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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adway lane lines can provide drivers not only information on the continuous flow of 

traffic movement but also helpful information for proper lane positioning. In the overseas, 

widening lane line width is applied to consider traffic safety (i.g. sudden curve section, black 

spot) for convenient to recognize by elderly drivers. In Korea, the lane line width on expressway

is designed as 10-15cm, but some countries have tried and operated wider lane line width for 

high risk areas. However, since the thickness of the lane line width can have various effects 

depending on the section characteristics, it must be appropriately us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widening lane line width on different expressway facilities

(i.e. straight sections, curved sections, and off-ramp) were evaluated to enhance traffic safety. 

Driving simul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analyze driving behaviour and performance

based on changes of lane line width. Two groups of participants were formed based on age 50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drivers. The results showed that non-elderly drivers 

under 50 ages improved longitudinal safety in daytime in mainline straight sections. Also, 

semi-elderly drivers over 50 ages were found to be performing safety driving behaviour in 

off-ramp.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helpful insights to traffic

engineers and policy makers to improve expresswa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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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선폭원은 운전자에게 연속적인 주행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 정

보 및 적정 차선 위치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국외에

서는 급격한 커브구간 또는 사고다발구간 등 교통안전을 고려하거나 고령운전자의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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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차선 인식을 위해 차선폭원을 넓혀 적용하고 있다.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차선폭원을 10-15cm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위험구간에 대해 기존 차선폭원을 넓혀 운영하고 있

다. 하지만 차선폭원 두께는 적용 구간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

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기본구간인 본선구간(직선/곡선) 및 진출램프에 대하여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고속도로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주

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50세를 기준으로 

준고령/비고령 운전자를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50세 미만의 비고령운전자는 주간 직선구간에서 종방향 안

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준고령운전자는 주간 램프구간에서 횡방향 및 종방향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향후 도로 설계 시 도로 이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운전자 주행행태, 주행 시뮬레이터, 고속도로, 교통안전, 차선폭원 두께변화

서론

국가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주의, 규제, 지시 등에 대한 내용을 노면에 표시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National Police Agency, 2020). 차선폭원은 운전자에게 연속적인 주행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도로 선형 정보 및 적정 차선 위치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Park et al., 2012). 현재 국

내 고속도로에서는 차선폭원을 10-15cm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National Police Agency, 2012). 반면 해외에

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차선폭원을 넓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차선폭원을 기존 폭원에 비해 확장시켜 도색했을 경우 오히려 안전 측면에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Evans, 1985; Bahar et al., 2004; Obeng-Boampong et al., 2009).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차선폭원을 확장시켜 운영할 경우 가시성은 향상되었으나 직선구간에서는 운전자 주행행태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지 않았으며 곡선구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wahlen and 

Schnell, 1995). 이처럼 구간 특성에 따라 운전자 주행행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국내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

선폭원을 넓힐 경우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

하였다. 또한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응답조사를 실시하여 국

내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기존문헌고찰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차선폭원 두께 변화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 및 시인성과 관련된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국내외 고속도로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효과평가

를 수행한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기하구조 요소 및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효과평가를 수행한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차선폭원�두께변화�효과평가�연구�

Mcknight et al.(1998)은 차선폭원과 명암비에 따른 차선유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저명암비를 갖는 조건을 제외하고 차선폭원과 명암비에 따라 운전자의 차선유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반사 기능이 낮은 도료 사용 시 차선폭원이 감소할수록 차선유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ARP(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 따르면 18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주간 및 야간 차선폭원 두께 변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2호, 2021년�4월 117

KWON, Kyeongjoo ･ PARK, Juneyoung ･ LEE, Hyunsuk ･ KWAK, Hyunjun •Article•

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한 결과, 4인치에 비해 8인치의 차선폭원이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Ward, 1985). Park et al.(2012)은 확장된 차선폭원으로 도색된 도로와 기존 도로를 구분하고 전후 비

교분석을 통해 사고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차선폭원 대비 두꺼운 차선폭원은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지방부 2차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Hussein et 

al.(2020)은 차선폭원 증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캐나다 3개 주를 대상으로 Full Bayes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후 비교 시 차선폭원 증가 이후 전체 사고 및 도로 이탈사고가 각각 12.3%, 19% 감소하였다. Hamerslag et al.(1981)

은 3가지 차선폭원(4인치/6인치/8인치)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차로편측위치를 분석하였다. 8인치 차선폭원 

