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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derly drivers have rapidly grown in the road transportation systems. One of the significant

issues associated with elderly drivers is that the performance of perception and reaction 

contributing to the driving skill and capability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at of drivers of 

different ages. In particular, the merging situations frequently occurring at the freeway on-ramp

area lead to greater workload for elderly drivers and resultingly higher risk of crash occurrence.

From the traffic safety perspective, determining proper acceleration lane length, therefore, is of 

keen interest because the physical ability of elderly drivers significantly influences whether or 

not the lane change is safe. This study evaluated acceleration lane length using VISSIM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tool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increase in elderly drivers.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370 meter length is proper in terms of accommodating 

unsafe merging events at the current rate of elderly drivers, 10%.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415 meter was appropriate under a scenario with 20% of elderly drivers. The outcome of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updating road design guidelin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drivers.

Keywords: acceleration lane length, driving behavior, elderly driver, microscopic simulation, 
traffic safety

초록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반운전자 대비 상대적으로 인지 ‧ 반응시간이 증

가한다는 특성이 있다. 더불어 저속으로 주행하는 특성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 유

입연결로 합류 시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

면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령운전자 비율과 고속도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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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연결로 가속차로의 길이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성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령운전자 비율(10-20%)과 가속차로 길이(340-415m)

를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후미추돌 상충률을 안전성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고령운전자 비율 및 가속차로 길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속도로 유입연결로의 영향권 내에서 발생한 상충률과 총 상충건수는 증가하였으

며 그 중 총 상충건수는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에서 20%로 변화함에 따라 약 48% 증가하였다. 또한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충발생 지점은 가속차로의 하류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비율별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령운전자 비율인 10%에서 상충률이 가장 낮은 적정 가속차로 길이는 

370m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가속차로 길이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특

히 고령운전자 비율 20%에서 시나리오로 설정한 가속차로 길이 중 415m가 적정 가속차로 길이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설계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가속차로 길이, 주행행태, 고령운전자, 미시교통시뮬레이션, 교통안전성

서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연령대가 낮은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하거나 일반운전자에 비

해 운전 시 인지 ‧ 반응시간이 증가하고 복잡한 동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지 ‧ 판단 ‧ 동작의 정확성이 저하하

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월한 운전이 불가하여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최근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고령운전자 관

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Road Traffic Authority). 더불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Road Traffic Authority).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고건수

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도로설계 시 교통안전성 관점에서 고령운전자를 고려하여 도로설계를 계획할 필요

가 있다. Jeon et al.(2018)은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속도로 유입연결로의 가속

차로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고속도로 합류부는 합류 간격을 탐색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복잡

한 과정이 필요한 구간이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통류가 만나기 때문에 병목현상과 교통사고의 잠재적인 원인으로 

여겨진다(Marczak et al., 2013; Chu, 2014). 가속차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본선 교통류와 본선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연결로 교통류가 합류 시 교통류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이다. 고령운전

자는 일반운전자보다 인지 ‧ 반응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할 것이므로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로에서 본선으로의 합류를 위해 가속차로 길이 연장이 요구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 길이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상호작용을 교통안전성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고 고

령화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어려워하는 구간인 유입연결로 가속차로를 분석구간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고령운전자 비율과 가속차로 길이를 시나리오 구성요소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도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소지

자 비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고령운전자 비율을 10%로 설정하였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b)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반영하여 기본 가속차로 길이는 340m로 설정하

였다.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미시교통시뮬레이션인 VISSIM에 반영하기 위해 VISSIM 내 주행행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안전성 평가지표는 선 ‧ 후행 차량간 후미추돌 상충률을 선정하였으며 미시교통시뮬레이션 수행으로 도출

한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에서 고령운전자 비율

이 증가함에 따른 교통안전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 분석은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분석구간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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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건수 및 상충지점을 비교한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비율별로 교통안전성이 가장 높은 가속차로 길이

를 선정하여 고령운전자의 비율별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분석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분석구간, 시나리오 및 안전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정산 및 고령운전자 차량의 거동 구현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수행 후 교통안전성 관점에

