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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operate roadways safely in the mixed traffic 

condition with autonomous and non-autonomous vehicles. For this reason, implementation of 

managed lane specifically for autonomous vehicles has been widely suggested to minimize the

friction between the autonomous vehicle and the non-autonomous driving vehicl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implementing autonomous bus managed lane on expressway 

according to the market penetration rate, traffic volume (level of service), and length of 

influence area using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Particularly, the minimum weaving section

length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different road environments. As a result, the minimum 

weaving section for the autonomous bus to enter the managed lane was 600-1200m.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weaving section length from 800-1200m was found to 

be the suggested entry weaving section length.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insights for designing and operating managed lane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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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실현

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네트워크에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자율주행차량과 비자율주

행차량이 혼재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교통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과 비자율주행 차량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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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설치 및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용차로 운영 시 전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하게 차로변경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과 교통량(서비스수준), 진입 영향권의 

길이에 따라서 전용차로 진입 가능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도로환경에 따라 전용차로 진입에 필요한 최소영향

권 길이를 산출하고 진입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하여 상충분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유입 영향권의 안전성

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영향권의 길이는 

600-1200m에서 부분적으로 진입 가능하여 최소 영향권의 길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상충

건수 비교분석 결과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800-1200m에서 상충건수가 가장 낮게 도출되어 교통 환경에 따른 가

장 안전한 전용차로 진입 영향권의 길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속도로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를 설계 및 운영하는 것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자율주행버스, 고속도로, 전용차로, 교통안전, 교통 시뮬레이션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래할 차세대 기술혁신 중 차량 기반 기술의 변화를 

통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은 관련 감지 기술 및 관련 인식 기술, 제어기술

들의 발달로 Prototype화 되었으며 통신 기술은 차량 간 통신(Vehicle to Vehicle, V2V) 및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Vehicle to Infrastructure, V2I)을 제공한다(Talebpour and Mahmassani, 2016).

초기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단계 에서는 비자율차와 혼재하는 교통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협

력주행환경에서 자율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비자율차와 상충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and Oh, 2017).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초기 상용화 단계에는 자율차와 비자율차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전용차로를 설계하고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특정 차량전용 차로를 부여하는 사례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며 혼잡한 구간

에서 버스 통행시간을 절감하여 수단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Shalaby and Soberman, 1994). 하지만 

버스전용차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특히 고속도로 연결로 구간, 즉 주행속도가 다른 도시부도로나 다른 고속도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전용차로 진입과 진출과정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Yun et al., 2012). 그

렇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되었을 때 버스전용차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도를 낮출 수 있

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에 비자율차량과 혼재하는 상황에서 전용차로를 설계 및 운용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율주행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유입부의 자율주행버스 진입 영

향권에 길이 대하여 교통량 및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Market Penetration Rate, MPR)에 따라서 전용차로 진입 

가능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고 진입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상충분석을 수행 및 비교분석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적정 영향권 길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관련 연구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본연구의 분석 방법론을 총 3단계로 제시하였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행태설정, 분석 

시나리오설정, VISSIM Network 구축 및 효과지표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각각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문헌�고찰

본 연구의 문헌 고찰은 기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연구와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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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량�관련�연구

Yook et al.(2018)는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VISSIM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의 보급

률에 따른 용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높은 등급의 도로(고속도로)일수록 자율주행차량의 혼입에 따

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보급률이 80%일 때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어 자율주행차량

의 전용도로를 추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VanderWerf et al.(2001)는 자율차의 시스템 보급률에 

따라서 교통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Davis(2004)는 현재 도로네트워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분석을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Kesting et al.(2008)는 진입램프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에 따른 안전성을 분석하였으며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률 이증가함에 따라 교통 안전성이 증대되었다. Park et al.(2015)는 테스트베트 구축 예정인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신갈 기본구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에 따른 NetLogo 5.2.0 시뮬레이션 효과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속도의 증가 및 밀도의 감소 효과는 서비스수준 B 교통량을 기점으로 발생하여 교통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버스�전용차로�관련�연구

Kim et al.(2013)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고속도로는 버스가 전용차로에 진입 및 진출하면서 본선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어 차량 간의 상충을 야기 시킴을 제시하였다. Shen et al.(2019)는 도로의 용량과 버스의 비율

에 따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추종 및 차로변경행태를 개발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버스의 비율이 증

가함에 따라 도로 용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Park et al.(2015)는 버스전용차로가 포함된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CTM (Cell Transmission)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의 시점에 따라 운영효율성이 변화하였다. Chen et al.(2010)는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

션(VISSIM)을 활용하여 전용차로의 위치, 진출입램프의 길이, 영향권의 길이 등에 따른 도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

차선 설치로 인한 용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진출입로에 따라 영향권의 길이가 용량에 더욱 민감하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Choi and Choi(1995)는 서울에서 신탄진 까지 지역 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의 상황을 승용차 및 버

