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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treatments are applied to improve safety in the ramp section on highways in Korea.
However, despite continuous efforts,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treatments has been reduced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nd the lack of quantitative effects analysis. This study
outlined treatment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in domestic and overseas ramp sections,
benchmark these element, and proposed in-depth verification and application for treatments.
To estimate quantitative crash reduction effects, a safety assessment was performed on three
treatments (speed limit changes, installation of colorful guide-lane and changes of number of
lanes) by applying the cross-sectional analysis technique. The safety effect were evaluated
through development of two different models (a data mining technique MARS model and a
negative binomial model). It was found that the crash modification factor estimated through the
MARS model was shown to be more reliable than the negative binomial model. At the speed
limit of 40km/h, the crash reduction effect was higher at about 36%. Implementation of colorful
guide-lane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safety on trumpet-type loop ramp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if one lane is operated compared to the two-lane ramp section, the
crash reduction effect will be about 5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strategies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on ramp sections.
Keywords: cross-sectional method, expressway, ramp, safety evaluation, treatments

초록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램프구간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
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사후관리 및 정량적 영향분석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제한속도 및 급커브 등의 표지판 설치, 시선유도봉 등 다양한 형태의 대책
들이 적용되어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책별 정량적 효과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내외 램프구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고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였
으며 일부 대책에 대해 심층적 검증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량적 사고감소효과 도출을 위
해 Cross-sectional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제한속도 감소, 컬러레인
설치, 차로수 변화 등 3가지 대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효과 산출을 위해 데이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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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 기법인 MARS(Multivarai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모형과 전통적 사고빈도 통계모형인 음이항 모형
을 각각 개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연결로 제한속도는 40km/h일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약 36%로 가
장 안전하게 나타났다. 컬러레인은 트럼펫형 루프연결로 안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급격한 커
브구간 및 복잡한 경로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차로수 변화는 2개로 구성된 램프구간에 비해 1
개의 차로를 운영할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약 52%로 도출되어 교통량이 적고 과속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을 대상으로 차로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
과는 향후 램프구간 교통안전 증진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cross-sectional 분석방법론, 고속도로, 램프구간, 안전성 평가, 교통안전개선대책

서론
램프구간은 급격한 커브구간으로 인해 차량이 과속할 경우 균형을 잃기 쉬워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본선과의 진
입 및 진출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램프구간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
한 사고분석이 진행되었으나, 사고발생 추이 및 현황 등 단순 기초통계 수준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램프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
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사후관리 및 정량적 영향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램프구간에서는 표지판,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봉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혼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램프부에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 및 대책별 사고감소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속도로 램프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국내외 적용되고 있는 주요 대책들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심층적인 검증 및 안
전 효과를 추정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램프 내 사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트럼펫형 램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램프구간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통관리 기법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교통안전 도모를 위한 운영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문헌고찰
국내외 램프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적용한 다양한 대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램프에
적용된 대책에 대하여 효과평가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였다.

