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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hicle platooning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 and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has 

become realized. Platooning is a technique in which several vehicles travel at regular intervals 

while maintaining a minimum safety distance. Truck platooning is of keen interest because it 

contributes to preventing truck crashes and reducing vehicle emissions,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truck flow capacit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nteractions between vehicle 

platoons and adjacent manually-driven vehicles (MV) significantly give an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raffic flow. In particular, when vehicles entering from on-ramp attempt to 

merge into the mainstream of freeway, proper interactions by adjusting platoon size and 

inter-platoon spacing are required to maximize traffic performance. This study developed a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operational strategies for truck platoonings on freeway on-ramp 

areas. Average speed and conflict rate were used as measure of effectiveness (MOE) to 

evaluat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experiments using 

VISSIM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latooning scenarios. A 

decision making process for selecting better platoon operations to satisfy opera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was proposed. It was revealed that a platoon operating scenario with 50m 

inter-platoon spacing and the platoon consisting of 6 vehicles outperformed other scenarios. 

The proposed methodology would effectively support the realization of novel traffic 

management concepts in the era of automated driving environments.

Keywords: automated vehicle platooning, cooperative automated driving, heavy vehicle, micro 
traffic simulation, operation strategy

초록

차량의 자율주행기술과 차량간 무선통신을 통한 정보공유 군집주행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군집주행이란 여러대의 차량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만 유지한 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행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군집주행은 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연료소비를 줄

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교통류 운영효율성, 안전성, 환경성 문제를 해결할 수 대안으

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군집주행차량과 주변의 일반차량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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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류의 성능은 최적화 될 수 있다. 특히 교통운영 관리자는 화물차가 군집주행을 할 경우 유입연결로에서 비자율

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군집간간격과 군집크기와 같은 군집주행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안전성과 운영효율

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구간에서 교통류 퍼포먼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화물차 군집 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주행속도로 

설정하였으며,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비자율차의 차량추종 관계 대비 상충상황에 노출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비자율

차 상충률의 개념을 정의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최적 군집운영 조건을 판단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으며, 군집간간격이 50m이고 군집크기가 6대인 운영시나리오가 최적의 성능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전략 수립 방안에 따라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교통상황별 적정 군집주행 파라

미터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군집운영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군집주행, 미시교통시뮬레이션, 운영전략, 자율협력주행, 화물차

서론

현재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대형 상용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가 의무화되었다. 최근 버스와 화물차의 잇따른 사고에 따라 상용차

의 첨단화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용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승용차보다 차량의 중량이 크기 때문에 교통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거리 주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졸음과 같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oi et al., 2013). 특히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에

서 심야 또는 장거리 운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통한 군집주행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감소와 차량간간격의 감소로 인한 운영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군집주행(Platooning)은 여러대의 차량들이 최소한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한 채 도로위의 기차처럼 일정한 간격으

로 두고 주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교통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기대되는 방식이다(Segata et al., 2014; Zheong et al., 2016). 자율주행자동차가 군집주행하기 위해서는 인접차

량과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한다. 전방의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로는 ACC (Adaptive cruise 

control)와 CACC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가 있다. ACC는 차량내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차량을 

감지하고 거리를 조절하게 된다. CACC 시스템의 경우 ACC기술에 차량 간 통신(V2V)을 접목시켜 주변차량의 정

보와 인접하지 않은 차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전방의 위험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CACC차

량이 군집주행을 할 경우 차간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화물차가 군집주행하는 상황에서 비자율차와 혼재하는 경우, 군집으로 인해 비자율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e et al., 2017; Suh et al., 2017). 특히 유입연결로에서 진입하는 비자율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본선

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여 교통류의 운영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군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구간에서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화물차 군집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군집 운영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집주행 파라미터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보급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

은 상태에서의 실차 실험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상황별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Davis, 2004).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을 이용하여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였

다. 화물차의 군집주행은 VISSIM의 Driving Behavior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구현하였으며, 분석시나리오는 군집유

무, 본선교통량, 진출입교통량, 화물차비율, 군집크기, 군집간간격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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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적 군집운영 조건을 결정하는 군집운영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자율주행과 군집주행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시나리오 환경구현, 군집주행 구현방법, 시나리오 평가 지표를 분석방법론

에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수행방안과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의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5장

에서는 군집 운영조건 판단 알고리즘 및 이를 활용한 군집운영전략 수립 방안 및 새로운 군집운영전략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연구를 제시하였다. 

