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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적정 운영용량은
대기행렬 감안 지금보다 30% 적어야

중앙버스전용차로 적정·최대용량 산정해 노선 조정 때 반영 필요 

버스의 총 운행시간은 정류장 정차시간과 정류장 간 주행시간으로 구성된다. 정류장 정차시간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은 정차면 점유시간으로 정류장의 용량을 좌우하는 요인이

다. 주행시간은 신호교차로 대기시간과 정류장 상류부에서 발생되는 대기행렬에 가장 큰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을 위해 버스의 정차시간과 주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BMS 자료, 교통카드 자료, 현장 조사에서 추출된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정차시간의 

영향 요인은 g/C(유효 녹색시간 비율)와 승하차 인원, 주행시간의 영향 요인은 버스대수와 승

하차 인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R2 값

상관관계 
정차시간 주행속도

유효녹색시간비율 0.31 0.02 약한 상관관계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승하차 多 인원 0.12 0.09 낮은 상관관계 낮은 상관관계

버스대수 0.002 0.08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낮은 상관관계

정차노선수 0.0 0.13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낮은 상관관계

[표 1] 정차시간 및 주행속도 관련 상관분석 결과(08시~09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혼잡구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 녹색시간, 승하차 인원, 버스대수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유효 녹색시간은 교차도로의 좌회전 폐지 혹은 직진 녹색시간 단축 등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교차로 정체가 우려되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 가용한 추가 녹색시간이 모두 배정되어 있어 녹색시간의 조정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승하차 인원은 버스 승객수요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버스노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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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통해 버스정차 대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버스운영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이 예상된

다. 버스운영계획은 버스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의 혼잡 완화를 위해 버스승하차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접근방식이다. 가장 현실적

인 대안은 버스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차로상의 시간당 버스대수를 줄이는 안이다. 이를 위

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정하여 노선 조정이나 버스운영계획 수립 시 고려하

여야 한다. 

버스 승객 입장에서 적정서비스 유지 가능한 운영용량 산정해야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방식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버스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승객이 겪는 정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용량 근접상황에서 발

생하는 급격한 용량 저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국내·외 전용차로

와는 달리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구간이 다수 있으며 승하차 인원이 많은 특징 때문에 

기존 산정방식으로는 적정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입장의 적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용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버스정류장의 진입 대기로 인한 버스 대기행렬은 중앙버스전용차로 혼

잡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판단하여 대기행렬 길이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신호 교차로에서 한 주

기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이 발생하면 signal failure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 개

념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도착분포는 상류부 교차로의 신호운영에 따라 결정된

다. 상류부 교차로의 녹색시간 동안 정지선을 통과한 버스들이 군집형태로 도착하며 다음 버

스군이 도착하기 전에 정류장을 통과하는 운영행태를 보인다. 정류장 혼잡으로 인해 한 신호

주기 동안 버스가 정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주기까지 정류장에 머물러야 한다. 잔류하

는 버스가 1대라도 있는 경우를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면 잔류 버스들이 더 긴 대기행렬을 형성하게 되어 승객의 승차시간이 

길어지고 차량의 정시성이 저하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 서비스 수준을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정하여 주요 

혼잡 정류장별로 한계 대기행렬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운영용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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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의 상시 모니터링 포함한 운영체계 구축 시급

중앙버스전용차로 주요 정류장의 버스 운행행태를 상세 조사하여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는 버

스 도착 대수와 버스 대기행렬 길이를 추출하였으며 BMS 자료를 활용하여 주행속도가 느린 

축별 대표 혼잡 정류장의 버스 대기행렬 길이를 추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전

용차로 축별 대표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 추정에서 적정 운영용량까지 4단계로 구분하

여 산정을 수행하였다.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과 정체시간에 따른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여 버스의 주행시간

에 따른 정류장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혼잡 정류장의 대기행렬 길이를 활용하여 대기행렬 길이별 임계속도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적정운영용량을 제시하였다. 산정된 운영용량은 미국 대중교통 용량편람인 TCQSM(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 방법으로 산출된 용량과 비교하였다.

