 추가적인 혼잡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고속도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그림 1. 교통량과 교통수요, 혼잡 비용과의 관계

를 가지면서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분포는 모양이 정규분포와 비슷하면서 계산이 편리해 가장 널리
활용된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로짓 모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해 통행배정 모형을 만들었
다.

3. 바이레벨 프로그램
교통 시설의 운영문제는 교통시설 운영자와 교통시설 사용자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교통시설의 운영자는 교
통 혼잡 완화를 통한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반면, 사용자의 경우 자신의 통행비용이 최소
가 되도록 경로를 선택해 통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연구는 교통시설 운영자 최적화 문제와 교통시설
이용자 최적화 문제가 결합한 바이레벨 프로그램(bi-level
program)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통망 운영자 최적화 문제는 상위 단계 프로그램(upper
level program)이며, 수요자 최적화 문제는 하위 단계 프로그
램(lower level program)이다. 결합한 두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각의 최적 해를 도출하게 되며 상호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Wardrop의 사용자 균형 원리에 따라 수
요자의 효용만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 해가 아닌, 전체 교
통 시설 운영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고려된 값을 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교통망 설계 문제는 사용자 간의 협력이 가능한지에 따라
Nash 균형(Nash, 1951)과 Stackelberg 균형(Stackelberg,
1934)으로 구분된다. Nash 균형은 사용자 간의 비협력적인 상
황에서 발생한다. Nash 비협력 게임 에서는 어떠한 플레이어도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본인의 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없
다. Stackelberg 균형은 1명의 리더(leader)와 추종자
(follower)들이 상호작용을 해 결과를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다.
최근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발달로
사용자 간의 상호 협력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기에, Nash
균형보다는 Stackelberg 균형에서의 접근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발전되고 있다.

2. 통행배정이론
통행배정의 원리는 각 구간의 통행량을 도로망에 배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결정론적 모형과 확률론적 모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효용이 결정적인 효용과 확률적인 효용으로 구분되는 것에 따른
가정이다. Wardrop은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과 시스
템 최적화(system optimum)이라는 두 가지 균형통행배정원리
를 발표하였고, 이 원리는 통행배정과 관련된 연구의 모형의 바
탕을 이루며 발전되어 오고 있다. Wardrop의 원리는 모든 사용
자가 교통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대부분 완전한 도로 상황을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률적 개념을 도입한 확률론적 모
형을 이용한다.
본 연구와 같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한 통행배정을 결정하기 위
한 확률론적 모형으로 이항경로선택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이항
경로선택모형의 종류는 LPM(Linear Probability) 모형, 프로
비트 모형(Probit Model), 로짓 모형(Logit Model) 등이 있
다. LPM의 경우 통행비용 값을 결정해 해당 경로에 대한 효용
을 구한다.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정규분포
이고 특히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오차항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접근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밝혀져 있다.
프로비트 모형은 확률적 효용이 정규분포임을 가정하는 확률선
택모형이다. 그러나 프로비트 모형은 여러 번에 걸친 정규밀도함
수(normal density function)의 적분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
한 로짓 모형이 개발되었다. 로짓모형은 와이불(Weibull)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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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사례 구간 모형 제작 및 평가
1. 개요
사례 구간은 영남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간인 대구-부산 구
간의 하행에 대해서 분석했다. 바이레벨 프로그램에서 하위 단계
의 프로그램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통행배정모형을 이
용했다. 상위 단계의 프로그램은 전체 차량의 통행시간의 합
(VHT, Vehicle Hours Traveled)을 목적함수로 삼아 이를 최
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구간에 대한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C. F. Daganzo
(1994)에 의해 창안된 CTM(Cell Transmission Model)을
이용해 사례 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2. 통행배정모형
통행배정모형은 한국도로공사의 TCS(Toll Collection
System) 데이터를 이용해 제작했다. 2007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해, 동대구 JC를 통과한 차량이 해당
IC에서 각 구간으로 배분된 비율, 통행료 및 통행시간을 정리했
다. 그리고 각 구간에 대한 통행료의 차(difference of toll
cost)와 통행시간의 차(difference of travel time)를 구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각 변수의 차를 이용하기 위해 가

정사항으로는 각각의 구간에 대해 통행료와 통행시간의 계수가
같다고 가정했다. 민자고속도로로 배분되는 비율을 결정하는 식
은 [식 1]과 같다. 따라서 동대구 JC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은 아
래와 같은 식의 관계로 통행배정이 분배된다.
 민자 