기존 문헌 고찰

본 연구의 문헌 검토는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수립과 분석결과의 활용성을 도출하기 위해 자율주

행 관련 연구와 군집주행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자율주행 관련 연구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과 안전성 보장에 있어 한계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Davis, 2004). 많은 연구들이 교통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운영효율성, 환경성 관점에서 자율차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Van Arem et al.(2006)는 CACC가 교통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주행차량 

의 MPR (market penetration rate)이 60% 이상일 경우는 운영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ia et al.(2016)은 교통시뮬레이션인 VISSIM의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자율차 및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하였

으며, 모든 차량이 자율차인 상황에서 교통류 운영효율성이 증대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혼잡한 상황일수록 운영

효율성 증대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Zhong et al.(2017)은 CACC에 대한 관리차로 전략 3가지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첫번째는 CACC 혼재상황(mixed-traffic), 두번째는 CACC 제한 차로(restricted 

CACC lane), 마지막으로는 CACC 전용차로(dedicated CACC lane)이었다. 분석결과, CACC 전용차로는 MPR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다른 전략의 경

우 운영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PR에 따라 정지지체시간을 5-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Kesting et al.(2008)은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의 ACC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정체가 발생하는 시간

대의 On-ramp를 분석 대상구간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율차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정성이 증대되며, MPR

이 25% 이상인 상황에서 정체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ladover et al.(2012)는 MPR에 따라 ACC와 CACC

가 고속도로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ACC 차량의 도입은 운영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ACC는 보급률이 높을수록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커넥티

드카(connected car)와 자율차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Jeong et al., 2014, Talebpour et al., 2016).

 

2. 군집주행 관련 연구

Zhao et al.(2013)은 무선통신과 지능형 정보 기술의 발달이 자율주행자동차 군집주행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

며, 군집주행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가 주목받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CACC 시스템의 경우 ACC와 달리 

차량 간 통신(V2V)을 이용하여 주변차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간간격을 좁혀 교통류 운영효율성의 증진을 유도

한다. 그러나 군집주행은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인프라나 전용 차선이 존재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차의 시스템 보급률도 교통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Jeong et al., 2017; Vanderwerf et al., 2001). Amoozadeh 

et al.(2015)는 CACC 차량의 군집관리를 위한 군집주행 전용차로, 군집형성, 군집해체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군집

크기가 커짐에 따라 네트워크의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lebpour et al.(2016)은 첨단기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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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자율차, 자율차, 커넥티드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군집의 크기가 줄어들

고 MPR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증대되었으며, 자율차는 같은 MPR수준에서 커넥티드카보다 통과교통량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 et al.(2016)은 비콘 메시지 교환을 통한 군집형성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 평균 8대의 군집크기일 때 운영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5)는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교통시스템을 하나의 복잡계로 보고 CACC시스템과 군집주행, 차

선유지 보조시스템을 결합한 자율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MPR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 및 공간평균속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의 용량은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군집주행 관련 연구로 통신환경과 

통신알고리즘에 따른 군집주행의 행태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운영효율성과 개별차량의 안전성 측면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Fermandes et al., 2012; Saeednia et al., 2017; Santini et al., 2017). Larsson et al.(2015)는 

화물차 군집주행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연료소모를 최소화하는 화물차 군집의 이동노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군집주행 관련 파라미터는 군집크기(Platoon size), 군집내간격(Intra-platoon 

spacing), 군집간간격(Inter-platoon spacing)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군집크기는 군집내 차량의 대수를 의미하며, 군

집내간격은 한 군집내의 존재하는 여러대의 개별 차량간의 간격이다. 또한 군집간간격은 두 군집사이의 간격이다. 