서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성을 분석하고 고속도로 내에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 구

간의 교통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분석한 연구와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고령운전자�주행행태�분석�연구

운전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시력장애와 같은 신체적 저하로 인해 운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치명상 또는 중상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vans, 

1988; Zhang et al., 2000).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주행행태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주행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ar and Compton, 2004). 선행차량을 추

종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비교한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보다 평균 반

응시간이 증가하고 비고령운전자보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특성이 나타났다(Nishida, 1999; Isabelle and Simon, 

2020). 고령운전자는 저속주행과 더불어 반응시간 또는 제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주행특성이 있어 돌발 상황 발생 시 

비고령운전자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Isabelle and Simon, 2020).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가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천천히 주행하는 경향으로 인해 짧은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의 진입을 어려워한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ard et al., 2009; Lwambagaza, 2016). 가속차로 구간에서 유입연결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본선에 합류하는 지

점을 연령대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서비스 수준이 E수준에 가까울수록 가속차

로가 종료되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합류가 발생한다(Lwambagaza et al., 2017). 중년운전자(41-55세)와 고령운전

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는 다양한 사고 유형 중 차량 간 사고가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고 중년운전자에 비해 고속(7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Koppel et al., 2011). Bélanger et al.(2010)은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추월 차량이 피실험자의 차량 

앞을 추월하는 이벤트 시나리오를 고령운전자가 주행하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는 추월 차량을 신속하게 회피를 

하기위해 짧은 시간 내에 판단 및 행동을 수행해야 했으나 제동이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에게 동시다발적인 정보 처리 및 회피 행동이 어려운 것임을 나타낸다(Bélanger et al., 2010).

2. 고령운전자의�주행행태를�고려한�고속도로�설계요소�개선방안�연구

Korea Expressway Corporation(2014)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고속도로 운영 진단 및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서 고

속도로 전체구간 중 개선이 시급한 구간을 순위별로 선정한 결과 고속도로 내 IC진입부를 개선이 시급한 구간 1순위

로 선정하였다. IC진입부의 서비스 개선항목으로는 노면표시 간격 및 수 조정,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여

러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설계속도별 가속차로 길이 기준 증대, 가속차로 테이퍼 길이 확대를 서비스 개선항목 

1순위로 선정하였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4).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고령운전자 특성을 분

석한 연구는 비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의 IC진입부(합류부)에서 합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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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고령운전자는 5초의 소요 시간이 나타났으나 비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의 2배인 10초의 소요 시간이 요구

되었으며 합류 소요 거리의 경우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의 소요 거리보다 약 50% 증가한 거리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IC진입부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속차로 진입 전 주의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선

정한 결과 가속차로 및 테이퍼 길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Jeon et al., 2018).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속차로의 길이를 연장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고 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Waard et al., 2009).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선행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인지 ‧ 반응시간, 주행속도와 같은 주행행태나 운전자 특성을 분석하고 일반운전자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차량을 미시교통시뮬레이션인 VISSIM에서 구현하고 고

령운전자 비율과 가속차로 길이를 다양화하여 교통안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는 고속도로 가속차로 길이

의 증대 필요성만을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도출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통한 교통시

스템의 향상을 위해서는 법규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고령운

전자, 비고령운전자 등)의 다양한 주행행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자

의 주행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재정적 부담감,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상용화 초기부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구매가 급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령운전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고려한 교통류 안전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

량 도입 시 자율주행 차량을 고령운전자에게 우선 확대시키는 등의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을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도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Step 1은 연구수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사고다발구간을 기반으로 분석구간을 선정하며 가속차로 길이 및 고령운전자 비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Step 2는 네트워크의 정산 및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VISSIM으로 구현

한 네트워크를 U-Value를 이용하여 검증한 후 차량 추종 파라미터와 차로변경 파라미터의 조정을 통해 고령운전자

의 주행행태를 반영한다. Step 3은 시뮬레이션 수행으로 수집한 개별차량 주행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분석