1. 램프 운영 및 시설물 관련 효과평가 연구
고속도로 램프 진출입부에서의 운전자 주행 속도는 가 ‧ 감속차로 길이, 도로 기하구조 요소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화물차의 경우 일반 차량과 무게중심이 다르고 급격한 커브구간 내에서는 과속할 경우 전도 또
는 전복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을 고려한 적정 속도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램프부 제한속도
설정 방법론을 고찰하고 제한속도별 안전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Haleem et al.(2013)은 중앙선 및 길어깨 길이 변화에 따른 사고감소효과 추정을 위해 MARS 및 NB(Negative
Binomial) 모형을 개발하고 비교하였다. 사고 영향요인으로 교통량, 길어깨 길이 및 유형, 제한속도 등이 도출되었
다. 분석결과, 길어깨 길이가 4ft 이하 및 4ft 이상 6ft 미만일 경우 4ft에 비해 안전하게 나타났으며 MARS 모형의 예
측 성능 및 모형 적합도가 NB 모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im et al.(2007)은 85백분위 속도에 대한 조사 및 추정을 통해 속도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제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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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표지판 적정 설치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도로에 대한 단계적 제한속도
조정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제한속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Lee et al.(2013)은 고속
도로 진출램프에서 대기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SL(Variable Speed Limit)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는 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안전 개선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Voigt et al.(2008)은 램프구간
에서 승용차 및 화물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트럭의 전도 위험이 있는 속
도를 제시하여 화물차의 안전한 진입을 위한 제한속도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곡선구간의 제한속도
를 감소시켰을 때 사고감소효과가 증대되며 제한속도, 편경사, 곡선반경 변화에 따른 사고감소효과를 제시하였다.
제한속도를 55mph에서 45mhp로 변화할 때 약 16%의 사고감소 효과를 도출하였다(FHWA, 2019).
램프구간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적절히 진입 및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Lee
and Abdel-Aty(2009)은 로그선형, 이항 로지스틱, 프로빗 등 다양한 모형 개발을 통해 사고발생 위치 및 제한속도
표지판 유무에 따른 안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램프 유형 및 설계, 사고발생 위치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진출램프 내 제한속도 표지판이 존재할 경우 사고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2005)는 갈매기 표지의 적정 간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속도 및 경관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상적인 설치 간격은 약 30-35m이며 경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Srinivasan et
al.(2009)은 평면곡선 상에서 갈매기표지의 사고감소 효과는 전체사고 약 4%, 사망 및 부상 사고가 약 16%인 것으
로 도출되었다. Voigt et al.(2008)은 화물차의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 제한속도를 제시하였으며 승용차와 화물
차의 제한속도 및 전도전복 위험 표지판 디자인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2. 램프 유형 및 도로 기하구조 요소 관련 효과평가 연구
교통사고는 운전자, 차량, 도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특히 램프구간의 경우 도로 설계 기준에 따
라 영향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도로 기하구조 요소 및 램프 설계 기준과 교통사고 간 관계를 규명하는 선행 연구들
을 고찰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irestine et al.(1989)은 화물차 안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편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짧은 감속차로, 램
프 바깥쪽이 연석으로 구성된 구간, 낮은 마찰력, 급격한 커브 및 내리막구간 5가지 요인이 화물차 사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No et al.(2008)은 트럼펫형 및 클로버형 램프를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모형을 개발하였으
며 곡률차, 속도 차이, 유출입 여부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Chen et al.(2009)은 램프 진출부의 차선수 및 연결로 형태(평행식/직접식)에 따른 안전 효과를 추정하였다.
Generalized Linear model을 개발하였으며 Cross-sectional 분석을 통해 안전 효과를 추정하였다. 사고건수 및 상
충률 측면에서 평행식 1차로를 갖는 진출램프구간의 안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ared et al.(1999)은 램프 진입 및 진출부의 가 ‧ 감속 차로의 길이에 따른 사고빈도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감속차
로 길이가 짧을수록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안전 및 경제적 관점에서 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AASHTO(2010)에서 권장하는 최소 길이와 유사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Hong(2013)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차
량의 속도 및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고속도로 유출연결로 노면표시 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엔트로피방법과 AHP
방법을 통해 1.2m 간격 가로 일직선 줄로 구성된 시나리오가 교통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최적 노면표시로 선정되
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의의
국내외에서는 주로 제한속도,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 기하구조 요소 3가지 부문에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제한속도 부문에서는 램프구간 내 승용차와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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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표지판 부문에서는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가 사고 감소에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도로 기하구조는 램프 연
결로의 형태 및 유형, 진출입부, 차선수 등 다양한 사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외 램프부 교통안전대책 효과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차종별 제한속도 차등화 및 램프 기하구조 요소를
통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램프부 교통안전대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체계적으로 정
리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고속도로 램프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출된 제한속도,
차로수, 컬러레인 3가지 주요 대책에 대해 사고감소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는 고속도로 램프부 안전 대책에 대한 효과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램프부 위험
구간의 안전대책 시행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분석자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트럼펫형 인터체인지 총 305개소
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Table 1은 연결로 형태별 램프 개소수 및 사고건수를 나타냈다.
Table 1. Number of crash by connector
Connector
Direct connector
Semi-direct connector
Loop connector