Figure 1에는 이러한 군집주행 파라미터의 개념을 도식화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분석한 군집 파라미터의 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Parameters for platoon operations

Table 1. Platooning parameters of literature reviews

Author Contents
Platooning parameters

Platoon 
size

Intra-platoon 
spacing

Inter-platoon 
spacing 

Speed

Gouy et al.(2014) Influence of heavy vehicle platoon 
movement on adjacent vehicles

4 7.5m/35m 55m 89.99km/h

Amoozadeh et al.
(2015)

CACC platooning strategy 7 11m 70m Maximum: 108km/h
Maintenance: 72km/h

di Bernardo et al.
(2015)

Analysis of platooning behavior 8 22.16m - Initial speed: 99.72km/h

Tuchner et al.
(2015)

Platooning behavior using 
interpolation

- 3-30m - Minimum: 0
Maximum: 61.2km/h
Maintenance: 54km/h

Park et al.(2015) CACC platooning - 6m - limited speed: 110km/h

Lei et al.(2011) String stability strategy of 
platooning

10 Time headway: 
2s, 1.5s, 1.0s, 0.9s,
0.8s, 0.7s, 0.6s, 0.5s

- Initial speed: 72km/h

Santini et al.
(2017)

Change in platooning behavior 
while forming platoons

8,16 Time headway: 
0.8s

- 80km/h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자율주행 관련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ACC, CACC, 커넥티드카의 운영효율성 측면의 효과를 분석

하는 논문이 대다수였으며, 자율차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또한 군집주행

의 기대효과에 따라 군집주행과 관련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에 진행된 군집주행 관련 연구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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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행 적용에 따른 교통류 운영효율성의 변화와 군집주행차량의 개별적인 안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다양한 교통상황을 고려한 군집주행 파라미터의 조절을 통한 교통류의 성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군집

운영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한편 상용화물차의 경우 법제도상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승용

차에 비해 군집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주변 차량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변 비자율차의 안전성에 대

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통운영관리 측면에서 교통류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군집주

행 파라미터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집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차로변경이 잦은 유입연결로에서 화물차 군집주행 시 군집크기, 군집간간격 

그리고 교통상황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군집주행 운영 관리전략 수립 방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

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화물차 군집주행에 대한 개념도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 Heavy vehicle platooning 

분석방법론

분석방법론에서는 분석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및 군집주행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론을 포함한 연구의 흐름도는 Figure 3에 나타냈다.

Figure 3. Study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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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뮬레이션 환경 구현

1) 네트워크 설정

분석네트워크는 총 2.5km로 유입연결로가 포함된 가상의 고속도로로 설정하였다. 정산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다

양한 교통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모든 구간은 직선이며 유입연결로를 제외하고 기하구조의 변경이 

없는 구간이다. 네트워크 설정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라 차

로별 적정 군집크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편도 3차로로 설정하였으며, 화물차는 3차로로 주행해야하는 것으로 제

한하였다. 또한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2013)의 연결로 접속부 합류구간 기준에 따라 도로기하구

조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구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유입연결로는 1차로이며, 진입하는 차량은 모두 승용차

로 초기속도는 60km/h이다.

2) 시나리오 구성 및 화물차 군집 설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는 군집유무, 본선교통량, 진입교통량, 화물차비율, 군집크기, 군집간간격을 고려한 총 720개

의 시나리오이다. 본선교통량과 진입교통량 모두 서비스수준 A-D까지 경우의 수가 각각 4가지이며, 도로용량편람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별 교통량을 적용하

였다. 불안정한 교통류인 LOS E, F상황은 군집에 따른 영향보다 교통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시

나리오에서 제외하였다. 교통량은 중차량 비율에 따라 중차량 보정계수를 반영하였으며, 화물차비율은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2016년 화물차 평균 구성비 25.1% 이하의 값인 5%, 10%, 15%, 20%, 25%을 설정하였

다. 군집주행이 도입된 경우의 시나리오는 군집주행 파라미터를 시나리오에 반영하였다. 검토한 대부분의 기존 문

헌에서 설정한 군집크기가 10대 이하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집크기를 4대, 6대, 8대, 10대로 적용하였다. 

