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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가변속도제어 유무에 따라 교통류의 총 지체 감소와 같은 특성변화와 그에따른 CO2, CH4등 과같은 탄소 배출량의 저
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대기행렬이론을 적용하여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총 지체 감소효과를 나타내었고,
동시에 자유속도 하락에 따른 총 통행시간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에 알맞은 75kph의 가변속도제어 값을
도출하였다. 평균차속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U자형 커브형태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가변속도제어를 통한 총 지체 감소가 대
기행렬의 길이를 감소시켜 배출량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은 배출량 저감효과는 설정된 시나리오 상황에서
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젠센 부등식에 의하여 모든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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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상황에서 확인된 가변속도제어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효과를 바탕으로 이와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나타난 이
유를 증명한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순위는 2011년 기준으로 의
무감축국들과 비교할 때 세계 6위에 해당하며 수송부분 배출량
순위 11위, 연료연소에 의한 1인당 CO2배출량 세계 19위,
OECD 6위에 해당하는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고 있으며 특
히 도로 수송(교통) 부문의 CO2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CO2배
출량의 11.55%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를 BAU대비 34.3% 감축하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를 위하여 도로 수송(교통) 분야에서 감
축해야할 탄소배출량이 많다.
한편 가변속도제어는 최근 시도되고 있는 교통류 관리방법으
로써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교통류 상․하류부간의 속도차이를
줄여주어 충돌위험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기행렬이론을 적용한 가변속도제어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면 가변속도제어를 통한 정체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
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최소한의
정체를 경험하여 신속하게 구간을 통과함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변속도제어
가변속도제어란 도로, 교통류, 기상상황 등의 변수들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부터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다. 이전에
해외에서 가변속도제어를 운영한 대부분의 사례가 사고, 공사 등
의 돌발상황이나 저시정, 강우․강설 등의 좋지않은 기상상황에
서 충돌위험 감소 및 안전도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Peter Allaby 외 2인(2007)은 교통류율, 점유율, 평균속도
등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운영되는 가변속도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Chris Lee 외 2인(2006)은 가변속도제어를 운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변속도제어의 정체관리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충격파이론
을 주로 사용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충격파이론과 동일한 분
석결과를 제공하면서도 누적도착곡선 및 누적출발곡선을 이용하
여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대기행렬이론을 적용하
여 정체를 줄이고 통행시간을 저감하는 가변속도제어 값을 제시
하고, 이 때 주어진 시나리오 상황에서 가변속도제어 전후의
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 : 책임저자: takion0424@yonsei.ac.kr, Phone: +82-2-2123-3569, Fax: +82-2-393-6298

그림 1. Peter Allaby 외 2인(2007)의 가변속도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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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상․하류부간의 속도차이를 줄여주어 충돌사고위험이
5-17% 감소한다고 밝혔으며 도로교통공단(2010) 또한 악천후
시 제한속도를 20% 감속을 통해 안전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고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변속도제어에 따른 안전도 향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박지은(2009)이 가변속도제어를 적용할 경우 지체가 감
소하는 현상을 교통량-밀도 모형과 충격파 이론을 통하여 증명
하였고, 조혜림 외 2인(2011)도 총 지체 정도를 결정하는 병목
지속시간과 혼잡 발생충격파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여 단계별 제어속도, 제어구간길이, 제어속도별 적용시간을 산출
하는 등 가변속도제어를 통한 정체관리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

그림 2. Matthew Barth(2008)의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CO2 배출
량 함수

히 이루어졌다.

2.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은 크게 엔진가열배출량,
엔진미가열배출량, 증발배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분석하고자하는 배출량은 이미 충분히 예열된 상태로 연속류
도로를 주행중인 교통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엔진가열배출량에
해당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방법은 미시적인 산정방법과 거시
적인 산정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시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
정은 차량의 가․감속 정도 등 동적 주행 특성을 반영한다. 허혜

그림 3. Matthew Barth(2009)의 평균통행속도에 따른 CO2 배출
량 함수

표 1. 평균속도에 따른 배출계수식
차종

정 외 4인(2013)은 미시기반 활동도 맵을 산출하고 미시 배출
맵을 추정함으로서 국내 차종에 맞는 오염물질별 미시 배출맵을
추정하고 그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미시기반 배출계수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

CO2
승용경형
(승용 휘발유)

한다.