# of connector
616
318
305

Crash
458
395
372

트럼펫형 305개소 중 루프연결로 305개, 준직결연결로 318개, 직결연결로 6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간 발생
한 1,225건을 토대로 분석하였다.램프의 경우 별도의 이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고건수 분류를 위해 사고 내용
및 본선 이정을 활용하였으며 추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제한속도, 컬러레인 유무, 차로수 등은 위성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범위인 트럼펫형 인터체인지 중 진입 및 진출 연결로는 각각 619개, 6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2에 진입 및 진출 연결로별 개소 및 사고건수를 나타냈다. 대책별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트럼펫형 연결로 유형
(직결/준직결/루프) 및 진입 및 진출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각 대책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가장
우수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Number of crash by entry/exit connector
Connector
Entry ramp
Exit ramp

# of ramps
619
620

Crash
510
715

분석 방법론
본 연구는 고속도로 램프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미
국 HSM(AASHTO, 2010)에서 제시한 Cross-sectional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국내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고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차로수, 제한속도, 컬러레인 3가지 대책을 선정하여 안전 효
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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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능함수(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
안전성능함수는 도로 및 교통조건 등 다양한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교통사고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음이
항 모형(Negative Binomial, NB)을 통해 개발될 수 있으며 교통안전대책이 적용되지 않은 참조그룹에 대하여 개발
할 수 있다(Park et al., 2014). 포아송 회귀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 하에 모형을 개발하지만 실제 사고건
수는 분산이 평균보다 큰 과분산 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보완한 음이항 모형은 분산이 평균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 개
발된 모형으로 과분산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안전성능함수는 Full SPF와 simple SPF의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Full SPF는 교통 및 도로 특성과 관
련된 변수를 사용하는 반면 Simple SPF는 AADT와 같은 교통 특성만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미국 HSM에서 제시하는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한 SPF형태는 Equation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1)

여기서,  : 구간 i의 예측 사고건수
 : 변수 k에 대한 계수
 : 구간 i의 연평균일교통량
  : 구간 i의 연장
 : 구간 i의 도로 특성 k

2. Cross-sectional 분석
특정 교통안전대책의 정확한 적용 날짜를 알 수 없거나 데이터가 불충분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접근법이다.
전 ‧ 후 분석을 통해 동시에 적용된 교통안전대책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 특성에 대한 특정 대책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Cross-Sectional 분석을 통한 CMF 도출 시에는 교통안전대책 적용 전후 사고빈
도 비율로 추정되며 두 구간은 교통안전대책을 제외하고 특성이 유사해야 한다(Carter et al., 2012). 사고수정계수
는 모델이 로그 선형일 때, 변수 계수의 지수로 계산되고 Equation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Lord and Bonneson,
2007), 표준편차는 Equation 3과 같다(Harkey et al., 2008).
  exp  ×    

(2)

exp      exp    


  


(3)

여기서,  : 변수 k에 대한 계수
 : 조치된 구간에서의 선형 예측 변수 k
 : 조치되지 않은 구간에서의 선형 예측 변수 k
 :  의 표준편차

3.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연속형 변수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인 모형으로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계별 선형회귀 또는 의사결정나무를 비모수 회귀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고차원 회귀문제에 적합한 방법이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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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조각별로 선형인 연속함수로 추정한다. MARS의 원리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회귀모형을
적합시키게 되며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작용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각 모델의 결합 결과에 기초한 최적
변수 조합을 선택한다. 모형이 복잡할 경우 과다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CV(Generalized Cross-Validation)
을 최소화하여 보다 단순한 모형으로 적합 시키게 된다. MARS의 기본 형태는 Equation 4 및 Equation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Friedman, 1991).