하며 총 세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상충률을 비교하고, 두 번째 분석에서

는 고령운전자 비율의 증가에 따른 상충건수 및 상충지점을 비교한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비율별로 적

정 가속차로 길이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1. 분석구간�설정

2013-2017년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내에서 안전성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고다발구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상습적인 지 ‧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경부선(부산방향)의 기흥동탄 I.C에서 양재 I.C(약 10km) 구간이 사고다발구간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신갈

JC-수원신갈IC 구간에서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향하는 유입연결로 가속차로를 분석 대상구간

으로 설정하였다. 가속차로 구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입연결로의 영향권 500m를 안전성 분석구

간으로 설정하여 Figure 2에 제시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는 분석구간에서 제외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a). 미시교통시뮬레이션인 VISSIM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교통환경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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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해 교통량과 차종별 비율을 반영하였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첨두 시(오전 7-9시)를 고려하여 본

선 5,400대/시, 연결로 500대/시를 유입교통량으로 반영하였다. 차종은 승용차(71.3%), 버스(15.4%), 화물차

(13.3%)를 설정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차종은 승용차만을 고려하였다. KoROAD(2018)에서 정의하는 고령운전

자 연령 기준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다. 정의된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고

려하면 버스 및 화물차를 운전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고령운전자 비율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승용

차만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첨두 시 갓길차로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Figure 1. Overall research framework

Figure 2. Study area and VISSIM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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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갓길차로제를 반영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안전성 분석구간인 유입연결로 영향권(하류

부 400m, 상류부 100m)에서는 갓길차로제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분석구간을 나타내는 Figure 2

에서는 갓길을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고속도로는 차단봉으로 본선과 유입연결로를 차단하고 있어 가속차로에

서 본선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가속차로 종점 부분에서만 차로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속

도로와 동일하게 차단봉을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경우,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일반적인 상황을 대

표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봉을 고려하는 대신 점선 및 실선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 시나리오�선정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교통안전성의 변화와 고령운전자 비율별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도출하기 위해 고령운전

자 비율과 가속차로 길이를 시나리오 구성요소로 고려하였다.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보다 인지 ‧ 반응시간이 증가

하고 정확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가속차로에서 안전한 차로변경을 위해 요구되는 거리는 일반운전자보다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가속차로 길이를 고려하였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3b)에서 유입연결로

가 2차로인 경우 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342m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340m를 기본 

가속차로 길이로 설정하였다. 유입연결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60km/h로 가정하면 진입차량은 1초 당 약 

16.67m를 주행하므로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부터 15m 단위로 증가시켜 415m까지 6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

였다. 2018년 고령운전자 비율이 9.63%임을 고려하여 10%를 현재의 고령운전자 비율로 가정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51%가 증가한 고령운전자 비율의 증가추세와 동일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20년 후에 약 10%가 

증가할 전망이다(Road Traffic Authority). 따라서 고령운전자 비율별 교통안전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고

령운전자 비율 10%부터 향후 20년 뒤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까지 2% 단위로 증가시킨 6개의 시나리오를 설

정하였다. 고령운전자 비율과 가속차로 길이를 고려한 총 시나리오의 개수는 36개이며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시

나리오마다 20회씩 반복 수행하였으며 반복 수행을 하는 동안 난수(Random seed)는 모두 다르게 설정하였다.

Table 1. Study scenarios

Scenario
Acceleration length Ratio of elderly driver

340m 10-20%

355m 10-20%
370m 10-20%

385m 10-20%

400m 10-20%
415m 10-20%

Total number of scenario 36

3. 안전성�평가지표

상충은 같은 시공간에서 서로 접근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도로 사용자가 움직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충돌할 위험이 관측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통류의 교차, 합류 및 분류현상이 발생하며 가속차로의 특성상 차

로변경을 수행하는 차량이 다수 존재하며 차로변경 중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주요 사고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5

년(2013-2017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속차로의 특성상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차량이 다수 존재하며 차로변경 중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주요 사고유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5년(2013-2017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통사고 자료를 통해 사고발생 직전 차량조작 상태가 차로