[그림 1] 단계별 운영용량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정류장 용량 값은 기존 TCQSM 용량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용량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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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명 정류장명
최대
대기행렬
길이

이동시간 임계속도
A’

산정용량

B’
TCQSM
용량

A’-B’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12 251.3 7.3 180 257 -77 

공항로
등촌역
강서보건소

13 215.1 12.3 136 175 -39 

도봉미아로
삼선교
한성대학교

12 245.2 13.3 130 196 -66 

동작신반포로
고속버스
터미널

12 221.8 14.5 124 264 -140 

망우왕산로 중랑교 12 193.5 14.7 123 202 -79 

송파대로
석촌호수
한솔병원

14 177.6 9.5 158 224 -66 

양화신촌로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13 218.7 12.6 135 218 -83 

통일의주로 홍제역 13 375.2 8.5 167 232 -65 

주: 최종 용량 산정 시 비노선버스대수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 값의 110%로 산출함

[표 2] 운영용량 산정 결과
(단위: 대, 초, km/h, 대/시) 

제시된 적정 운영용량은 기존 산정방식의 용량보다 대략 30% 정도 낮게 산정되었으며 평균적

으로 약 77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혼잡이 심한 정류장일수록 그 차이가 작았다. 일반

적으로 정차면 수가 많을수록 정류장 용량이 크게 산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정차

면 이용효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행렬의 영향으로 낮은 운영용량을 산정하였다. 예로서 

정차면 수가 5개인 동작신반포로의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은 140대/시의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지속적인 광역교통 수요의 증대에 따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이용 수요 증가는 중앙버스

정류장 정체를 악화시키고 그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

의 간선 기능과 적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운영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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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혼잡 요인

1_중앙버스전용차로 현황

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996년 천호대로를 시작으로 2015년 공항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그림 1-1]).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1)를 대폭 확대하였고 그 이후 버스 운행노선이 많고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를 위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버스전용차로는 

총 69개 구간 210.2km가 운행 중이며, 이 중 가로변 전용차로가 40개 구간 90.9km, 

중앙버스전용차로(1996년~2015년)가 29개 구간에 119.3km가 운영 중이다.

도로축명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천호대로 시흥한강로 망우왕산로 강남대로

연장 15.8 6.8 12.7 9.4 10.4 5.9

도로축명 송파대로 경인마포로 양화신촌로
동작
신반포로

공항대로 통일로

연장 5.6 17.6 7.4 9.0 7.6 11.1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표 1-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현황
(단위: km) 

또한, 2017년까지 134.5km로 확대하는 한편 부도심을 동-서로 이어주는 간선도로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중

앙버스전용차로의 높은 광역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8년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간선급행버스 특별법을 시행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우선처리시스템 기반시설로 서울 대중교통 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여 
타 교통수단과 분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정시성을 확보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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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 추가로 5개 노

선이 건설 예정이며 이 노선들은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거

나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과 시계 구간에서 연계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그림 1-2]). 

[그림 1-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경위



4 / 정류장 혼잡도 고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수송용량 산정 방안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1-2]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효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속도와 정시성, 이용객 수 등 대중교통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되었다. 버스 통행속도는 개통 전 시속 15km에서 19km로 평균 30% 개선

되었다. 기존에 시행되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일반 차량이 완전히 차단되고 전일

제로 운영된 것이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버스의 수단 분담률은 2004년 26.2%에서 2015년 27.0%로 3.1% 향상되었으며 1일 버스 

이용객 수도 2004년 478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82만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서비스 

만족도 2006년 59.2점에서 2015년 80.1점으로 35.3%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인 

향상이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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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그림 1-3]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효과

3)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하차 및 환승상의 문제, 

신호체계의 문제, 교통 혼잡 및 정체의 문제, 차선의 감소 및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 도로유지의 문제 등 부정적인 부분 역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정류장 혼잡으로 인한 중앙차로의 정체 문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지만 별다른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시 광역화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통행우선권을 배정하여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된 획기적인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지만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혼잡은 정책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 1호 터널에서 옛 중앙극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중

앙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가 일반 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와 택시보다 낮다. 주 정체 

원인은 정류장 처리용량보다 많은 버스가 배정되어 정류장 진입을 위한 대기행렬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한양도성으로 통행하는 광역버스와 서울시 간선버

스 노선이 1호 터널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대안 도로가 부재하여 용량 대비 수요가 초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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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신문, 2014. 03.

[그림 1-4] 남산 1호 터널~옛 중앙극장 오전 첨두시 정체 모습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구간이 다수 발생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

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광역버스 노선과 수도권 택지개

발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

로의 적정 성능을 유지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량 저하 요인을 규명하고 적정 

운영용량을 산정하여 종합적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 방법론은 버스 수요가 용량 상황에 근접하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용량을 기준으

로 운영 시 버스정체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시 중앙버스전

용차로 운영 및 승객 이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용량 

산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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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운영분석을 위한 DB 구축 

1) 용량 결정 변수 선정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분석을 위해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버스 

주행시간은 크게 정류장 정차시간과 본선 주행시간으로 구성된다. 버스 운행 궤적을 시공

도에 투영하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궤적과 속도변화는 [그림 1-5]와 같다. 버스정류장 정

차를 위한 버스운행시간은 감속 및 진입 시간, 출입문 개폐시간, 승객 승하차 시간 그리고 

본 도로로 기속시간 등으로 구성되며 정류장 용량은 점유시간에 반비례한다. 