 



  

 



(4)





    

 









  
  

(5)

여기서,  : 계수
   : 경첩함수

분석결과
1. 제한속도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
램프구간에서 화물차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및 일반차량의 제한속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한속도 운영 수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음이항으로 개발된 안전성능
함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제한속도와 사고건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위험
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Estimated parameter of SPF for trumpet interchange
Variable
lnAADT
lnSpeedLimit

Coefficient
0.756
2.462

Standard error
0.125
0.344

p-value
<.0001
<.0001

AIC
566

MARS 모형은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변수의 비선형성을 동시에 고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Park, 2015). 선행 연구에서는 MARS 모형이 NB 모형에 비해 우수하며 변수 간 상호작용 및 비선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Pa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음이항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MARS 모
형을 적용한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MARS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는 모두
95% 통계수준 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교통량의 로그값이 11.220 이하 및 제한속도가 약 40km/h 이상일때 교통
량 및 제한속도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도출되었다.
Table 4. Developed MARS model
MAX
MAX
MAX
MAX

Basis function
(lnAADT-9.311,0)
(lnAADT-9.393,0)
(lnAADT-11.220,0)
(11.220-lnAADT,0)*MAX (lnSpeedLimit-3.688,0)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6호, 2020년12월

Coefficient
-32.271
33.690
-10.581
-3.394

Standard error
3.267
3.444
2.673
0.433

p-value
<.0001
<.0001
<.0001
<.0001

AIC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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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음이항 및 MARS 모형을 통해 추정된 사고수정계수 및 표준편차를 나타냈다. 제한속도 관련 요인은
두 개 모형 모두 트럼펫형 전체 연결로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40km/h, 50km/h, 60km/h일때의 사고감소효
과를 추정하였다.
Table 5. Estimated crash modification factors (CMFs) for speed limit
Variable
Speed limit (60km/h)_base
Speed limit (50km/h)
Speed limit (40km/h)

CMF
0.82
0.64

NB
Standard error
0.02
0.02

CI (95%)
0.76-0.88
0.59-0.70

CMF
0.53
0.21

MARS
Standard error
0.01
0.01

CI (95%)
0.51-0.54
0.19-0.22

음이항 모형은 제한속도 60km/h에 비해 50km/h일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21%, 40km/h일때 36% 각각 도출되
었다. MARS 모형을 통해 개발된 모형은 제한속도가 50km/h일때 사고감소효과가 약 47%, 40km/h일때 79%로
60km/h에 비해 40km/h일 경우 가장 안전하게 나타났다. MARS를 통해 도출된 사고감소효과는 교통량이 약
75,000대/일(lnAADT=11.22) 이하인 구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이항 모형에 비해 표준오차가 적
게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항 및 MARS 모형을 통해 도출된 제한속도 수준별 사고감소효
과는 제한속도 40km/h을 갖는 램프구간이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게 발생함을 나타내며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해 사
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램프에 대해 속도를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컬러레인 적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 평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컬러레인은 운전자의 명확한 주행 흐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감소시켜 사고 예
방에 효과적인 대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도로 램프부 컬러레인 적용에 따른 운전자 주행행태 및 사고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컬러레인 적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트럼펫형 루프연결로의 안전성능함수를 개발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컬러레인과 사고건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컬러레인이 있는 경우
사고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Estimated parameter of SPF for trumpet loop ramps
Variable
Intercept
lnAADT
Colorlane

Coefficient
-4.968
0.447
-0.717

Standard error
2.017
0.191
0.369

p-value
0.013
0.001
0.052

AIC
196

컬러레인은 트럼펫형 루프연결로의 사고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개발된 안전성능함수를 토대로 추정한 사
고수정계수는 Table 7과 같다. 컬러레인은 루프연결로에서 사고감소효과가 약 52%로 도출되었으며 신뢰수준 95%
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Table 7. Estimated crash modification factors (CMFs) for colorlane
Variable
Colorlane (0)_base
Colorlane (1)

458

CMF
0.48

Standard error

CI (95%)

0.18

0.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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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로수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
국내에서는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로수를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로수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통해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차로수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트럼펫형 진출램프의 안전성능함수는 Table 8에 나타냈다. 교통량 및 차로수
모두 95% 통계적 수준 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모형 분석 결과, 차로수와 사고건수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8. Estimated parameter of SPF for trumpet exit ramps
Variable
Intercept
lnAADT
Number of lanes

Coefficient
-10.280
0.737
0.723

Standard error
1.176
0.122
0.210

p-value
<.0001
<.0001
0.000

AIC
565

MARS모형 기반 안전성능함수는 Table 9에 제시하였으며 3가지의 기저함수가 트럼펫형 진출램프 사고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변수는 모두 95% 통계적 수준 내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교통량이 32,000대/일
이하일때 차로수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Estimated parameter of SPF for trumpet exit ramps
Variable
lanes*MAX (10.383-lnAADT,0)
MAX (lnAADT-9.505,0)
MAX (lnAADT-9.257,0)