변경인 차량을 차로변경 중인 차량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사고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

생한 사고 중 사고직전 차량조작 상태가 차로변경인 차량의 사고건수는 총 229건이며 이 중 측면충돌(Angle)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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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차량은 60건, 후미추돌(Rear-end)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169건으로 나타나 후미추돌 사고는 측면충돌 

사고보다 약 2.82배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의 가속차로를 대상으로 사고직전 차량조작 상

태가 차로변경인 차량의 사고건수는 총 9건으로 이 중 후미추돌 사고가 7건, 측면충돌 사고와 정면충돌 사고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사고직전 조작 상태가 차로변경인 차량의 최다 발생 사고

유형은 후미추돌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후미추돌 상충을 대표적인 상충유형으로 가정하여 후미

추돌 상충을 안전성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Lee et al.(2018)은 선 ‧ 후행 차량 간 안전거리(Safety distance, SD)와 

추종거리(Follow distance, FD)를 이용하여 상충판단조건을 정의하였으며 VISSIM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수집

한 개별차량 주행궤적자료로부터 개별차량의 추종거리와 안전거리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추종이벤트()는 개별

차량 주행궤적 자료에서 후행차량과 선행차량 정보가 나타난 상황을 추종이벤트로 선정하였다. 추종거리는 주행 중

인 선 ‧ 후행 차량 간의 거리이고 안전거리는 VISSIM 내 차량 추종 파라미터(Car following parameters)의 CC0(m)

과 CC1(s) 그리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VISSIM에서 제시하는 수식을 Equation 1에 제시하였다

(PTV VISSIM 7 User Manual, 2015). CC0은 대기행렬에서 정지하는 경우 선 ‧ 후행 차량 간의 거리이며 CC1은 선

행차량과 후행차량 간의 차두시간이다. VISSIM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수집한 개별차량 주행궤적 자료로부터 상충

판단방법의 정의, 상충건수 및 추종건수 집계, 상충률 계산을 위한 수식은 Lee et al.(2018)에서 참고하였다. 상충판

단방법은 개별차량 주행궤적 자료로부터 수집한 선 ‧ 후행 차량 간 안전거리가 추종거리보다 긴 경우를 상충으로 판

단하며 이에 대한 수식은 Equation 2에 상충의 구상도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Equation 3은 상충건수를 계산하

는 수식으로 총 분석시간()동안 주행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상충건수를 집계하였다. 추종건수는 총 분석시간동

안 주행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추종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를 집계하였으며 수식은 Equation 4에 제시하였다. 안

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 ‧ 후행 차량 간 상호작용 건수 대비 후미추돌 상충건수를 의미하는 상충률(Conflict 

rate, CR)을 선정하였으며 수식은 Equation 5와 같이 정의하였다.

× (1)

   ≥ 

  
 (2)

 





 



 ≥  (3)







 



 (4)

 
 × (5)

여기서,  : Safety distance (m)

 : Follow distance (m)

 : Speed of vehicles (km/h)

 : Number of conflict

 : Number of interaction

 : Following event

 : Conflict rate (%)

 : Standstill distance (m)

 : Headway time (s)

 : Simulation time (s)

 : Number of cars

 : Analysis period (s)

 : Total number of vehicles

  :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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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ual illustration of determining conflict

4. 네트워크�정산

정산은 네트워크를 실제 교통흐름과 유사하도록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도로를 VISSIM에 구

현하는 경우 정산 및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Jo et al.(2019)에서 정산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정산 수행 구간은 C-ITS 실증사업 구간 중 사고다발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의 신갈JC에서 기흥IC 부

근(약 10km)을 선정하였다. 실제 교통흐름과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시 VDS 검지기 위치와 동

일한 위치에 검지기를 설치하고 정산을 수행하였으며 검지기 위치는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정산 이후 4개의 검지

기로부터 첨두 시 5분 단위로 수집된 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비교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속도를 효과척도로 사

용하는 U-Value를 활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고 U-Value가 0.1 이하의 값으로 도출되는 경우 실제 데이터와 일치