스의 총 통행시간절감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자율주행 자

동차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전용차로가 현실적으로 먼저 설치 및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전용차로와 관련

하여 주로 고속도로 본선부에서의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향후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를 운영

함에 있어 고속도로의 본선부보다 차량들이 본선으로 진입하는 유입 영향권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해 자율주행버스가 안전하게 전용차로로 진입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전용차로를 도입하여 발생 하는 효과를 주로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을 통한 운

영효율성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충건수를 비교분석을 통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3단계의 절차에 따라서 분석을 수행하여 자율주행버스 전용차로

에 관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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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process

1단계. 자율주행버스 주행행태 설정

자율주행 수준과 그에 맞는 VISSIM 내부 파라미터의 수정을 통하여 자율주행 행태를 설정하였다. 자율주행 수준

의 경우 SAE International(2016)에서 제시하는 총 6단계의 자율주행수준 중 4단계인 High Automation을 적용하였

으며 ATKINS(2016)에서 제시하는 자율주행 수준 4단계에 해당하는 VISSIM 내부 파라미터 중 Following Vehicle 

Parameter와 Lane Change Vehicle Parameter를 Figure 2와 같이 수정하였다.

Figure 2. SAE level and VISSIM Parameter

2단계. 분석 시나리오 설정

분석 시나리오는 영향권의 길이, 교통량(서비스수준),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에 대하여 각각 설정하였다. 영향권 

길이의 경우,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3)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 진입로 영향권 기

준(400m)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600m, 800m, 1000m, 1200m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Figur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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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eaving section scenario

교통량(서비스수준)의 경우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2013)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 100kph에서의 서비스수준별 교통량을 이용하였으며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비율의 경우 TMS 

(Traffic Monitoring System)에서 제공하는 분석구간에서의 차종별(승용, 버스, 화물) 연평균 일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을 활용하여 대상구간의 실제 차량비율을 반영하였다.

Table 1. Level of service

LOS Density
Design speed 120kph Design speed 100kph Design speed 80kph

Volume (pcphpl) V/C Volume (pcphpl) V/C Volume (pcphpl) V/C

A ≤6 ≤700 ≤0.30 ≤600 ≤0.27 ≤500 ≤0.25

B ≤10 ≤1,150 ≤0.50 ≤1,000 ≤0.45 ≤800 ≤0.40

C ≤14 ≤1,500 ≤0.65 ≤1,350 ≤0.61 ≤1,150 ≤0.58

D ≤19 ≤1,900 ≤0.83 ≤1,750 ≤0.80 ≤1,500 ≤0.75

E ≤28 ≤2,300 ≤1.00 ≤2,200 ≤1.00 ≤2,000 ≤1.00

F >28 - - - - - -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의 경우, 버스의 총교통량에서 자율주행버스의 비율을 각각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단계. Network 구축 및 효과지표 분석 설정

3단계에서는 1단계의 자율주행버스의 주행행태와 2단계의 각 시나리오를 설정한 이후, 분석대상지역의 Network

에 구현하고 각 대안별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한 이후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진입 가능여부 검토 및 대안별 

SSAM 상충분석을 통하여 전용차로 유입 영향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구간의 경우, Gyeonggi 

Transportation Information Center(2017)에서 제시하는 상습 지 ‧ 정체 구간 중 판교JC-금토JC (상행)를 분석구

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실험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Random seed (난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 시나

리오를 5회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5회 수행결과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시간은 5400초(90분)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지역의 네트워크에 교통량이 고르게 분포된 이후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Warm-up을 

시뮬레이션 실험 시작 직후 및 종료 직전의 900초(15분)로 설정하였다. VISSIM 실험 진행과정을 직접 관찰하면서 

각 대안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로 진입하는지에 대한 가능여부를 직접 검토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선별하고 

진입에 필요한 최소 영향권을 산출하였다. 이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주행궤적데이터를 추출하여 SSAM 상충분석

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여 유입 영향권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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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자율주행버스의�전용차로�진입여부�분석결과

분석결과, 영향권 길이가 400m인 경우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Figure 4는 영향권 400m 시나리오를 제외한 각 대안에 따른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진입여부 분석결과이다. 진입 영향권의 길이가 600m인 경우, 서비스수준이 A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50%, 

서비스수준이 B일 때 자율주행 버스의 보급률이 40%, 서비스수준이 C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10%까지는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하였다. 진입영향권의 길이가 800m인 경우, 서비스수준이 A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

이 100%, 서비스수준이 B일 때 자율주행 버스의 보급률이 40%, 서비스수준이 C-D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

이 10%까지는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하였다. 진입영향권의 길이가 1000m인 경우, 서비스수준이 A일 때 자율주

행버스의 보급률이 100%, 서비스수준이 B일 때 자율주행 버스의 보급률이 70%, 서비스수준이 C일 때 자율주행버

스의 보급률이 50%, 서비스수준이 D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30%, 서비스수준이 E-F일 때 자율주행버스