Coefficient
-2.809
2.710
-3.907

Standard error
0.162
0.275
0.662

p-value
<.0001
<.0001
<.0001

AIC
569

모형 개발을 통해 추정된 사고수정계수는 Table 10과 같다. NB 모형을 통해 추정된 차로수 변화에 따른 사고감
소효과는 트럼펫형 진출램프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차로수가 2개로 구성된 램프구간에 비해 1개일 경우 안전
효과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ARS 모형을 통해 추정된 사고감소효과는 약 81%로 이는 교통량이 약
32,000대/일 이하일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음이항 모형을 통해 추정된 사고수정계수보다 MARS 모형을 통해 추
정된 사고수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적게 나타나 비교적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Estimated crash modification factors (CMFs) for lanes
Variable
Lane (2)_base
Lane (1)

CMF
0.48

NB
Standard error
0.43

CI (95%)
0.27-0.87

CMF
0.19

MARS
Standard error
0.03

CI (95%)
0.11-0.26

기존 MARS 모형을 통해 도출된 사고감소효과는 교통량이 약 32,000대/일 이하인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진출램
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값을 토대로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를 60km/h로 가정하여 서비스수준을 산정한 결과, LOS 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로수를 1개 차로로
감축하여 운영할 경우 LOS D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수준은 특정 램프를 지정할 수 없
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향후 고속도로 차로수 감소 대책 적용을 위해 램프별 정확한 서비스수준의
고려를 통해 운영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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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트럼펫형 램프를 대상으로 주요 대책인 컬러레인 유무, 제한속도, 차로수 3가지 요인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한속도는 60km/h에 비해 40km/h일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약 36%로 가장 안전
하게 나타났다. 컬러레인의 경우 루프연결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급격한 커브구간 및 복잡한 경
로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전자의 혼란 감소 및 명확한 주행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루프연결로 사고
감소를 위해 컬러레인의 우선적 설치가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차로수는 2개로 구성된 램프구간에 비해 1개일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약 52%로 도출되어 과속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차로를 감소하여 운영하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국가차원에서는 고속도로 램프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
지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사후관리 및 정량적 영향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램프구간에서는 비교적 짧은 구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표지판,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
봉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시설물이 혼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고속도로 램프부에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 및 대책별 사고감소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
며 국외의 대책 및 효과평가 연구 고찰을 통해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였다. 국외의 경우 사고유형, 대책의 세분화를
통해 사고감소효과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도로 램프구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 중 사고감소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주요 대책 3가지를 선정하여 미국 HSM에서 제시하는 Cross-sectional 분석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해 제한속도, 컬러레인, 차로수 3가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음이항 및
MARS 모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컬러레인을 제외한 2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MARS 모형 및 NB 모형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추정된 사고수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작게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컬러
레인 관련 모형은 MARS 모형이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아 NB모형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램프부에 적용 가능한 안전대책 및 대책별 사고감소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속도
로 램프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국내외 적용되고 있는 주요 대책들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심층적인 검증 및 효과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추정된 사고감소효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음이항 모형을 보완한 MARS 모형을 적용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표준오차가 적게 나타나 MARS를 통해 도출된 사고수정계수의 신뢰성이 음이항 모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는 60km/h에 비해 40km/h일 경우 사고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과속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또는 화물차 제한속도 차등 적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컬러레
인의 경우 트럼펫형 루프연결로 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로수는 진출램프일 경우 2차로에 비해
1차로 운영 시 안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길이 및 다양한 변수 수준에 따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수정계수를 도출하였으나 가 ‧ 감속차로 길이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고수정계수 뿐만 아니라
CMFunction을 통해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트
럼펫형 램프구간을 분석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클로버형 등 램프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컬러레인, 제한속도, 차로수 3가지 대책을 고려하였으나 가 ‧ 감속차로, 속도저감
노면표시, 제한속도 표지판 등 보다 많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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