[그림 1-5] 정류장에서의 버스 점유시간 구성 및 시공도상 버스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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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정차시간은 점유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류장 용량 산정의 중

요한 변수이다. 또한, 정류장 혼잡으로 인한 진입 대기행렬이 발생할 경우, 정류장 상류부

의 대기행렬 길이는 버스 주행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분석을 위해 버스의 정차시간과 주행시간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2) BMS 및 교통카드 데이터 가공

2015년 10월 13일(화요일)에 수집된 BMS(Bus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활용하

여 개별 버스의 정류장 출발 및 도착시각, 정류장별 정차 대수, 정차시간, 주행시간 등을 

추출하였다.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서 서울시 운영 버스 외에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의 BMS 자료를 분석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 자료를 추출하여 동

일 데이터 형식으로 가공하였다.

서울시 BMS 자료는 [표 1-2]와 같이 노선별로 버스 ID, 도착/출발시각, 경유 정류소 I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스ID
도착/
출발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

(10340,13799)/0

도봉산역
(10001,6356)/
203.74

도봉한신아파트
(10003,6362)/
572.87

…

서울71사
1287/1614

도착
시각

2015-10-08 12:14 2015-10-08 12:15 2015-10-08 12:16 …

서울71사
1287/1614

출발
시각

2015-10-08 12:15 2015-10-08 12:16 2015-10-08 12:17 …

서울71사
1287/1614

도착
시각

2015-10-08 16:39 2015-10-08 16:40 2015-10-08 16:42 …

서울71사
1287/1614

출발
시각

2015-10-08 16:40 2015-10-08 16:41 2015-10-08 16:42 …

자료: TOPIS 제공 BMS 데이터, 2015. 10.

[표 1-2] 서울시 BMS 데이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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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버스의 위치와 속도 정보가 정류장에서 수집되는 범위를 나타낸다. 버스에 

장착된 차내 장치에 정류장 좌표를 사전에 입력하고 내장된 GPS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면 event 정보를 센터로 송출한다. 정류장 구간은 통상 60m

로 A와 B 사이의 거리이며, GPS 위치추적을 이용해 A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도착시각

으로 송출하고 B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출발시각을 송출한다. 

자료: 곽정화, 2009, 버스차량군을 고려한 정차면수 산정 모형 개발 

[그림 1-6] 정류소 구간 출·도착 시각 개념

경기도 BMS 자료는 [표 1-3]과 같이 노선별로 차량번호, 정류소 도착/출발시각, 경유 

정류소 ID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의 BMS 자료 형식은 경기도 BMS 자료 형식과 비슷하

며 정류소 도착/출발시각 및 경유 정류소 ID, 상·하행 구분, 버스 ID 등 버스운행 관련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STATION_ID 구분 경기79바1521 경기79바1521 경기79바1521 …

4116471
도착
시각

10:27:44 13:06:23 15:59:25 …

4116471
출발
시각

10:28:02 13:06:34 15:59:39 …

4151745
도착
시각

10:28:22 13:07:07 15:59:59 …

4151745
출발
시각

10:28:26 13:07:13 16:00:04 …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공 BMS 데이터, 2015. 10.

[표 1-3] 경기도 BMS 데이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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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승하차 인원을 정류장별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BMS 자료와 연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 날짜의 교통카

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1-4]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1차 가공한 속성 자료로서 카드

번호, 교통수단 코드, 노선 ID, 차량 ID, 승·하차 일시, 승·하차 정류장 ID, 통행 거리 및 

통행시간 등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개별 정류장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DB를 구축하였다.

카드
번호

교통
수단
코드

노선
ID

차량
ID

승차 
일시

승차
정류장
ID

하차 
일시

하차
정류장
ID

통행
거리

통행
시간

UNFM
...

115 
1111
0065 

11174
6849 

2015101
2041713 

9004240 
2015101
2043442 

9003492 5635 1049 

79wq
...

131 
1111
0369 

11174
4619 

2015101
2040150 

72774 
2015101
2042917 

9558 9704 1647 

RfT27I
...

115 
1111
0032 

11170
6258 

2015101
2042808 

11293 
2015101
2050723 

8625 11346 2355 

7pVV5
...

511 
4101
5002

14171
3007 

2015101
2104908 

4100843 
2015101
2110027 

4100178 5040 679 

자료: 서울시 교통카드 데이터, 2015. 10.