보존의 법칙을 따르며 다음 단계에서의 한 cell 안의 차량 수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식 2]

 ×  × 민자  공공   ×  × 민자  공공  

[식 1]

3. 시뮬레이션 모형
해당 구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는 CTM을 이용했다.
CTM은 운동학적 파동 방정식(Kinematic Wave Equation)
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수치 해석 방법으로, C. F. Daganzo
에 의해 창안되었다. CTM은 도로를 한정된 수의 셀로 나누어
매시간 단계마다 각 셀의 교통량, 밀도, 속도를 주어진 수식에
따라 도출해 낸다. CTM을 통한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은 교통 분
야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기본도 (Fundamental
Diagram)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식적으로 견고하며, cell 각
각의 현재 상태 및 진출입 교통량만으로도 cell의 다음 교통상태
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매우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 식에서 i는 cell의 번호(0 ~ N)를 의미하며, k는 시뮬레
이션의 시간 단위(time step), n은 cell의 내부차량 수, f는
time step 사이의 차량 이동 수, r은 진입램프 교통량, s는 진
출램프 교통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CT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진입램프 교통량, 진출램프 교통량, 셀 내부의 차량 수가 필요하
다.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데이터를 이용했다. 특히 진출
입램프 교통량을 구하기 위해 국내에는 램프 내에 VDS가 설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CS 데이터를 이용해 진출입 교통량을
구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TCS 및 VDS 데이터 상태가 좋고 해
당 구간에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날짜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시행
했다. 가장 상태가 좋았던 2014년 4월 15일 자의 상태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해당 날짜의 구간 속도에 대한 등고선도
를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014.04.15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속도 등고선도

그림 2. 대구-부산 구간 고속도로 지도 및 CTM 매개변수

본 연구에 이용된 CTM 매개변수(parameter)는 해당 구간
에 대한 특성으로 아래 [표 1]과 같다.

표 2. CTM 모형의 정확도 판정

표 1. CTM 매개변수
매개변수
셀 길이(  )
시뮬레이션 단위시간(   )
민자고속도로
자유속도(free-flow speed)
경부고속도로
자유속도(free-flow speed)
충격파 속도(wave speed)

이때의 민자고속도로 모형 정확도는 [표 2]와 같다. 정확도
판별을 위한 지수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와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사용했다. 루
이스(Lewis, 1982)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MAPE가
10%보다 작은 경우 상당히 정확도 높은 예측 모델이라 할 수 있
기에, 이 모델을 이용해 동적으로 변화하는 최적의 가격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설정 값
2km
60sec
104kph

고속도로
경부고속
민자고속
혼합

MAPE(%)
6.90837
13.3716
9.630001

RMSE(kph)
7.7818
16.38908
12.17188

* 혼합은 두 고속도로의 가중 평균치

96kph

IV . 통행료 정책

25.7kph

셀 수 (민자/경부) (  )

41개/56개

시뮬레이션 시간 (  )

09:00 – 24:00

전체 시뮬레이션 횟수(  )

900번

CTM에서는 각 cell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수는 교통량

1. 개요
3장에서 구한 통행배분모델이 하위 단계 프로그램이라면, 통
행료 정책의 목적함수가 상위 단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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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의 전체 통행 시간의 합을
목적함수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전체 통행시간은 CTM에
서 각 셀에 있는 차량의 대수에 셀의 속도를 나누고 셀의 길이를
곱한 값의 총합으로 산정했다. 즉 전체 통행시간의 합은 기존의
VHT(Vehicle hours traveled)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여기
서 는 셀 번호, 는 시뮬레이션 시간, 는 차량 수,
는 속도, 은 셀 길이를 의미한다.


 





×



    

[식 3]
따라서 각 경로의 전체 통행시간의 합을 더한 값이 최소가 되
도록 하는 동적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
다.

2. 유전 알고리즘 (GA)
시간에 따른 가격변화 시 목적함수 값을 최소가 되는 값은 전
수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
용해 가격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다. GA는 자연 세계의
진화에 기초한 계산 모델로서 존 홀랜드(John Holland)에 의
해서 1975년에 개발된 최적화 기법이다. 생물의 진화를 모방한
진화 연산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실제 진화의 과정에서 많은 부
분을 차용하였으며, 변이, 교배 연산 등이 존재한다. 또한, 세대
와 인구 등의 용어도 문제 풀이 과정에서 사용된다.
동대구 JC를 통행하는 차량이 각 경로로 분배되는 비율은 두
경로 간의 가격 차이의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구간 전체 통행
시간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시기별 가격 값들의 최적 해를 GA를
이용해 구했다.