군집간간격은 기존문헌의 범위와 100km/h로 주행할 때의 안전거리인 100m를 참고하여 50m와 100m로 설정하였

다. 이때 모든 화물차의 크기와 군집내 간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화물차의 크기는 현대 엑시언트 10×4 카

고의 크기인 12.8m를 이용하였으며, 군집내간격은 European Truck Platooning Challenge 2016에 참가한 차량 제

조사 MAN의 군집간간격인 10m를 이용하였다(Eckhardt, 2016). 앞서 언급한 화물차 군집설정 파라미터에 따라 

계산한 군집크기별 군집길이는 Figure 4에 제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세부항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4. Specification of heavy vehicle platoon

Table 2. Details of simulation scenario 

Separation Number of cases Details

Without platoon Mainline volume (LOS) 4 cases A, B, C, D

On-ramp volume (LOS) 4 cases A, B, C, D

Percentage of heavy vehicles in traffic stream 5 cases 5%, 10%, 15%, 20%, 25%

With platoon Mainline volume (LOS) 4 cases A, B, C, D

On-ramp volume (LOS) 4 cases A, B, C, D

Percentage of heavy vehicles in traffic stream 5 cases 5%, 10%, 15%, 20%, 25%

Platoon size 4 cases 4, 6, 8, 10 vehicles

Inter-platoon spacing 2 cases 50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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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주행 구현

네트워크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문헌에서 제시한 VISSIM 자체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여 구현하였다(UK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6).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 정의한 자율주행단계 중 level 4에 해당하는 

차량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였으며, VISSIM에서 조정한 파라미터 값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군집주행의 경우 

군집내간격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하여 군집차량군을 한 차종으로 설정하고 차량 모델을 새롭게 형성하여 구현하

였다. 군집의 차량행태 파라미터는 자율차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군집간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VISSIM 

Wiedemann 99 model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군집간간격을 설정하였다. 화물차의 경우 모두 자율차이며 군집주

행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군집형성 및 해체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군집간간격인 50m와 

100m를 구현하기 위해 Equation 1을 이용하였다. VISSIM에서 차량간의 간격은 car following model의 거리관련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구현되며, Equation 1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지거리(CC0)와 차두시간(CC1)의 관계를 

나타낸다.

Inter-platoon spacing 



(1)

Table 3. Platooning implementation parameters

Division Code Definition
VISSIM
default

Automated 
vehicle

(SAE level 4)
Platoon

Spacing Standstill distance 
(CC0)

The desired distance between stopped vehicles
1.50m 0.5m 10m

Headway time 
(CC1)

Headway (in seconds) 0.90s 0.6s 1.4s/3.2s

Following variation 
(CC2)

The distance in addition to the allowed 
safety distance that is permissible before the 
vehicle-drive unit moves closer to the 
preceding vehicle

4.00m 0m 0m

Speed Threshold for 
entering following 
(CC3)

Seconds before reaching the safety distance 
the driver starts to decelerate

-8.00s 0s 0s

Negative following 
threshold (CC4)

The maximum allowable speed difference 
when following vehicle is slower than 
preceding vehicle 

0.41km/h 0km/h 0km/h

Positive following 
threshold (CC5)

The maximum allowable speed difference 
when following vehicle is faster than 
preceding vehicle 

0.41km/h 0km/h 0km/h

Acceleration Speed dependency 
of oscillation (CC6)

Influence of distance on speed oscillation 11.44 0 0

Oscillation 
acceleration (CC7)

Influence of vehicle acceleration during car 
following oscillation 

0.25m/s2 0.4m/s2 0.4m/s2

Standstill 
acceleration (CC8)

Desired acceleration when starting from 
standstill

3.50m/s2 3.8m/s2 3.8m/s2

Others Acceleration with 
80km/h (CC9)

Desired acceleration at 80km/h 1.50m/s2 1.8m/s2 1.8m/s2

Lookahead distance
observed vehicles

Number of vehicles that can vehicle can see 
forward on the link 

2vehicles 10vehicles 10vehicles

Smooth closeup 
behavior

Vehicles slow down more evenly when 
approaching a standing obstacle

No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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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평가 지표

운영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분석 네트워크를 주행하는 동안의 평균 주행속도(kph)를 이용하였다. 평균주

행속도는 도로구간의 흐름 상태를 나타내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Joo et al., 2016). 안전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는 상충률(Conflict rate, CR)을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상충건수를 활용하여 본 연