적용 시 안전성이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6인치 차선폭원은 기존 차선폭원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ttrell et al.(1986)는 4인치 및 8인치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해 차로편측위치의 표준편차

를 활용하였다. 4인치 폭원에서는 표준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인치 차선폭원

은 주야 모두 차로편측위치의 표준편차 값이 감소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Mohamed(2018)는 차선

폭원 넓힘 대책의 효과평가를 위해 Comparison Group 및 Empirical Bayes 기법을 적용하여 전후 비교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두꺼운 차선폭원은 도로 이탈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각 및 부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차선폭원�두께�운영�현황

두꺼운 차선폭원은 해외에서 교통안전 및 편리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고령운전자의 명확하고 편리한 차

선 인식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Jeffrey et al., 2010). 미국 29개 주를 대상으로 차선폭원 두께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6인치 차선폭원을 사용하고 있다. 두꺼

운 차선폭원은 교통안전정책 동향을 반영하거나 실험적 이유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타 이유로는 급격한 커브가 있는 

주요 위험구간이나 사고다발구간 등에서 교통안전대책으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진출램프에서 일반차로 및 출구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차선폭원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일반 차선의 점

선 폭원을 15cm로 운영하고 있으나 갓길 실선, 램프구간 등 차로가 분류되는 구간에 대해 점선 두께를 30cm로 넓혀 

운영하고 있다. 

 

Reasons for implementing wider lane line width Response (%)

State trend 20%

Experimental 16%

For spot treatments (e.g., severe curves etc.) 11%

High-crash areas (risk area) 11%

Recommendations from other states 13%

Research results and other 29%

Figure 1. Usage of wider lane line width in the U.S.

source: Jeffrey et al. (2010), Evaluation of potential benefits of wider and brighter edge line pavement markings.

3. 주행�시뮬레이터�활용�연구

Ko et al.(2012)은 위험도 등급에 따라 도로 교통상황과 관련된 경고 정보를 델리네이터를 통해 제공받았을 때 운

전자의 반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해 감속도, 가속소음을 활용하였으며 스마트 델리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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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정보제공 방안이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Kim et al.(2012)은 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도심형 중앙분리대의 최소 이격거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안전성 측면에서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폭 1m 

이상을 확보해야 시설물 파손 또는 차로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ong et al.(2012)은 감성공학 분

석 기법을 적용하여 감속 유도를 위해 노면표시 종류에 따른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하고 최적 노면표시를 제시하

였다. Park et al.(2017)은 고속도로 이동공사 구간에 대한 운전자 주행행태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차로변경 시종점, 차로변경 수행거리, SDI(Safety Distance Index) 3가지 

지표를 정의하였으며 고정공사보다 이동공사가 비교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존�연구와의�차별성�및�의의

차선폭원 효과평가를 위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차선폭원 넓힘 대책이 시행된 구간에 대하여 사고감소 효과를 추

정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효과평가를 위해 가속도, 차로편측위치의 표준편차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속도, 가속도, 차로편측위치 표준편차, peak-to-peak jerk 등의 다

양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국내 고속도로 진출램프에서는 차선폭원을 10-15cm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는 15-45cm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또는 차로가 분류되는 구간 등에 대해 차선폭원

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도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증진 대책

의 일환으로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차선폭원 넓힘 대책을 고속도로 기본구간(직선/곡선)과 

진출램프에 적용할 경우 운전자 주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

대 수준에 따라 주행 특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실험�방법�및�절차

1. 피실험자�개요

고령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지각시간과 반응시간이 필요하다(Olson and Sivak, 1986). 국내 고령

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65세 이

상 고령의 피실험자를 모집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설정하였다. 운

전자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50세 기준을 토대로 2가지 연령대로 구분하여 50세 미만 연령대 피실험자 

11명, 50세 이상 연령대는 11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피실험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22명의 피실험자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피실험자에 대한 연령대 구성 및 성별에 대한 내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22명의 피실험자는 남자 9명 

여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실험자의 평균 연령은 50, 표준편차는 1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subjects

Age Total Men Women
20‘s 1 0 1
30‘s 2 0 2
40‘s 8 1 7
50‘s 7 5 2
60‘s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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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

본 연구는 차선폭원 두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구현을 위해 AVSimulation 사의 SCANeR studio 1.8을 활용하

였으며 이는 모션시스템 기반으로 캐빈, 탑승교 등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주행 실험을 통해 운전자의 주행행

태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주행 특성 자료는 차량을 중심으로 3축 방향의 위치 좌표, 속도, 가 ‧ 감속도, lane offset 등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며 샘플링 레이트는 10Hz이다. 