의 보급률이 20%까지는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하였다. 진입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인 경우, 서비스수준이 A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100%, 서비스수준이 B일 때 자율주행 버스의 보급률이 70%, 서비스수준이 C일 때 자

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60%, 서비스수준이 D-F일 때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30%까지는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

능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각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 Results of entry into autonomous bus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서비스수준 및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에 따라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로 안전하게 진

입하기 위한 최소 영향권의 길이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서비스수준 및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에 안전하게 진입 가능한 최소 영향권의 길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향

후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최소 영향권의 길이가 도출되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8 No.1 February 202064

•Article• Assessing the Safety Effects of Expressway Managed Lane for Autonomous Bus Using Traffic Simulation

Figure 5. The minimum weaving section required to enter an autonomous bus

2. 자율주행버스의�전용차로�진입�영향권�안전성�분석�결과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한 대안들에 한하여 SSAM을 통한 상충분석을 수행하여 각 영향권의 길이 

중 설정한 교통량,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에 대해 상충건수가 가장 낮은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가장 안전하게 자율

주행버스 전용차로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유입부 영향권의 길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서비스수준이 A일 때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30% 및 9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0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고, 나머지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률 대안들에서는 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인 경우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가

장 안전한 영향권의 길이로 선정되었다.

서비스수준이 B일 때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10% 및 3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0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고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20%일 때와 40% 이상일 때 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인 경우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가장 안전한 영향권의 길이로 선정되었다.

서비스수준이 C일 때 모든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 시나리오에 대해 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인 경우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가장 안전한 영향권의 길이로 선정되었다.

Table 2. Result of conflict analysis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A)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616 593 595 577 612

800m 613 603 567 566 582 614 543 561 603 589

1000m 608 579 585 561 584 603 527 560 567 579

1200m 598 578 586 554 573 590 522 544 606 548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B)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2,995 3,080 3,619 3,522

800m 2,932 2,930 3,179 3,127

1000m 2,887 2,949 2,981 3,007 3,232 3,285 3,172

1200m 2,907 2,844 3,005 2,936 3,034 3,097 3,062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C)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5,069

800m 29,292

1000m 4,705 4,545 4,801 5,294 5,171

1200m 4,669 4,496 4,604 4,527 4,741 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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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conflict analysis (continued)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D)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800m 68,444

1000m 73,487 74,124 75,661

1200m 74,116 75,206 76,728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E)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800m

1000m 79,580 82,253

1200m 81,463 81,141 81,920

Weaving section
(length)

Number of conflicts about market penetration rate of autonomous bus (LOS_F)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00m

800m

1000m 80,504 80,166

1200m 81,129 80,399 81,997

서비스수준이 D일 때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1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8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게 

도출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20% 이상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0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가

장 안전한 영향권의 길이로 산정되었다.

서비스수준이 E일 때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1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0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

고,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20-3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가장 안전한 영

향권의 길이로 선정되었다.

서비스수준이 F일 때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10-20%인 경우 영향권이 길이가 10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고, 자율주행차량의 보급률이 30%인 경우 영향권의 길이가 1200m일 때 상충건수가 가장 낮아 안전한 영향권의 

길이로 선정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VISSIM을 이용하여 자율주행버스의 보급률, 교통량

(서비스수준) 시나리오에 따라서 설정한 영향권 길이 내에서 전용차로로의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입하기 위한 

최소 영향권의 길이를 제시하였으며, 가능한 대안들을 토대로 상충분석을 수행하여 영향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영

향권 선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율주행버스의 전용차로 진입 여부 평가 결과 400m의 경우

에는 모든 교통량과 보급률 시나리오에서 전용차로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600m, 800m, 1000m, 1200m의 경우, 

부분적으로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자율주행버스 전용차로를 설치 및 운영

하는데 있어 운영차로의 설치 적정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버스가 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대안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의 진입 안전성 분석 결과, 설정

한 영향권의 길이 중 대부분의 대안에서 1200m가 가장 안전한 영향권으로 도출 되었으며, 일부 대안에서는 영향권

의 길이가 800m 및 1000m인 경우에서 가장 안전한 영향권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일부 시나리오에서 영향권의 길

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율주행버스가 차로변경 하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충건수 감소효과보다 분석 대상범위

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들의 상충건수 증가 효과가 더 높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자율주

행버스 전용차로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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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환경에서의 진입 영향권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VISSIM 내부 parameter 값

을 조정하여 자율주행버스를 구현하였지만 이는 자율주행버스가 군집주행 하는 행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서 자율

주행버스가 전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급 차로변경 하는 등의 행태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자율주행버스의 본선부 진입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향후 유출부에서 유출 가능한 영향권의 최소범

위 설정 및 안전성 평가도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향권의 범위는 모든 서비스수준과 보

급률에서 진입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비교분석 및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다양한 영향권 시

나리오를 설정해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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