[표 1-4] 교통카드 데이터(예시)

3)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BMS 데이터 및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류장을 기본 단위로 구축하였으며, 크게 정차시

간의 영향 변수(정차시간, 정차 대수, 통행속도), 주행시간의 영향 변수(주행시간, 주행속

도), 정류장 구성 변수(정류장 사이의 거리, 유효 녹색시간 비율, 추월차로 유무, 정차면 

수, 정류장 위치), 이용승객 관련 변수(승차 인원, 하차 인원)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그림 1-7]).

정류장 구성 변수 중 기하 구조 정보는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과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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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DB구축

축별 세부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1-8]의 예시처럼 정류장별 운행 방향 파악이 가능하고 

정류장별 정차시간 및 주행시간, 주행속도 및 평균 통행속도 등 정류장 관련 요소들을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특정 변수들의 값이나 패턴의 변화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8]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축별 DB구축 예시 - 강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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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혼잡 요인 분석

버스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

계 분석은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통계분석기법으로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상관분석에서는 상

관관계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어 그 정도를 표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수치를 상관계수

(r)라 한다. 

상관계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측정에 사용된 척도가 등간, 혹은 비율 척도일 때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정차시간과 주행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1부터 +1까지이며 계수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절댓값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강도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0~0.2 사이는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0.2~0.4 사이는 낮은 상관관계, 0.4~0.7 사이

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0.7~0.9 사이는 높은 상관관계, 0.9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수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할 때는 결측치를 List-wise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Pair-wise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왜곡될 수 있어 상관관계의 정도

를 비교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일률적으로 삭제

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363개소 중 기·종점 72개소를 제외한 291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1) 정차시간 관련 상관분석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 정차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유효 

녹색시간 비율, 승·하차 인원 중 많은 인원, 버스대수, 정차노선수, 평균 주행속도 등 5가

지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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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차시간과 g/C(유효 녹색시간 비율)

정차시간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의 오전/오후 첨두시 산점도는 [그림 1-9]와 [그림 1-10]

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이 커질수록 정차시간은 작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30, 0.3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

차로에 허용되는 녹색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차시간은 짧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9] g/C 대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10] g/C 대 정차시간(18시~19시)

(2) 정차시간과 승하차 인원

정차시간과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의 오전/오후 첨두시 관계는 [그림 1-11]과 [그림 1-12]

를 통해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12, 0.16으로 나타났다. 오전 첨두시에

는 낮은 상관관계, 오후 첨두시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1] 승하차인원 대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12] 승하차인원 대 정차시간(18시~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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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차시간과 버스대수

[그림 1-13]과 [그림 1-14]는 정차시간과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의 오전/오후 첨두시 관계

를 나타낸다. 상관분석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

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03, 0.004로 나타났다. 정차시간과 정류장 

정차 대수는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13] 버스대수 대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14] 버스대수 대 정차시간(18시~19시)

(4) 정차시간과 정차노선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오전/오후 첨두시 정차시간과 정차노선수의 관계는 상관성이 미약

하다. 두 변수 간의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 0.004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정차시간과 정류장의 정차노선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그림 1-15] 정차노선수 대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16] 정차노선수 대 정차시간(18시~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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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차시간과 평균 주행속도

정차시간과 평균 주행속도의 오전/오후 첨두시 산점도는 [그림 1-17]과 [그림 1-18]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

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01, 0.001로 나타났다. 정차시간과 평균 

주행속도는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림 1-17] 주행속도 대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18] 주행속도 대 정차시간(18시~19시) 

(6) 정차시간 관련 상관분석 결과 종합

정류장 정차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하류부 교차로의 유효 녹색시간 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승하차 인원에도 비교적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버스대수와 정차노선수 그리고 평균 주행속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

정차시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R2 값

상관분석 해석(오전/오후)
오전첨두시 오후첨두시

유효녹색시간비율 31.2% 30.3%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승하차 多 인원 12.1% 16.3% 낮은 상관관계/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버스대수 0.2% 0.3%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정차노선수 0.0% 0.3%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평균 주행속도 0.1% 0.9%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표 1-5] 정차시간 관련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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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시간(속도) 관련 상관분석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간의 버스 주행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유

효 녹색시간 비율, 승·하차 인원 중 많은 인원, 버스대수, 정차노선수, 총 정차시간 등 

5가지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개별 버스의 주행시간은 버스정류장 간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평균 주행속도로 일반화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1) 주행속도와 g/C(유효녹색시간 비율)

주행속도에 대한 유효 녹색시간 비율의 영향은 [그림 1-19]와 [그림 1-20]에서 보듯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15, 

0.02로 나타났다. 주행속도와 유효 녹색시간 비율은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1-19] g/C 대 평균 주행속도(08시~09시) [그림 1-20] g/C 대 평균 주행속도(18시~19시) 