그림 4. 비 동적 가격 책정시 최적 값 산정

4. 동적 가격 정책 제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격 정책의 경우 GA 알고리즘을 이
용해 가격 책정 시기별로 최적의 가격 해를 찾도록 했다. 가격
변화 양상은 1시간에 한 번 가격이 변화한다고 보고, 전체 시뮬
레이션 시간 15시간 동안 총 15번의 가격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
계했다. GA 최적해 산정 시 매개변수 값으로 교차(crossover)
는 0.7, 변이(mutation)는 0.15로 설정해 실험했다. 이때
VHT를 목적함수로 삼았다.
인구수(population) 100개, 반복 횟수 500번 일 때의 목적
함수의 수렴양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반복
횟수는 100번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수렴하는 값을 보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 300개, 반복 횟수 100번을 적용한 GA
최적해 값을 분석하도록 했다.

3. 비 동적 가격 정책 제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가격 체계 중 두 경로 간의 가장
이상적인 가격 차이 값에 대해서 GA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 경
로 간의 가격 차이가 5,200원 일 때 42372.07(veh․hour)로
전체통행시간의 합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4,900
원 일 때 43163.42(veh․hour) 보다 300원가량 상향 조절을
시행할 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약 1.833% 정도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격 정책에 대한 효율성 척도를 판단하는 식은
전체통행시간의 감소 비율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경로 간의
가격 차이를 현행보다 300원가량 상향 조절했을 때에 전체 대구
-부산 구간 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6. 혼잡 발생에 따른 두 경로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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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구 100개, 반복 500번 시 GA 최적해 수렴 양상

동적 가격 변동을 적용했을 시의 시간에 따른 가격 변동 양상
은 그림 6과 같다.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두 경로의 가격 차(민
자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를 낮추어 통행량을 민자고속도로로
가도록 우회시키고, 민자고속도로가 막히면 두 경로의 가격 차이
를 높여 통행량을 경부고속도로로 우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경로 모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통행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기존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더 많
이 분배하는 가격 정책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동적 가격 정책과 동적 가격 정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결과
는 아래 표와 같다. 동적으로 변화하는 가격 정책의 경우, 기존
의 가격에 비해 전체 통행시간이 대략 9.117%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 가격 정책은 전체 고속
도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수는 없기에, 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양면성을 항상 상기해야 함
을 밝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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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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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남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간인 대구와
부산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사례 구간으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동대구 JC로 들어오는 차량의 두 경로
상으로의 분배 비율은 통행시간과 통행료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
된다. 각 IC에서 출발해 목적지로 도착한 TCS 데이터를 수집해
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구간에 대한 경로선택모형을 도출했다. 사
례 연구 구간에 대한 VDS 및 TCS 데이터를 이용해 CTM을 제
작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작했다. 국내 램프 상 VDS 데이터의
부재로 TCS 데이터를 이용해 진입 및 진출 교통량을 계산하는
모듈과 VDS 상태가 좋은 날을 선별해 데이터를 정제하는 모듈
을 개발했다. CTM 각 셀의 속도 값과 실제 VDS 데이터의 속도
값을 비교해 RMSE 및 MAPE를 측정해 사용된 모델을 평가했
으며,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모델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가격 정책을 결정 방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시 전체 차량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로 삼아 목적함수로 설정했다. 여
기서 설정한 목적함수는 통행료 정책 결정을 위한 바이레벨 프로
그램에서의 상위문제에 해당한다. 그 결과 특정 가격에 있어 시
스템이 최적화됨을 확인했으며, 유전알고리즘(GA)을 이용해 국
소 최저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혼잡 발생 시 각각의
시기별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언급하
였으며, 통행시간 최소화 시 9.117%의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했
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 기조에 따라 경로별
통행량이 변화할 수 있음을 규명했으며, 더불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결정의 정책적 근거를 공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효용 함수를 더욱 정확히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이를 근본으로 한 통행량 제어모델을
제작한다면 정책 기조에 따른 가격정책 결정 시 유용한 평가 지
표로써 이용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책정 문제는 국민의 국가 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부터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
까지 얽혀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료 조
절을 통한 통행량 조절이 고속도로 시스템의 최적화라는 측면에
서 볼 때 그 효과가 상당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책정한 통
행량 정책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 개개인들의 효용을 최대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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