한다고 판단하며 U-Value의 수식은 Equation 6에 제시하였다. 10회의 시뮬레이션 수행 이후 검지기별 관측된 

U-Value 값과 평균 U-Value를 도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검증 결과 U-Value는 모두 0.1 이하의 값

이 도출되었으므로 네트워크상의 도로가 실제 도로를 반영했다고 판단한다(J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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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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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Actual speed (km/h)


′  : Simulation speed (km/h)

 : Simulation time step

Figure 4. Detecto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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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u-values between field and simulation loop detector data

Iteration
Average

1 2 3 4 5 6 7 8 9 10

Detector 1 0.064 0.067 0.063 0.071 0.062 0.063 0.080 0.065 0.065 0.067 0.067
Detector 2 0.061 0.061 0.066 0.066 0.063 0.063 0.065 0.066 0.064 0.066 0.064

Detector 3 0.055 0.056 0.055 0.054 0.056 0.061 0.055 0.055 0.056 0.056 0.056

Detector 4 0.067 0.067 0.067 0.066 0.068 0.067 0.069 0.067 0.067 0.066 0.067

5. 고령운전자�차량거동�구현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가 반영된 차량을 VISSIM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행행태 파라미터 값의 조정이 필요하

다. Lwambagaza(2016)는 현장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를 비교하는 효과척도로 연결로 교통류와 평균 속도를 설정

하여 VISSIM 파라미터의 조정 및 정산을 수행하였다. 현장자료와 VISSIM 시뮬레이션 자료로부터 수집한 평균 속

도를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주행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운전자

가 가장 낮은 속도로 주행하였으며 젊은 운전자보다 약 4.1-12.07km/h의 주행속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고령운전

자 주행행태를 VISSIM에 반영하기 위해 차량 추종 파라미터(Car following parameters)와 차로변경 파라미터

(Lane change parameters)를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정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고령운전자가 젊은 운전자에 비해 낮은 속도로 주행한다

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량 추종 파라미터 중 속도 관련 파라미터(CC4, CC5, CC7, CC9)를 기본 값(Default 

Table 3. Car following parameters for elderly drivers

Car following parameters

Default values Elderly

CC0 (m) 1.50 1.49 Desired standstill distance between two vehicles
CC1 (sec) 0.90 3.00 Desired distance a driver wishes to maintain when traveling at a certain speed

CC2 (m) 4.00 6.01 The distance more than desired safety distance 

CC4 -0.35 -0.40 Negative speed difference during the following process
CC5 0.35 0.40 Positive speed difference during the following process

CC7 (m/s) 0.25 0.24 Acceleration during oscillation

CC9 (m/s) 1.50 1.22 Desired acceleration at 80km/h

Table 4. Lane change parameters for elderly drivers

Lane change parameters
Default values Elderly

Maximum deceleration 

(m/s)

Own -4.00 -3.05 Upper bound of deceleration for lane change

Trailing -3.00 -3.35

(-1m/s) per distance 
(m)

Own 60.96 30.48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emergency stop

Trailing 60.96 24.38

Accepted deceleration 

(m/s)

Own -1.00 -0.76 Lower bound of deceleration for lane change
Trailing -1.00 -0.46

Minimum headway (m) 0.50 1.83 The minimum distance between two vehicles that 
must be available after a lane change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 0.60 0.80 Degree of safety distance reduction on the new lane

Maximum deceleration for 

cooperation breaking (m/s)

-3.00 -0.91 Extent the trailing vehicle braking cooperatively

Overtake reduced speed area Unchecked Unchecked Whether vehicle’s free lane change or not

Advanced merging Checked Checked Whether vehicle can change lanes earlier or not
Cooperative lane change Checked Checked Whether cooperative lane change rule activated for 

the respective driving behavior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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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고령운전자와 젊은 운전자의 임계차간시간을 비교한 결과, 연결로 교통류에서 

본선 교통류로 합류를 하기 위한 임계차간시간은 젊은 운전자보다 약 0.4초에서 2.1초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

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차량 추종 파라미터 중 거리(m)와 관련한 파라미터인 CC0를 하향 조정, CC1과 CC2를 상

향 조정하였으며 차로변경 파라미터 중 Accepted deceleration, Minimum headway,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를 기본 값보다 상향 조정하였다. Elderly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고령운전자 주행행태 파라미터로 가정하

였으며 고령운전자 이외의 차량은 모두 VISSIM 내 기본 값을 적용하였다.