CH4

속도
79.6kph 미만
79.6kph 이상
79.6kph 미만
79.6kph 이상

N2O

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의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
하고 분석하므로 미시적 배출량을 추정하는데에는 한계가 발생

배출물질

배출계수식
-0.54
y=900.6x
y=1.493x-26.28
y=0.063x-1.39
-0.002
y=0.00004x
-0.91
y=0.006x

국립환경과학원(2010)은 Matthew Barth 외 1인(2008)과
Matthew Barth 외 1인(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표1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거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승용 휘발유

목하고 있다. 한동희 외 2인(2011)은 패턴별 감가속도는 그 차

차량은 79.6km/h를 기점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변화하게

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패턴별로 동일한 감가속도를 사용해도

된다.

되지만, 감가속 패턴별로 배출계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고,
강진구 외 1인(2011)은 자유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보다 정체 등

3. 젠센부등식

으로 인해 관찰된 통행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의 CO2 배출량이 평
균 1.6배 많으며 같은 속도에서의 CO2 배출량은 가속으로 진행
하다가 정지했을 때가 등속으로 통과했을 때보다 최대 1.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atthew Barth 외 1인(2008)은 그림 2와 같이 평균통행

볼록함수란 함수 f(x)가 구간

I ( a ≦ x ≦ b ) 에서 연속

이고, 구간 I 위의 임의의 두 점 x 1 , x 2 에 대하여 식(1)이 성
립할 때, “함수 f ( x) 는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하

속도에 따라 CO2 배출량이 변화한다고 밝혔다. 즉 낮은 평균속

고, f ( x) 를 볼록(Convex) 함수라 한다.

도에서는 차량이 잦은 감가속을 겪으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       

이 증가하고, 높은 평균속도에서는 높은 엔진부하가 걸려 CO2

(단, w 1 , w 2 는 w 1 + w 2 = 1 인 음이 아닌 실수이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CO2 배출량은 평균속도에 따
라 포물선 형태를 나타내며 시속 45-50마일의 평균속도에서 최
저의 배출량을 가지게 된다.
Matthew Barth 외 1인(2009) 또한 그림 3과 같이 시속
45마일 이하에서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시속 65마일 이상에
서 CO2 배출량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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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센부등식은 함수 f ( x) 가 구간 I ( a ≦ x ≦ b ) 에서 볼록
함수이고,  가 양수일 때 항상 식(2)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 



(2)

그림 5. 시나리오 분석구간

표 2. STA1 통과교통량
시간대
07:00~07:15
07:15~07:30

교통량(대)
900
650

표 3. 최대서비스 교통류율
STA1
4,000 veh/h

그림 4. 이영수(2003) 대기행렬 끝지점의 누적 도착․출발곡선

STA2
4,000 veh/h

STA3
3,200 veh/h

표 4. 가변속도 미제어시 교통류 분석결과

4. 물리적 대기행렬길이 산정
이영수(2003)은 대기행렬의 길이(dQ)를 식(3)과 같이 대기행렬

Total Delay
Average Travel Time
정체발생시간

1,250 대․분
6.94분/대
7시 6분 ~ 31분
총 25분

내에서의 차량의 속도(Vμ)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지체 시간(W)와 실제 대기행렬 내에서 보낸 시간의 차
이(Δt)는 식(4)와 같이 나타내었다.

  


(3)







∆              







(4)



Ⅲ. 가변속도제어 운영 시나리오 분석

그림 6. 가변속도 미제어시 누적 도착․출발곡선



자유운행거리     ≦  ≦ 

1. 시나리오 설정




        ≦  ≦  
 


자유운행속도 100km/h로 운행할 수 있는 총 10km의 구간
에 5km 간격으로 STA1부터 STA3까지 3개의 STA를 설치하
였다. 위 시나리오 구간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휘발유를 연료



(5)



대기행렬 이동거리  ×   ≦  ≦ 
 

로 사용하는 승용차량으로 가정하고, 임계밀도 20 veh/km․lane,





  ×     ≦  ≦   (6)