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지표이다. 상충률은 시간당 차량추종 건수 대비 후미추돌 상충건수를 의미한다(후미추돌 상

충건수/차량추종건수/시). 즉, 두 차량의 차량추종 관계 대비 상충으로 판단되는 횟수를 의미하므로 비율의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이 때 차량추종은 대상차량이 전방차량을 추종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후미추돌 상충건수는 시뮬레이

션에서 도출되는 SD (safety distance)와 FD (follow distance)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상충은 SD가 FD보다 

클 경우를 의미한다. 즉 차량추종 시 최소안전거리가 실제 측정된 두 차량 간 간격보다 긴 경우이며, 상충판단 방법

은 Equation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자율차의 상충률을 이용하였으며, 자율차

는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기계적으로 위험상황을 회피하므로 상충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충건수()

를 계산하는 수식은 Equation 3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시간()동안 모든 차량()에 대한 상충건수를 계산하였

다. 분석 시, 각 time step은 로 개별 비자율차는 로 정의하였다. 차량추종 건수()는 Equation 4에 제시하였으며, 

추종하는 이벤트()를 분석시간() 모든 차량()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비자율차의 상충률()은 대상차

량이 비자율차일 때를 기준으로 전방차량이 자율차()일 때 또는 비자율차량()일 때의 상황에 대한 상충률을 

계산하였다. 상충률의 산출방법은 Equation 5에 제시하였으며, 수식에서 대상차량은 위 첨자로 전방차량은 아래첨

자로 표현하였다. 

det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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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ere,

 : Safety distance

 : Follow distance

 : # of conflicts

 : Simulation time

 : # of MVs

 : Analysis time(sec)

 : Total # of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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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cedure for calculating conflict rate 

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VISSI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720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Random seed(난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 시나리오를 5회 수행한 

후 분석결과는 5회 수행결과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시간은 1800초(30분)으로 설정하였으며, 

Warm-up은 400초로 설정하였다. 이는 분석 네트워크 전체에 교통량이 고르게 분포된 이후에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함이다. 분석결과는 시나리오 구성요소에 따른 주행속도와 비자율차 상충률 패턴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조건별 운영효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1. 군집주행 도입 전후 비교

군집주행 파라미터에 따른 교통 퍼포먼스 분석에 앞서 군집주행 도입 전후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비교하였

다. 군집주행 유무에 따른 모든 시나리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군집주행 도입 

시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효율성의 경우 군집유무의 평균주행속도의 차이가 

0.81km/h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의 경우 상충률의 차이가 0.0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

입연결로로 진입하는 비자율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군집주행 상황에서 운영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입연결로에서의 군집 운영 및 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집주행 파라미터에 따

른 교통 퍼포먼스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4. Comparison of without platoon / with platoon

Efficiency Safety

Without platoon With platoon Without platoon With platoon

Average 102.99 102.19 0.22 0.31

Standard deviation 2.02 3.48 0.1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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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주행 상황에서의 운영효율성 분석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운영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선의 서비스수준과 유입연결로 서비스수준에 따른 평균 주

행속도를 군집간간격과 군집크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집간간격에 따른 패턴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본선교통량과 진입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선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군집크기별 평균주행속도의 패턴은 Figure 6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한 분산분석 수행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군집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크기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교통상

황에서 군집크기가 6대 이상인 경우에서는 운영효율성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Average speed by mainline LOS 

Table 5. Efficiency results of ANOVA (platoon size)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90.916 3 96.972 8.286 0.000

Within groups 7443.192 636 11.703

Total 7734.108 639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 = 0.05

1 2

Scheffe  4 160 101.03

 6 160 102.44

 8 160 102.60

10 160 102.68

SIg.   1.000 0.937

본선의 교통량 중 화물차의 비율에 따른 운영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물차비율과 군집크기에 따른 평균 주

행속도의 패턴을 Figure 7에 제시하였다. 또한 화물차 비율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의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

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군집크기에서 화물차 비율이 높아질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화물차가 5%인 경우와 25%인 경우의 평균 주행속도의 차이가 약 1km/h정도로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화물차 비율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물차의 경우 