1) 실험�시나리오�및�환경

본 연구는 고속도로 본선구간의 중분대 및 램프 진출부 점선에 대해 차선폭원을 넓혔을 경우 운전자 주행행태 분

석을 통해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구간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커브구간 및 직선

구간이 모두 포함된 제8공구 시점부터 북용인 나들목까지 약 2.4km 구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피실험자는 본

선 1.2km 직선구간을 주행한 후 곡선반경이 2,050m인 곡선구간을 1차로에서 주행하였다. 마지막으로 1.6km 직선

구간 내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출램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램프구간은 트럼펫형 연결로

이며 본선은 3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현한 네트워크 및 실험 사진은 Figure 2에 나타냈다.

Different lane line width (mainline/off-ramp)

15cm 30cm 15cm 30cm

Figure 2. Scenarios for solid lane line width (mainline, off-ramp)

시나리오는 주야구분 및 차선폭원(15cm/30cm) 두께 변화에 따라 총 4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본선(직선/곡선) 구간을 주행한 후 진출램프를 진입하는 시나리오로, 1회씩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주행하여 1회당 2-3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Table 2. Scenarios of driving simulation

Time Section Scenarios

Day/Night Mainline (straight/curve section) and off-ramp
Median and off-ramp lane line width 15cm
Median and off-ramp lane line width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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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설정

차량의 종방향 및 횡방향 주행행태 분석을 위해 6가지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속도는 운전자의 평균 주행속도와 표준편차를 비교하였으며 1초 주기로 집계되어 나타난다. 평균 주행속도 및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속도는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감속 및 가속의 

세기를 파악하기 위해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해당 값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속도의 표준편차는 운전자의 종방향 주행행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해당 값이 클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Jones and Potts, 1962). 차로편측위치

는 차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주행차량의 중심까지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절댓값이 증가할수록 한쪽 방향으

로 치우쳐 주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로편측위치의 표준편차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운전자의 횡

방향 주행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값이 증가할수록 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jerk는 단위 시간당 가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차량의 승차감을 나타내는 물

리량이다. 이는 가 ‧ 감속의 세기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성이 저하된다. peak-to-peak 

jerk는 시나리오별 운전자의 jerk값을 이용하여 최대 jerk값과 최소 jerk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운전

자의 주행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물리량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위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값으로 9.8m/s3을 

제시하였다(Bagdadi and Várhelyi, 2013).

본 연구에서는 평가지표별 통계적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적용하였다. paired t-test는 동일 샘플

에 대해 전후를 비교하는 검정 방법으로 같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차선폭원 전후 운전자 주행행태를 비교할 수 있

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만족해야 하는 기본 가정으

로 인해 만약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 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규성 만족 여부에 따라 paired t-test 및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평가지표

의 통계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Table 3. Safety index 

Index Description
Speed (mean, SD) [km/h] Vehicle’s speed ▲ Risk

▼ Safety 
Acceleration (mean, SD) [m/s2] Vehicle’s acceleration ▲ Risk

▼ Safety 
Lane offset (SD) [m/s] Vehicle’s lane keeping performance ▲ Risk

▼ Safety 
Peak-to-peak jerk [m/s3] Differences of maximum and minimum jerk ▲ Risk

▼ Safety 

분석�결과

1. 차선폭원�변화에�따른�운전자�주행행태�분석�결과

직선구간, 곡선구간, 램프구간 3개 구간에 대해 연령대 및 차선폭원(15cm/30cm) 구분에 따른 평가지표 차이가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해 paired t-test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 주행행태 분석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간은 직선구간 차선폭원이 30cm일 경우 운전자의 가속도는 1.03m/s2로 15cm의 가속

도인 1.26m/s2 보다 0.23m/s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곡선구간에서는 평균통행속도가 9.07km/h 및 가속도가 

0.27m/s2 증가하여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램프에서는 peak-to-peak jerk값이 

0.04m/s3 감소하여 종방향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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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은 차선폭원이 30cm일 경우 평균통행속도가 직선구간 7.94km/h, 곡선구간 11.69km/h, 진출램프 4.88km/h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구간에서는 가속도(평균)가 0.35m/s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선폭원을 넓힐 경