 


한계밀도 125 veh/km․lane, STA1을 통과하는 교통량은 표2, 최
대서비스 교통류율은 표3과 같다.
2) 배출량 분석

2. 가변속도 미제어시

국립환경과학원(2010)에 따르면 평균통행속도 79.6km/h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변화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

1) 교통류 분석

여 1333.33대의 차량의 주행상태를 자유운행상태와 정체상태로
분류한 뒤 국립환경과학원(2010)의 배출계수식을 적용하여 식

위 시나리오 구간에서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7)~(9)와 같이 엔진가열 배출량으로 도출하였다. 식(7)~(9)에 의

7시 6분부터 정체가 증가하여 21분에 최대의 정체를 겪게 되며

해 분석된 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는 표5

이후 점차 규모가 감소하여 7시 31분 정체가 종료되기까지 25

와 같다.

분 동안 정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정체를 경험하는 차량의

미 제 어 



















수는 1333.33대이며, 해당 차량들을 대상으로 총 지체 및 평균
통행시간 등의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정체를 경험하는 1333.33대의 차량은 시나리오 구간을 통과하
는 동안 자유운행상태와 대기행렬 내 주행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영수(2003)에 의하여 n번째 차량이 총 10km의 시나리오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자유운행속도(100kph)로 이동하는 거리와 대기






    ×  



    












     ×  
 



        
 


(7)

행렬 내에서의 속도(39.02kph)로 이동하는 거리를 산출해보면
각각 식(5),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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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 어 










     


















 미 제 어 

















      
 




        
 


(8)



    
















451.11 대․분
6.94분/대(동일)
7시 6분 ~ 31분
총 25분(동일)


     






Total Delay
Average Travel Time
정체발생시간



    








표 6. 가변속도 제어시 교통류 분석결과





      
 



        
 


(9)
그림 7. 가변속도 제어시 누적 도착․출발곡선

표 5. 가변속도 미제어시 온실가스 배출량
CO2(g/10km)
1,642,255.71

CH4(g/10km)
24.52

N2O(g/10km)
1.37




대기행렬 이동거리   ≦  ≦ 


     ≦  ≦ 
 

3. 가변속도 제어시



     ≦  ≦ 
 



     ≦  ≦  




1) 가변속도제어 운영


 

  ≦  ≦ 
 



가변속도제어 값은 총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서 총 지체를 최소화하는 가변속


 

  ≦  ≦ 





도제어 값은 75km/h이다. 설정된 가변속도제어 값은 STA3에

(10)

서 지체가 감지된 5분 후부터 STA2~STA3사이 구간에서 실시
되며 지체가 해소되면 제한속도는 다시 자유운행속도로 회복된
다.
2) 교통류 분석

3) 배출량 분석
가변속도 제어시에도 미제어시와 동일하게 국립환경과학원
(2010)의 배출계수식을 적용하여 1333.3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엔진가열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체를 경험하였던

배출량을 식(11)~(13)과 같이 산출하였다. 식(11)~(13)에 의하여

1333.3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된 CO2, CH4, N2O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결과는 표7과

이유는 가변속도제어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정체를 경험하지 않

같다.

는 차량을 교통류 분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자유운행 차량의
교통량을 분석에 얼마나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행시간의
증감률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제 어 





















위와같이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정체를 경험
하는 1333.3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총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75km/h로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였더니 표 6과 같은 교통
류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찬가지로 가변속도 제어를 받은 경우의 1333.33대를 대상으





(100kph), 가변속도제어 속도(75kph), 대기행렬 내에서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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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속도(39.02kph)로 이동한 거리는 식(10)과 같으며, 가변
속도 제어값으로 이동한 거리는 5 km-식(10)과 같다.