(2) 주행속도와 승하차 인원

오전/오후 첨두시 주행속도와 승하차 인원은 [그림 1-21]과 [그림 1-22]에서 보듯이 반비

례 관계를 갖고 있으나 상관성은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승하차 인원이 많아질수록 

주행속도는 작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

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9, 0.09로 나타났다. 주행속도와 승하차 인원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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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승하차인원 대 주행속도(08시~09시) [그림 1-22] 승하차인원 대 주행속도(18시~19시) 

(3) 주행속도와 버스대수

주행속도와 버스대수는 [그림 1-23]과 [그림 1-24]와 같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08, 0.07

로 나타났다. 상관성은 낮지만, 버스대수가 많아질수록 주행속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3] 주행속도 대 버스대수(08시~09시) [그림 1-24] 주행속도 대 버스대수(18시~19시)

(4) 주행속도와 정차노선수

주행속도와 정류장 정차노선수의 오전/오후 첨두시 산점도는 [그림 1-25]와 [그림 1-26]

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

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각 0.13, 0.13으로 나타났다. 버스대수와 마찬

가지로 정차노선수도 주행속도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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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주행속도 대 정차노선수(08시~09시) [그림 1-26] 주행속도 대 정차노선수(18시~19시)

(5) 주행속도와 총 정차시간

오전/오후 첨두시 주행속도와 총 정차시간의 관계는 [그림 1-27]과 [그림 1-28]과 같이 

나타났다. 총 정차시간은 정류장의 평균정차시간과 정류장 평균 정차대수의 곱으로 산정

된다. 두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오전/오후 첨두시의 상관계수 값은 각각 0.06, 0.04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의 총 정차시

간이 길어질수록 정류장 간 주행속도는 느려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7] 주행속도 대 총 정차시간(08시~09시) [그림 1-28] 주행속도 대 총 정차시간(18시~19시)

(6) 주행속도 관련 상관분석 종합

주행속도(주행시간)는 정차노선수, 버스대수, 승하차 인원, 총 정차시간 등의 모든 변수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주행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

되었던 유효 녹색시간 비율은 버스의 주행속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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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주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링크 상의 혼잡으로, 특히 정류장 진입 

대기행렬로 인한 정체시간이다. 진입 대기행렬은 정류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버스가 

spill over되는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류장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앞서 

분석된 것처럼 정류장 정차시간은 하류부 교차로의 녹색시간과 승하차 인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차로 녹색시간은 신호현시계획을 수정하여 높일 수 있

는 수치이지만 승하차 인원은 운영자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다. 따라서 정류장 spill 

over 현상을 감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하류부 교차로 신호운영 개선이다. 또

한, 대기행렬의 길이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대수보다 대기행렬 끝단에 도착하는 버스의 

대수가 더 많아지면 계속 길어진다. 대기행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행시간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대기행렬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버스대수와 버스노선 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개선을 위한 주요 변수다.

변수
R2 값

상관분석 해석
오전첨두시 오후첨두시

유효녹색시간 비율 0.02 0.02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승하차 多 인원 0.09 0.09 낮은 상관관계

버스대수 0.08 0.07 낮은 상관관계

정차노선수 0.13 0.13 낮은 상관관계

총 정차시간 0.04 0.06 낮은 상관관계

[표 1-6] 주행속도 관련 상관분석 결과

4_혼잡 완화 방안

앞서 진행한 상관분석은 버스정류장의 정차시간은 유효 녹색시간 비율과 승하차 인원에 

영향을 받고 버스의 주행속도는 버스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절에서는 정차시간과 주행속도의 주요 혼잡 요인에 대한 상세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

앙버스전용차로의 합리적인 혼잡 완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툴은 MiniTAB 17.0

을 선택하였는데, MiniTAB은 SAS와 SPSS와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 널리 쓰이는 통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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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로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정차시간의 영향 요인 분석

오전 첨두시의 정차시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효 녹색시간 비율과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승하차 인원을 3차원으로 도식화하여 유

효 녹색시간과 승하차 인원의 영향을 상호 비교하였다([그림 1-29]). 3차원 그래프와 등

고선도 [그림 1-30]에 나타난 것처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이 0.5 이하이면 승하차 인원의 

대소와는 상관없이 정차시간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유효 녹색시간 비율

이 0.3~0.4 사이의 정차시간은 80초~140초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효 

녹색시간 비율이 0.7 이상인 정류장은 승하차 인원이 많아져도 정차시간이 짧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1-29] 정차시간 대 승하차 多 인원 대 g/C 3D표면도 - 오전첨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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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정차시간 대 승하차 多 인원 대 g/C 등고선도 - 오전첨두시