우 종방향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를 기준으로 차선폭원 넓힘으로 인한 운전자 주행행태는 주간의 경우 본선 직선구간 및 진출램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간의 경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4. Driving performance change for lane line width

Time Section
Lane line 

width 

Speed
(average)
[km/h]

Speed
(SD)

[km/h]

Acceleration
(average)

[m/s2]

Acceleration
(SD)

[m/s2]

Peak-to-peak
jerk

[m/s3]

Lane offset
(SD)
[m/s]

Day Straight 15cm 92.36 20.72 2.53 1.26 2.38 0.14 
30cm 94.93 20.92 2.50 1.03 1.78 0.14 
Significant 0.47 0.93 0.86 0.05* 0.26 0.65

Curve 15cm 119.72 8.24 2.25 0.70 1.30 0.13 
30cm 128.79 5.85 2.52 0.66 1.20 0.12 
Significant 0.05* 0.45 0.06** 0.55 0.16 0.47

Off-ramp 15cm 75.16 9.77 3.67 2.34 3.17 0.42 
30cm 78.32 9.41 3.62 2.12 2.34 0.38 
Significant 0.30 0.82 0.89 0.37 0.05* 0.27

Night Straight 15cm 81.47 22.98 2.08 1.22 16.51 0.28
30cm 89.41 21.76 2.26 1.12 15.59 0.28
Significant 0.00* 0.96 0.58 0.58 0.58 0.70

Curve 15cm 107.18 25.49 1.93 0.94 13.29 0.27
30cm 118.87 25.97 2.28 1.01 12.87 0.29
Significant 0.00* 0.60 0.00* 0.51 0.98 0.62

Off-ramp 15cm 73.33 19.59 2.73 2.01 20.94 0.55
30cm 78.21 18.90 2.86 2.19 18.96 0.57
Significant 0.01* 0.57 0.26 0.26 0.43 0.77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significant at 90% confidence level.

2. 연령�기준에�따른�구간별�운전자�주행행태�분석

1) 50세�기준�구간별�운전자�주행행태� t-test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피실험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준고령운전자인 50세를 

기준으로 주행행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행행태 분석을 위해 직

선구간, 곡선구간, 램프구간 3개 구간에 따른 평가지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riving performance change according to age

Section Lane line width 
Speed

(average)
[km/h]

Speed
(SD)

[km/h]

Acceleration
(average)

[m/s2]

Acceleration
(SD)

[m/s2]

Peak-to-peak
jerk

[m/s3]

Lane offset
(SD)
[m/s]

Straight Under 50 age 95.31 19.88 2.62 1.21 2.17 0.13
Over 50 age 86.08 18.61 2.17 0.97 1.56 0.14
Significant 0.00* 0.32 0.00* 0.00* 0.03* 0.18

Curve Under 50 age 127.57 7.28 2.56 0.76 1.45 0.13
Over 50 age 114.04 5.49 2.06 0.59 1.13 0.12
Significant 0.00* 0.24 0.00* 0.00* 0.00* 0.09*

Off-ramp Under 50 age 85.11 8.44 3.70 2.12 2.18 0.39
Over 50 age 69.83 7.53 2.88 1.80 2.57 0.37
Significant 0.00* 0.45 0.01* 0.18 0.34 0.32

*significant at 90%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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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직선 및 곡선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50세 연령대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으

나 진출램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속도 및 가속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이를 

반영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0세 기준을 토대로 준고령/비고령 2가지의 

운전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50세�미만�운전자�주행행태�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른 운전자 주행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50세를 기준으로 피실험자 나이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

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50세 미만 운전자의 주행행태 분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냈다.