    






(39.02kph)로 이동한 거리를 산출해보면 자유운행속도(100kph)로
운행한 거리는 STA1~STA2 사이의 거리인 5km이고, 대기행렬


     




로 총 10km의 시나리오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자유운행속도

 ×  





      





        
















































































































미 제 어 




































CO2(g/10km)
1,426,095.36

(11)

  

CH4(g/10km)
19.62

N2O(g/10km)
1.45

Ⅳ.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교통류 분석결과
가변속도제어 값을 낮게 설정할 경우 STA3를 통과하는데 소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경우 지체감소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본 시나리오분석에서 사
시시점에 STA2를 통과한 차량이 STA3에서 정체를 경험하지
제어를 실시할 경우 지체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총 통행



     ×  



표 4 및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할 경
우 시나리오구간 평균통행시간 및 정체가 발생하는 시간범위는




        




동일하지만 총 지체가 63.91%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  



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것은 그림 6에서 나타난 STA3 A(t)




        
 


게 감소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체가 발생하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각 차량이 경험하는 지체시



     ×  





        



 

(12)

곡선과 STA3 D(t)곡선간의 가로길이의 차이가 그림 7에서 크

2. 배출량 분석결과
국립환경과학원(2010)에 따르면 평균차속이 79.6km/h에서
CO2, CH4 등의 배출물질이 최소의 배출량을 나타낸다. 가변속
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km/h의 자유속도와



39.02km/h의 대기행렬내 운행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들은 가변


     


속도제어를 통하여 STA2~STA3사이의 구간에서 75km/h의
속도로 운행하고, 정체상황에서는 동일하게 39.02km/h로 주행



    




한다. 가변속도제어값인 75km/h가 가장 적은 배출물질을 배출



      
 

하는 평균차속이며, 또한 식 (6)과 식(10)에 의하여 지체를 경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여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



      
























        
 






표 7. 가변속도 제어시 온실가스 배출량




        
 






(13)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수준의 가변속도








        






     ×  












        




 ×









     











용한 것과 같이 STA3의 서비스율을 고려하여 가변속도제어 실



 미 제 어 






        
 










     ×  
 








        
 




      




요되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가변속도제어 값을 높게 설정할









    











    ×  
















     







      





        





      





        
 


험하는 구간의 길이가 감소하고 가변속도제어값인 75km/h로
다.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가변속도제어를 실
시하였을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 5와 표 7을 비교하면 CO2
의 경우 13.16% 감소하였으며, CH4는 19.98%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N2O의 경우 5.84% 배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N2O
와 같은 질소화합물의 경우 CO2, CH4와 같은 탄소배출물질과
달리 내연기관에 질소화합물의 선택적 환원이 가능한 분해촉매
장착을 통하여 분해할 수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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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15
이준형․손봉수․문예슬(2014), 가변속도제어시 교통류관리
에 따른 승용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효과 분석, 한국ITS학회
2014 춘계학술대회, 한국ITS학회, p.159-164
조혜림․김영찬․하동익(2011), 연속류 가변속도제어 모형개
발 및 효과분석,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한국
ITS학회, p.24
한동희․이영인․장현호(2011), 차량 주행상태를 고려한 차
량 배출가스 산정 모형 구축, 대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5
호, 대한교통학회, p.116

그림 8. 가변속도제어 여부에 따른 배출량 분포

3. 이론적 해석
그림 2, 그림 3, 표 1에 나타난 CO2배출함수 및 배출계수식
을 살펴보면 평균차속에 따라 배출량 함수의 그래프는 U자 형태

허혜정․윤천주․이태우․양인철․성정곤(2013), 국내 차량
의 동적 주행 특성을 반영한 미시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대한교통학회지, 제31권 제6호, 대한교통학회,
p.95-103

를 나타낸다. 가변속도제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은
그림 8에 보여지는 정체속도(Vμ)에서의 배출량과 자유속도(Vf)
에서의 배출량 사이 A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 가변속도를
실시할 경우의 배출량은 정체속도(Vμ)의 배출량과 가변속도제어

Chris Lee․Bruce Hellinga․Frank Saccomanno
(2006), Evaluation of variable speed limits to
improve traffic safet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14, p.213-228

값(VVSL)의 배출량 사이 B선상에 위치한다.
즉 항상 B선상에 위치한 가변속도제어 배출량은 A선상에 위
치한 가변속도 미제어 배출량에 비하여 작은 값을 나태난다. 이
와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평균차속에 따른 배출량 함수의 그
래프가 볼록함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젠센부등식에

Matthew
Barth․Kanok
Boriboonsomsin(2008),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No.2058,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p.166-167

의하여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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