결과분석

1. 고령운전자�비율에�따른�안전성�비교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에서 고령운전자 비율을 10%부터 20%까지 2% 단위로 증가시켜 시뮬레이션을 20

회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개별차량 주행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시나리오 당 수집한 20개의 데이터 중 10개의 시

뮬레이션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하여 얻은 상충률의 중앙값을 분석하였다. 10개의 상충률 중 최대 ‧ 최소값 또는 이상

치와 같은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값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Figure 5에 제시하였

다. 분석 결과 현재 고령운전자 비율로 가정한 10%에서 가장 낮은 상충률이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할

수록 상충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평균 상충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

정 결과 유의확률이 0.262로 유의수준인 0.05 이상이므로 분산의 동질성을 가정하여 ANOVA 검정이 가능하다. 

ANOVA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수준인 0.05 이하이므로 상충률은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 가속차로 길이에서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상충률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에서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충률이 증가하

므로 향후 고령운전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교통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5. Conflict rates by ratio of elderly drivers (acceleration lane length: 340m)

Table 5. Results of ANOVA analysis

Equality of variances ANOVA

Leven’s 
statistics

d.f1 d.f2 Sig.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316 5 114 0.262 Between groups 28.428   5 5.686 3.789 0.003

Within groups 171.079 114 1.501
Total 199.507 119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4호, 2020년�8월 275

JUNG, Aram ･ KO, Jieun ･ OH, Cheol •Article•

2. 고령운전자�비율의�증가에�따른�구간별�안전성�평가지표�및�상충지점�비교

VIS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한 개별차량 주행궤적 자료로부터 가속차로 분석구간인 유입연결로 영향권에서

의 상충건수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6과 Figure 7에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위에 표시

된 노란색 점은 네트워크의 해당 지점에서 상충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인 경우 분석구

간 내에서 총 상충건수는 156건이 발생하고 고령운전자 비율이 20%인 경우 총 상충건수는 300건이 발생하여 10%

대비 약 48%의 상충건수가 증가하였다. 구간별로 상충건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구간 길이인 500m를 

100m씩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인 경우 연결로 교통류와 본선 교통류의 합류가 이루

어지지 않은 1구간에서 최다 상충건수가 발생하였으나 고령운전자 비율이 20%로 증가한 경우 연결로 교통류와 본

선 교통류의 합류가 시작되는 2구간에서 최다 상충건수가 발생하였다. 총 상충건수가 증가함에도 연결로와 본선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1구간의 상충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1구간을 제외한 유입연결로의 합류 이후 구간인 

2-5구간의 상충건수는 모두 증가하여 상충발생 지점이 가속차로의 하류부 방향(2-5구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

타났다. 2-5구간의 10% 대비 상충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구간의 증가율은 약 1.02배, 3구간의 증가율은 약 

2.44배, 4구간의 증가율은 약 8.6배, 5구간의 증가율은 약 0.61배 증가하였다. 2-5구간 중 변이구간을 제외한 가속

차로가 존재하는 2-4구간의 상충건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운전자에 비해 인지 ‧ 반응 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의 특성상 가속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가속차

로 내 차량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차로 내에 있는 차량들의 차로변경 위치가 상류부보다 하류부에서 많이 

Figure 6. Pattern of conflict occurrence (ratio of elderly driver: 10%)

Figure 7. Pattern of conflict occurrence (ratio of elderly dri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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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구간별 상충건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검정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고령운전자이 비율 10%, 20%인 경우 모두 유의

확률이 0.0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인 0.05 이하이므로 로버스트검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로버스트검정 결