도로기하구조와 화물차 무게가 주행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대상구간은 평지인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화물차 비율에 따른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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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verage speed by heavy vehicle rates

Table 6. Efficiency results of ANOVA (heavy vehicle rates)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62.447   4 15.612 1.292 0.272

Within groups 7671.660 635 12.081

Total 7734.108 639

3. 군집주행 상황에서의 안전성 분석

교통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자율차의 상충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On-ramp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영향

보다 본선 서비스 수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효율성 지표와는 다르게 군집간간격에 따른 패턴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선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군집크기별 상충률은 군집간간격에 따라 각각 제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7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군집간간격 모두 군집크기에 

따른 상충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Safety results of ANOVA (platoon size at 50m inter-platoon spacing)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0.165 3 0.055 3.615 0.014

Within groups 4.811 316 0.015

Total 4.976 319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 = 0.05

1 2

Scheffe  6 80 0.266

 8 80 0.282 0.282

10 80 0.306 0.306

 4 80 0.325

SIg. 0.238 0.177

Table 8. Safety results of ANOVA (platoon size at 100m inter-platoon spacing)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0.131 3 0.044 2.700 0.046

Within groups 5.129 316 0.016

Total 5.260 319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 = 0.05

1 2

Scheffe  4 80 0.308

 6 80 0.330 0.330

 8 80 0.331 0.331

10 80 0.364

SIg. 0.710 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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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간간격이 50m인 경우는 Figure 8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서비스 수준에서 군집크기가 6대, 8대일 때의 상충

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의 크기가 4대일 때는 전반적으로 상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통량이 많아질수록 다른 군집크기와의 상충률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집간간격이 100m인 경우

는 군집크기가 4대일 때 상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Figure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집간간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군집간간격이 100m인 경우보다 50m인 상황에서 안전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집간간격이 50m일 경우 군집간간격 사이로 차로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유입하는 비

자율차는 군집이 지나가지 않거나 비자율차량들이 지나갈 때 차로변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8. Conflict rate by mainline LOS (Inter-platoon spacing: 50m)

Figure 9. Conflict rate by mainline LOS (Inter-platoon spacing: 100m)

화물차 비율에 따른 상충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10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나

타내는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차 비율에 따른 상충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화물차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의 크기가 4대일 

때 화물차 5%와 25%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군집4대의 총길이가 짧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의 

차로변경이 비교적 원활해 화물차 비율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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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nflict rate by heavy vehicle rates

Table 9. Safety results of ANOVA (heavy vehicle rates)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0.350 4 0.087 5.486 0.000

Within groups 10.127 635 0.016

Total 10.477 639

Post-Hoc test

Section 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Scheffe 25% 128 0.280 

20% 128 0.295 0.295 

15% 128 0.320 0.320 0.320 

10% 128 0.330 0.330 

 5% 128 0.345 

SIg. 0.175 0.312 0.646 

화물차 군집운영전략 수립 방안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구간에서의 화물차 군집주행에 따른 교통류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분석을 

통해 적정 군집주행 파라미터의 도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화물차 최적 군집운영조

건을 판단하는 방법론 및 미래 자율협력주행 환경에서의 교통 운영 ․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1. 화물차 최적 군집운영조건 판단 방법론

군집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 군집크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집간간격과 본선의 서비스수준에 따라 군집크기의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교통상황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판단하는 평균 주행속도가 가장 작은 시나리오와 안전성을 나타내는 상충률이 최소가 되는 시나리

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상황별 최적의 군집운영조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

다. 화물차 최적 군집운영조건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Figure 11에 제시하였다. 

최적 군집운영조건은 알고리즘에서 제시하는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의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 때 성능감소 허용범위는 최적의 성능을 내는 시나리오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이다. 