주간의 경우 차선폭원을 30cm로 넓혔을 때 직선구간 가속도 표준편차가 0.47m/s2 감소하였으며 peak-to-peak 

jerk는 1.55m/s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종방향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구간에서는 평균 가속

도 및 속도 표준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평균 가속도는 0.48m/s2 증가

하여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평균 속도와 가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램프구간에서는 횡방향과 관련된 차로편측위치 표준편

차 값이 0.03m/s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의 경우 차선폭원 30cm일 때, 직선구간에서는 통행속도가 8.82km/h 증가하였으나 가속도 표준편차는 

0.13m/s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지표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곡선구간 및 진출램프에서는 평가지표들이 90% 통계적 수준 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운전자의 주간 차선폭원 두께 변화에 따라 직선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방향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감소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횡방향 및 종방향 주행 안전성을 나타내는 평가지

표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50세 미만 

운전자의 주행행태는 주간의 경우 본선 직선구간에서 종방향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riving performance change for lane line width under 50 ages

Time Section
Lane line 

width 

Speed
(average)
[km/h]

Speed
(SD)

[km/h]

Acceleration
(average)

[m/s2]

Acceleration
(SD)

[m/s2]

Peak-to-peak
jerk

[m/s3]

Lane offset
(SD)
[m/s]

Day Straight 15cm 93.98 23.05 2.78 1.50 3.31 0.12 
30cm 102.33 20.00 2.73 1.03 1.76 0.13 
Significant 0.03* 0.43 0.72 0.01* 0.01* 0.87

Curve 15cm 119.77 11.64 2.33 0.77 1.56 0.15 
30cm 134.06 11.63 2.81 0.71 1.29 0.13 
Significant 0.08** 0.46 0.02* 0.55 0.32 0.33

Off-ramp 15cm 79.87 9.09 3.59 2.16 2.54 0.40 
30cm 86.82 9.89 4.26 2.37 2.51 0.37 
Significant 0.26 0.79 0.45 0.60 0.98 0.46

Night Straight 15cm 87.48 17.52 2.34 1.21 17.79 0.12
30cm 96.30 17.55 2.53 1.08 18.12 0.13
Significant 0.00* 0.82 0.18 0.09** 0.90 0.28

Curve 15cm 116.08 5.07 2.15 0.71 12.86 0.15
30cm 135.34 6.05 2.80 0.74 15.72 0.13
Significant 0.00* 0.09** 0.00* 0.54 0.08** 0.81

Off-ramp 15cm 83.53 6.48 3.21 1.82 18.08 0.40
30cm 89.74 7.48 3.57 2.05 17.99 0.37
Significant 0.02* 0.33 0.21 0.19 0.97 0.46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significant at 90%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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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세�이상�운전자�주행행태�분석�결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50세 이상은 준고령운전자로 분류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인 운전자 11명

을 준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라고 판단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주간 램프구간에서는 차선폭원 넓힘으로 인해 평균 가속도가 0.67m/s2 감소하였으며 가속도의 표준편차가 

0.56m/s2 감소하여 종방향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로편측위치 표준편차가 0.06m/s 감소하

여 횡방향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진 않았지만 램프구간에서는 본 연

구에서 정의한 모든 평가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차선폭원 넓힘 대책이 준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진

출램프 진입에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야간은 모든 구간에서 평가지표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경우 주간에 비해 차선의 두께보다 밝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뮬레이터 상 야간 환경 구현에 대한 문제

점 및 차선 휘도 반영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Table 7. Driving performance over 50 ages 

Time Section
Lane line 

width 

Speed
(average)
[km/h]

Speed
(SD)

[km/h]

Acceleration
(average)

[m/s2]

Acceleration
(SD)

[m/s2]

Peak-to-peak
jerk

[m/s3]

Lane offset
(SD)
[m/s]

Day Straight 15cm 91.02 18.77 2.31 1.07 1.60 0.16 
30cm 88.76 21.69 2.32 1.03 1.79 0.14 
Significant 0.69 0.29 0.97 0.78 0.74 0.61

Curve 15cm 119.68 5.41 2.19 0.63 1.09 0.12 
30cm 124.39 5.36 2.29 0.62 1.13 0.11 
Significant 0.40 0.96 0.63 0.86 0.80 0.34

Off-ramp 15cm 71.24 10.34 3.75 2.48 3.70 0.44 
30cm 71.23 9.01 3.08 1.92 2.20 0.38 
Significant 0.99 0.43 0.08** 0.04* 0.17 0.03*

Night Straight 15cm 78.03 15.92 1.88 0.85 14.89 0.12
30cm 86.52 17.45 2.15 0.91 13.65 0.13
Significant 0.01* 0.29 0.09** 0.46 0.68 0.14

Curve 15cm 101.27 5.13 1.75 0.51 11.26 0.12
30cm 110.81 6.30 2.03 0.60 10.69 0.14
Significant 0.02* 0.43 0.10** 0.08** 0.59 0.33

Off-ramp 15cm 66.29 4.95 2.22 1.35 22.69 0.32
30cm 70.57 5.81 2.48 1.45 21.06 0.36
Significant 0.01* 0.58 0.39 0.61 0.42 0.02**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significant at 90% confidence level.