과,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인 경우 유의확률이 0.000, 20%인 경우 유의확률이 0.009로 나타나 유의수준인 0.05 이

하이므로 각 구간별 상충건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구간별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상충건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등분

산 검정 결과, 1, 3, 4, 5구간은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이하이므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으며 2구간은 유의확률

이 유의수준 이상이므로 등분산을 가정한다. T-검정 결과, 1-5구간은 모두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이하이므로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라 구간별 상충건수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충심각도를 비

교하기 위하여 각 구간별 Delta S를 상충심각도를 나타낼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Delta S는 상충 상황에서 선 ‧ 후

행차량의 속도 차이며 Delta S의 값이 증가할수록 상충심각도가 증가한다. Table 8에 각 구간별 평균 Delta S를 나

타내었으며 분석 결과, 1-5구간 모두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 상충심각도가 증가하였

다. 따라서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에서 고령운전자 비율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저하하는 교통안전성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7)

여기서,  : Speed of following car (km/h)



 : Speed of leading car (km/h)

Table 6. Results of ANOVA analysis

Ratio of 
elderly driver

Equality of variances Robust tests of equality of means
Leven’s 
statistics

d.f1 d.f2 Sig. Statistic d.f1 d.f2 Sig.

10% 3.371 4 45 0.017 Welch 8.914 4 20.956 0.000

20% 6.508 4 45 0.017 Welch 4.519 4 19.866 0.009

Table 7. Results of T-test analysis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Section 1 Equal variances 

assummed
7.001 0.016 -2.282 18 0.035 -25.700 11.263 -49.362 -2.038

Equal variances 
not assummed

　 　 -2.282 14.436 0.038 -25.700 11.263 -49.788 -1.612

Section 2 Equal variances 
assummed

3.263 0.088 -2.964 18 0.008 -31.800 10.730 -54.343 -9.257

Equal variances 
not assummed

　 　 -2.964 13.538 0.011 -31.800 10.730 -54.888 -8.712

Section 3 Equal variances 
assummed

27.576 0.000 -2.764 18 0.013 -18.100 6.549 -31.860 -4.340

Equal variances 
not assummed

　 　 -2.764 10.436 0.019 -18.100 6.549 -32.611 -3.589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제�4호, 2020년�8월 277

JUNG, Aram ･ KO, Jieun ･ OH, Cheol •Article•

Table 7. Results of T-test analysis (continued)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T-test for equality of means

F Sig. t d.f
Sig.

(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Section 4 Equal variances 

assummed
4.892 0.040 -3.851 18 0.001 -13.600 3.531 -21.019 -6.181

Equal variances 
not assummed

　 　 -3.851 10.230 0.003 -13.600 3.531 -21.444 -5.756

Section 5 Equal variances 
assummed

32.305 0.000 -2.635 18 0.017 -26.000 9.866 -46.727 -5.273

Equal variances 
not assummed

　 　 -2.635  9.455 0.026 -26.000 9.866 -48.156 -3.844

Table 8. Comparison of conflict severity by each section

Ratio of 
elderly driver

Average of delta S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All section

10% 4.98 5.84 4.99 5.28 4.37 5.09
20% 5.41 6.24 6.15 6.88 4.93 5.92

3. 고령운전자�비율별�가속차로�길이�적정성�평가

고령운전자의 비율별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도출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비율 및 가속차로 길이별로 시뮬레이션 분

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분석 시 평균 상충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최소값 또는 최댓값과 같은 극단값으로 인하

여 분석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극단적인 값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값을 이용하였다. 