우선적으로 판단에 필요한 지표인 분석구간의 평균주행속도와 주행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비자율차 상충률을 각 시

나리오별로 산출한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류 퍼포먼스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선의 교통량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준과 군집의 운영조건

을 나타내는 군집크기와 군집간간격을 교통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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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lgorithm for determining optimum platooning operation conditions 

다음단계로 운영효율성 측면의 퍼포먼스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본선 

서비스수준()별 최대 평균 주행속도(


max

)와 이내의 차이가 발생하는 군집주행 파라미터 조합()별 시나리

오(



)는 최대 효율을 유도하는 시나리오와 성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영효율성 측면의 적정 시나리

오로 판단하였다. 적절한 운영효율성을 보이는지 판단하는 조건식은 Equation 6에 제시하였다. 운영효율성 측면에

서 적합하다고 판단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안전성의 지표는 비자율차의 상충률로서, 상

충률 자체가 비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quation 7에 이를 반영한 조건식을 제시하였다. 군집주행 파라

미터 조합별 각 시나리오의 상충률 값(



)을 서비스수준별 최소 상충률(



min

)과 비교하여 의 차이는 성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판단된 최적 군집운영조건은 군집주행 파라미터인 군집크기와 

군집간간격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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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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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min
≥ 

(7)

where, 

  : Average speed 

  : Average conflict rate

 : Level of service 

  : Platoon operation condition (platoon size, inter-spacing)

 : Tolerance of efficiency performance reduction (=1%)

 : Tolerance of safety performance reduction (=1% 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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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적 군집운영조건 판단 방법론을 통해 적정 군집크기와 군집간간격을 찾을 수 있으며, 군집운영전략 수

립 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의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결

정할 수 있으며, 최적의 운영조건이 포함된 시나리오 중에서 군집의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군집 운영 시 이용할 수 있

다. 성능감소 허용범위는 교통운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목표로 설정한 교통류의 성능 수준을 판단할 때 이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의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1%와 5%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능감소 허용범

위가 1%인 경우의 분석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으며, 성능감소 허용범위가 5%인 경우의 분석결과는 Table 11

에 제시하였다. 서비스수준별 최소 상충률과의 차이가 1%인 경우, 군집간간격를 100m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집간간격이 50m이며 군집크기가 6대인 경우, 본선 서비스수준 A-D인 상황에서 운

영효율성, 안전성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선 서비스수준이 B, D인 경우는 군집크기가 8대인 상황

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OS C에서 군집간간격이 50m이고 군집크기가 8대인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지표가 LOS B, D일 때와 큰 차이는 없으나 성능감소 허용범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

요한 부분이다. 

최소 상충률과의 차이가 5%인 경우, 군집간간격이 50m이고 서비스 수준이 비교적 낮은 C, D상황에서는 군집크

기가 4대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를 제외한 군집간간격 50m인 상황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군집간간격이 100m인 경우에서는 서비스수준이 A일 때는 군집크기가 4대이고, 서비스수준이 B일 

때는 군집크기가 4,6대로 설정할 경우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모두 적합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0. Optimal scenarios (Tolerance of efficiency performance reduction:1%, Tolerance of safety performance reduction:1%)

Platoon operation condition

Inter-spacing 50m 100m

Platoon size 4 6 8 10 4 6 8 10

LOS
(main line)

A x O x x x x x x

B x O O x x x x x

C x O x x x x x x

D x O O x x x x x

Table 11. Optimal scenarios (Tolerance of efficiency performance reduction:1%, Tolerance of safety performance reduction:5%)

Platoon operation condition

Inter-spacing 50m 100m

Platoon size 4 6 8 10 4 6 8 10

LOS
(main line)

A O O O O O x x x

B O O O O O O x x

C x O O O x x x x

D x O O O x x x x

군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상황에 따라 최적

의 군집운영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효율성과 안전성을 각각 분석한 경우,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는 군

집의 크기를 늘려 차량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군집내 차량의 대수가 증가할수록 

유입연결로를 통해 진입하는 비자율차의 차로변경이 어려워져 상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효

율성과 안전성의 성능감소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최적의 화물차 군집운영조건을 파악하였을 경우, 적정 수준의 군집

간간격과 군집크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간간격은 자율차의 안전거리와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군집운영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자는 이에 따른 적정 군집크기를 파악하고 적용하여 교통류의 퍼포먼스를 극

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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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방안: 차로별 허용 군집크기

화물차의 군집주행을 포함하여 자율차의 군집주행 가능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군집주행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이

며, 군집허용 구간의 교통 및 도로조건을 반영한 최적의 군집운영전략 또한 수립해야한다. 특히 비자율차량이나 차로

변경을 하고자하는 개별자율차가 군집주행 차량들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군집의 크기가 차로변경, 유입, 유출