3. 운전자�설문조사�

운전자의 정성적 분석을 위해 차선폭원 두께 차이 체감 여부, 체감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차선폭원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냈다. 50세 이상 운전자의 약 82%는 본선 직선구간 및 곡선

구간에서 차선폭원 두께 변화 차이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50세 미만 운전자의 약 64%가 모든 구간에서 차선

폭원 변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선폭원 선호도 조사결과, 50세 이상 운전자 11명 모두 30cm 폭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 운

전자는 특정 차선폭원에 대한 선호도가 없거나 2가지 유형의 차선폭원의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속도 측면에서는 50세 미만 운전자의 46%가 15cm 폭원의 체감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으로 응답하였

으나 50세 이상 운전자는 30cm 폭원일 때,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실제 운전자 주행행태 분석 결과, 50세 미만 운전자는 차선폭원이 30cm일 경우 평균통행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운전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설문조사와 상응하는 결과로 차선폭원을 30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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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힐 경우 준고령운전자의 감속 유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차선폭원을 30cm로 넓혔을 경우 

정석적 관점에서 준고령운전자는 비교적 인지성, 선호도, 체감속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선폭원 넓힘 대책은 50세 이상 준고령운전자의 주의 환기 및 시선 유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Driver survey results

Section
Straight Curve Off-ramp

Under 50 Over 50 Under 50 Over 50 Under 50 Over 50
Feeling for difference 
of lane line width

Yes 4 (36%) 2 (18%) 4 (36%) 2 (18%) 4 (36%) 3 (27%)
No 7 (64%) 9 (82%) 7 (64%) 9 (82%) 7 (64%) 8 (73%)

Preference for 
lane line width

15cm 0 (0%) 0 (0%) 0 (0%) 0 (0%) 3 (27%) 0 (0%)
30cm 6 (54%) 11 (100%) 6 (54%) 11 (100%) 3 (27%) 11 (100%)
No 5 (46%) 0 (0%) 5 (46%) 0 (0%) 5 (46%) 0 (0%)

Perceptual speed 15cm 5 (46%) 0 (0%) 5 (46%) 0 (0%) 6 (54%) 0 (0%)
30cm 3 (27%) 11 (100%) 3 (27%) 6 (54%) 5 (46%) 11 (100%)
No 3 (27%) 0 (0%) 3 (27%) 5 (46%) 0 (0%) 0 (0%)

결론

해외에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사고다발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해 차선폭원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고속도로 본선 및 램프구간의 차선폭원을 넓힐 경우 운전자 주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차선폭원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주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실험 후 운전자

의 응답조사를 통해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고령운전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50세를 기준으로 준고

령/비고령 운전자로 구분하여 주야 구분에 따른 주행행태를 비교하였다. 

차선폭원을 30cm로 넓힐 경우 50세 미만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는 본선 직선구간에서 종방향 안전성이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이상의 준고령운전자 주행행태는 램프구간에서 횡방향 및 종방향 주행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반복된 실험 등의 이유로 운전자의 시뮬레이터에 대한 적응도가 향상되어 모

든 평가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차선

폭원 넓힘 대책의 적용성 검토를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들의 주행행태 변화 파악 

및 이용자의 차선폭원 만족도 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선폭원 넓힘 대책은 본선 직선구간 및 진출램프

에서 운전자의 주의 환기 및 시선 유도 기능을 강화하여 주행 안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주로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고속도로 설계 시 진출램프의 우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 비교를 위해 보다 높은 연령대 

기준의 설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의 피실험자를 모집하는 것이 원

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고령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차선폭원 넓힘 대책이 고령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65

세 이상 충분한 피실험자 수 확보 및 고령운전자의 주행행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야간 환경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평가지표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거나 값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피실험자의 시뮬레이터에 대한 적응도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시뮬레이션 상 야간의 차선 휘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시인성 저하로 인해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야간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반복실험을 고려한 실

험 설계 등의 추가 실험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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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차선폭원 넓힘 대책의 적용을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 실제 대책 적용을 통해 현

장실험을 동반한 안전성 평가가 병행될 때 유의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테스트베드에서의 실

험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 판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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