정류장의 위치에 따른 정차시간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의 산점도는 [그림 1-31]과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 제곱 값은 Mid-block에 위치한 정류장은 0.28, Near-side에 위치한 

정류장은 0.26으로 나타나 둘 다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31] 정류장 위치에 따른 정차시간 대 g/C - 오전첨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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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 유무에 따른 정차시간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의 산점도는 [그림 1-32]와 같이 

나타났다. 추월차로가 있는 정류장과 추월차로가 없는 정류장의 상관계수 제곱 값은 각

각 0.21, 0.37로 나타났으며, 추월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의 정차시간이 교차로 신

호주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32] 추월차로 유무에 따른 정차시간 대 g/C - 오전첨두시

2) 주행속도 영향 요인 분석

오전 첨두시의 주행속도의 변화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승하차 인원과 버스대수의 상호 영

향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표면도와 등고선도를 [그림 1-33], [그림 

1-34]와 같이 작성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행속도는 버스대수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류장 진입 정체는 승하차 인원보다는 버스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류장의 정차 대수가 100대 이하일 때 주행속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하일 때는 승하차 인원이 많아도 통행속도는 40~50km/h의 비교적 빠른 속

도로 운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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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주행속도 대 승하차 多 인원 대 버스대수 3D표면도 - 오전첨두시

[그림 1-34] 주행속도 대 승하차 多 인원 대 버스대수 등고선도 - 오전첨두시

정류장의 위치에 따른 주행속도와 버스대수의 산점도는 [그림 1-35]와 같이 나타났다. 

상관계수 제곱 값은 Mid-block에 위치한 정류장은 0.08, Near-side에 위치한 정류장은 

0.08로 나타나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류장 위치는 주행속도에 

둔감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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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정류장 위치에 따른 주행속도 대 정차대수 - 오전첨두시

추월차로 유무에 따른 정차시간과 유효 녹색시간 비율의 산점도는 [그림 1-36]과 같이 

나타났다. 추월차로가 있는 정류장과 추월차로가 없는 정류장의 상관계수 제곱 값은 각

각 0.05, 0.11로 나타났으며, 추월차로가 없는 정류장의 정차시간이 교차로 신호주기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36] 추월차로 유무에 따른 주행속도 대 정차대수 - 오전첨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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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혼잡 원인을 상관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정차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g/C(유효 녹색시간 비율)와 승하차 인원이며 주행속도는 버스대수와 승하차 인원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잡구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 녹색시간, 승하차 인원, 버스대수 등의 조정이 필

요하다. 유효 녹색시간은 교차도로의 좌회전 폐지 혹은 직진 녹색시간 단축 등으로 증가

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교차로 정체가 우려되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에 가용한 추가 녹색시간이 모두 배정되어 있어 녹색시간의 조정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승하차 인원은 버스 승객수요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변수이다. 버스노

선 변경이나 정류장 추가 설치 등으로 정류장 혼잡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이용

하던 버스노선의 변경과 공사 중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버스운영 계획은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혼잡 완화를 위

해 버스승하차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시간당 버스대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버

스전용차로의 적정용량과 최대용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노선 조정이나 버스운영계획

의 기초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37] 중앙버스전용차로 혼잡 완화 방안



02
적정 운영용량 산정 방안

1_기존 용량 산정 방법론 검토

2_대기행렬 기반 용량 산정 필요성



28 / 정류장 혼잡도 고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수송용량 산정 방안

02ㅣ 적정 운영용량 산정 방안

1_기존 용량 산정 방법론 검토

1) 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 방법론 검토

(1) 도로용량편람(2013)

도로용량편람(KHCM)은 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 및 서비스 수준 분석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형 버스와 좌석 버스를 포함한 간선형 버스를 중심으로 용량 산정 방법론이 

구성되어 있다. 버스의 서비스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도로용량편람은 계량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차내 용량, 운행 간격 및 운행시간, 정차면 용량, 정류장 용량에 대한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고, 그 외 정류장의 접근성, 버스운행과 관련된 부대시설 그리고 특

히 통행로 용량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KH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차면 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① 단속류 상 정차면의 차량 용량

    


    



여기서,  = 정차면당 시간당 최대 버스수

 = 소거시간(초)

  = 정차시간(초) (=출입문 개폐시간 + 승객 승하차시간)

 = 연속된 운행단위 간 차두시간(초)

 = 유효녹색시간 비율

 =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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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 은 정류장에서 버스 대기 비율 에 따른 정차면의 

용량을 보정하는 계수이다. 정차면을 이용하는 버스들이 동일한 정차면의 점유시간과 소

거시간을 가지더라도 버스의 도착분포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차면의 용량은 달라질 수 있