에 제약 및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군집 운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통환경에서의 새

로운 군집주행 운영전략으로 차로별 허용 군집크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가 지정차로에서 주행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군집주행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을 차로별 허용군집 크기 검토 연구로 확

대할 수 있다. 차로별 허용 가능한 군집크기의 임계값이 있으며, 군집은 각 차로 최대 군집내 차량의 대수인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념도와 예시를 Figure 12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차로

별 임계값이 4대, 8대일 때, 1차로에서는 모든 군집의 크기가 허용되며, 3차로에서는 4대 미만의 군집만 주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운영전략은 미래 자율주행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로관리 운영전략으로 의의가 

있으며, V2X를 통해 적정 군집 파라미터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통운영관점에서의 군집크

기 제어가 군집의 생성 해체, 크기조정, 기하구조 및 구간 특성과 함께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12. Application example (allowable platoon size for lane) 

결론

미래 교통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기술로써 자율주행자동차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인프라의 정보

제공을 통해 V2X가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운영효율성을 향상시

킬 것으로 기대되는 군집주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군집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그 효과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으며, 교통운영관리 입장에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군집운영전략을 수립할 경우 운영효

율성 및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집주행 적용 시 화물차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고빈도 및 심

각도 감소를 비롯하여, 물류수송력의 증대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유입연결로의 경우 진입하는 비자율차는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강제적인 차로변경을 하게 되며, 이 때 비자율차가 안정적으로 차로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교통 운영전

략을 통해 관리해야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속도로 유입연결로 구간에서의 화물차 군집운영전략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교통상황과 군집주행 파라미터 조합에 따른 교통류 퍼포먼스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유입연결로가 있는 

3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는 지정차로인 3차로에서 군집을 이루어 주행하며, 화물차는 전부 군집주행을 하는 자율차

로 정의하였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성요소는 6가지로 군집유무, 본선교통량, 유입교통량, 화물차비율, 군집크

기, 군집간격이며, 시나리오는 총 720개이다. 미시 교통 시뮬레이션인 VISSIM을 이용하였으며, 기존문헌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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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ISSIM 자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자율차를 구현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교통상황에 따른 적정 군집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의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비교하였다.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평

균 주행속도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군집크기가 클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군집크기가 6대 이상일 경우는 성능감소 허용범위 내에 동일한 운영효율성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성의 경우 차량간의 상호작용과 상충건수를 이용한 상츙률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분석결과 

군집간간격과 본선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할 때 상충률이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간간격이 50m일 

때는 최적 군집크기가 6대인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군집간간격이 100m인 경우에는 군집크기가 4대일 때 가장 상충

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효율성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자동차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시스템의 스마트한 발전과 교통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

통운영관리전략이 어우러질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율협력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교통운영관리전략

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한 연구들이 더불어 진행되어야한다. 자율주행의 기술

로서 교통류의 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군집주행 역시 다양한 상황과 교통운영관리전략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집 운영조건 판단 알고리즘은 군집주행 운영전략 수립 시 운영효

율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집주행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집주행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비자율차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류 전체 및 교통운영관리 측

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첫째, 현재 분석된 결과는 3차로의 고

속도로 유입연결로를 분석 대상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군집주행 운영 ․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유출연결로, 기본구간, 차로수 변화 등 다양한 도로기하구조적 조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진입 및 

본선 차종을 현실적이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군집이 형성된 이후 주변의 비자율차 운전자가 차

로변경할 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집주행 파라미터를 우선적으로 연구하였으나, 군집의 

형성과 해체에 따른 파라미터, 군집의 가감속도 등의 군집주행 파라미터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각 교통상황에 따른 최적의 파라미터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군집간간격을 50m와 100m로 설정하였으나, 군집운영 초기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긴 군

집간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 및 조건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적절한 운영전략을 수립해야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VISSIM 자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자율차의 군집주행

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집주행 구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

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집 형성 및 해체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군집 형성 및 해체 구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결로에서의 차량 추종 및 간격수락 

조건을 반영한 능동적인 군집운영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통운영관리전략이 되도록 발

전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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