적정 가속차로 길이는 시나리오마다 도출되는 상충률의 중앙값이 최소로 나타나는 길이를 적정 가속차로 길이로 선

정하였으며 Table 9에 제시하였다. 현재 고령운전자 비율로 가정한 10%에서는 가속차로 길이가 370m일 때 

15.51%의 상충률 중앙값이 최소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보다 약 30m 증가한 길이이

다. 고령운전자 비율이 12, 14%인 경우 각 비율의 최소 상충률 중앙값은 15.74% 15.90%이며 적정 가속차로 길이

는 385m로 도출하였다. 고령운전자 비율이 16, 18, 20%인 경우 각 비율의 최소 상충률 중앙값은 16.09%, 16.08%, 

16.28%가 나타났으며 시나리오로 설정한 가속차로 길이 중 최대 길이인 415m를 적정 가속차로 길이로 도출하였

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로 나타나는 상충률 중앙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적정 가속

차로 길이 또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Table 9. Acceleration lane length by ratio of elderly drivers

Ratio of elderly drivers 10% 12% 14% 16% 18% 20%
Median of conflict rate 15.51% 15.74% 15.90% 16.09% 16.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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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

며 고령자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율 또한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

망이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성을 분석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일반운전자보다 인지 ‧ 반응시간과 제동거리가 증가하며 저속으로 주행하는 

주행특성이 있다. 고령운전자는 일반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 ‧ 반응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가 고속

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의 안전한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속차로 길이보다 증가된 거리가 요

구된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미시교통시뮬레이션인 VISSIM에 반영하여 교통안전성 관점에서 고령운

전자 비율별 가속차로 길이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세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비율에 따른 상충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에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상충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 가속차로 길이에서 향후 고령운전자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비율이 10%에서 20%

로 변화함에 따른 상충건수, 상충심각도와 상충지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1-5구간 모두 고령운전자 비율이 10%

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 상충건수 및 상충심각도가 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 비율 10%에서 156건, 20%에서 

300건의 상충이 발생하여 10% 대비 약 48%의 상충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상충심각도는 5.09에서 5.92로 증가

하여 약 1.16배가 증가하였다. 상충지점 비교 결과,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상충발생 지점이 가속차로의 하

류부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속차로가 존재하는 구간인 2-4구간에서 발생한 상충건수가 다른 구간에서 발생한 

상충건수보다 비교적 많은 증가율이 나타났으며 상충심각도 또한 2-4구간이 비교적 다른 구간에 비하여 많이 증가

하였다. 따라서 고령운전자 비율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고령운전자 비율별 적정 가속차로의 길이를 도출하였다. 현재

의 고령운전자 비율로 가정한 10%에서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보다 약 30m 연장된 길이인 370m가 적정 가속

차로 길이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운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충률이 최소로 나타나는 적정 가속차로 길이는 증

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교통안전성 측면에서 기본 가속차로 길이인 340m는 현재 고령운전자 비율인 10%에

서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안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계획을 위해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령운전자의 비율을 고려한 가속차로 길이 기준을 재정립하거

나 가속차로 길이의 최소기준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도로설계 시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가속차로 길이의 기준을 설정하는데에 참고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유입연결로에서 가속차로 길이를 연장할 경우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이나 시

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속차로 길이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가속차로 길이의 연

장 이외에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속도로 노즈부의 길이를 연장하여 유입연결로와 본선

이 합류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가속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차단봉과 같

은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는 해외 문헌에서 참고한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이용하였으나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고령운

전자의 주행행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교통흐름과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적정 가속차로 길이를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과 주행속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상충유형 또한 후미추돌 상충만

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속차로 길이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일반화할 수는 없

다. 따라서 교통량과 주행속도 조건을 다양화하고 후미추돌, 교차상충, 차로변경 상충 등 여러 가지 상충유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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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은 서비스 수준(A-E)을 고려

하여 자유류 상태, 용량 상태와 같은 다양한 교통류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분석구간은 다수의 차

로변경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로별 통과교통량이 교통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다양한 차로별 통과교통량과 가속차로 길이를 분석 시나리오로 고려하여 향후 연구를 수행한다면 교통류 안전성이 

최적화된 적정 가속차로 길이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가속차로 연장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 비용 또는 사고감소 편익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구결과의 실효성 및 활용성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하였으나 가속차로 길이 증가에 따른 이동성, 환경성을 고려한다면 종합적인 가속차로 

길이 평가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방안으로 자

율주행차 이용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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