다. 평균적으로 정차면의 용량을 초과하는 버스의 수요가 있어도 버스 도착 간격이 일정

하지 않으면 대기 버스가 없고 정차면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은 정류장 전체 운영시간 중 정차면이 선행 버스들로 점유되어, 도

착하는 버스들이 정차면에 진입할 수 없어서 정류장의 끝부분에 버스의 대기행렬이 형성

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이 높을수록 정류장의 이용효율은 

높아지고, 한 정차면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버스대수는 많아진다. 즉 정차면 버스 대기 

비율 은 버스 도착의 임의요소를 용량 산정에 반영하는 변수이고, 은 값에 따라 

용량감소분을 적용하는 정차면 용량보정계수이다.

따라서 버스 정차면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허용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을 결정

해야 하는데, 분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값을 적절히 가정하여 정차면의 용량 분석

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높은 값을 가정한다면, 용량은 증가하나 정류장에서의 버스 

대기행렬이 길어져 버스운행의 정시성이 떨어지게 된다.

[표 2-1]은 KH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에 따른 정차면 용량 산출 

보정계수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 의 값은 25% 정도로 관측되고 있다. 설계 시에 적용하는 값의 권장치는 

도시지역에서 10% 내외, 외곽지역에서 5% 내외 정도이다.

 1% 2.5% 5% 7.5% 10% 15% 20% 25% 30% 50%

 0.682 0.718 0.752 0.776 0.81 0.84 0.87 0.89 0.91 0.95

자료: 도로용량편람, 2013

[표 2-1] 정류장 버스 대기 비율에 따른 정차면 용량 산출 보정계수

KH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류장 용량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정차면 용량 산정식에 

정차면 수에 따른 이용효율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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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속류 상 정류장의 차량 용량

     ×   


    



여기서,  = 정류장당 시간당 최대 버스수

 = 정차면당 시간당 최대 버스수

  = 정차면 수(또는 정차면 길이)에 따른 이용효율계수

 = 소거시간(초)

  = 정차시간(초) (=출입문 개폐시간 + 승객 승하차시간)

 = 연속된 운행단위 간 차두시간(초)

 = 유효녹색시간 비율

 = 정차면 용량 보정계수

KHCM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차대수에 따른 정류장 이용효율계수는 [표 2-2]와 같다. 버

스정류장 길이가 증가할수록 버스정류장의 이용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차면 수
(정류장 길이)

정류장

정차면 효율증가(%) 이용효율계수

1 (24m 미만) 100 1.00

2 (24m 이상) 75 1.75

3 (36m 이상) 50 2.25

4 (48m 이상) 30 2.55

5 (60m 이상) 10 2.65

자료: 도로용량편람, 2013

[표 2-2] KHCM의 경험적인 버스 정차대수에 따른 이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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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3rd Edition)

미국의 대중교통 용량과 서비스 평가에 대한 지침인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TCQSM)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은 정차면 용량, 정류장 용량, 버

스전용차로의 용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정차면 용량, 정류장 용량, 버스전용차로 용량 

순으로 확장하여 소개하고 있다. 각 용량의 결정인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차면 용량 =  (정차시간, 소거시간, 정차시간 변수, Failure rate)

정차시간은 승객의 승하차 시간 및 버스의 문이 여닫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 평균정차시간

 = 가장 복잡한 문을 통해서 하차하는 버스당 승객수 (p)

 = 승객 한 명이 하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 (s/p)

 = 가장 복잡한 문을 통해서 승차하는 버스당 승객수 (p)

 = 승객 한 명이 승차하는 데 걸리는 시간 (s/p)

 = 버스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s)

TCQ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량의 승객서비스 시간은 [표 2-3]과 같다.

이용가능한 문의 수
Default Passenger Service Time (s/p)

승차 앞문하차 뒷문하차

1 2.5 3.3 2.1

2 1.5 1.8 1.2

자료: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3rd Edition)

[표 2-3] 복수의 문을 가진 차량의 경우 승객서비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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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시간은 버스가 정류장의 빈 정차면에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정차면을 사용한 

뒤 다음 버스가 정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합으로서 버스

가 정차면에 진·출입하는 데 필요한 가·감속 시간과 정류장의 형태(On-line과 Off-line)

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On-line 형태의 경우 정류장에서의 버스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

는 반면 Off-line 형태는 교통류 밖의 면에 정차하므로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평균 정차시간에 대한 정차시간의 표준편차인 정차시간 변동계수는 Failure rate와 

Operating margin을 고려하여 구한다. 버스정차면의 용량은 앞의 버스가 정차면을 비우

는 즉시 뒤의 버스가 해당 정차면을 이용 가능할 때 최대가 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Failure rate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Failure rate가 

낮을수록 operating margin과 정시성은 커지고 정차면 용량은 적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Operating margin은 기대했던 failure rate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차시간과 소거시간에 

더해지는 값이다.

또한, 정차면의 용량은 신호현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차면 용량은 다음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여기서,  = 정차면 용량 (bus/h)

 = 녹색시간비율 (green time ratio)

 = 소거시간 (s)

 = 평균 정차시간 (s)

  = operation margin (s)

  = 기대한 failure rate에 상응하는 표준정규변수(standard normal variable)

 = 정차시간 변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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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류장 용량 =  (정차면수, 정차면의 디자인, Traffic control)

TCQSM에는 버스정류장의 용량은 정류장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효용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정류장 위치별 특성은 [표 2-4]와 같다.

자료: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3rd Edition)

[그림 2-1] 버스정류장의 위치

구분 Near-Side Far-Side Mid-Block

정류장
위치

교차로 유입부에 위치 교차로 유출부에 위치 교차로 간 가로 중간에 위치

장점

교차로 정지신호에 의한 시
간 손실과 승하차 시간 중
복으로 지체 최소화 가능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와 
연계설치 가능

좌우회전 버스노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와 
연계 설치 가능

좌우회전 버스노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역방향 환승 승객 이동거리 
감소
후속차량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 가능

단점

좌우회전 버스노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불리
역방향 환승 승객 이동거리 
증가

교차로 정지신호와 승하차 
시간 중복으로 지체 증가
후속차량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워 교차로의 
spill-back 현상 우려

추가적인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 없음
가로구간 길이가 짧을 경우 
적용하기 곤란

자료: 곽정화, 2009, 버스차량군을 고려한 정차면수 산정 모형 개발

[표 2-4] 버스정류장의 위치별 특성

TCQSM에 나와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복수의 선형정차면의 효율은 [표 2-5]와 같다. 도로

용량편람에서는 단순히 정차면 수에 대한 이용효율계수를 제시하고 있지만, TCQSM에서

는 정류장의 형태와 버스의 도착분포 형태에 따른 효율계수까지 제시하고 있어 보다 면밀

한 정류장 용량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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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area 
#

On-line loading area Off-line loading area

Random arrivals Platooned arrivals All arrivals

Effic-
iency
%

Cumulative# of 
effective 
loading area

Effic-
iency
%

Cumulative# of 
effective 
loading area

Effic-
iency
%

Cumulative# of 
effective 
loading area

1 100 1.00 100 1.00 100 1.00

2 75 1.75 85 1.85 85 1.85

3 70 2.45 80 2.65 80 2.65

4 20 2.65 25 2.90 65 3.25

5 10 2.75 10 3.00 50 3.75

자료: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3rd Edition)

[표 2-5] 복수의 선형정차면 효율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의 용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 버스정류장 용량 (bus/h)

   = 각 정차면 용량 (bus/h)

   = 유효정차면 수

   = 녹색시간비율 (green time ratio)

   = 소거시간 (s)

   = 평균 정차시간 (s)

    = 기대한 failure rate에 상응하는 표준정규변수 (standard normal variable)

   = 정차시간 변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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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스차로 용량 =  (차로를 따라 설치된 정류장의 임계 버스 용량, 차로의 종류, 

Skip-stop의 이용 여부, 버스가 군집을 이루어 진입하는지의 여부, 인접 차로의 v/c 비, 

정류장의 위치 및 우회전 차량의 수)

TCRP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 시 하나 이상의 전용도로를 가지며 신호등에 의

하여 그 흐름을 방해받는다는 것을 분석의 기본 전제로 한다.

버스 차로의 용량에 대한 우회전 차량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우회전 보정계수

 = 버스정류장 위치 계수

  = 특정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량 (veh/h)

  = 특정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용량 (veh/h)

버스정류장 위치
버스차로의 종류

Type1 Type2 Type3

Near-side 1.0 0.9 0.0

Mid-side 0.9 0.7 0.0

Far-side 0.8 0.5 0.0

자료: 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3rd Edition)

[표 2-6] 버스정류장 위치 계수

Type1: 버스는 인접도로 이용 불가, 물리적 시설로 차로 분리

Type2: 버스는 인접도로 부분적 이용 가능, 다른 차량의 우회전이 허용 혹은 금지

Type3: 버스는 인접 차로 이용 가능, 우회전 금지, 하나의 전용차로를 가지나 정류장에서 

추월차로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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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계수(Impedance factor),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도착형태계수(Arrival type factor),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가를 반영(무작위 도착(Random arrival)의 경우 0.50, 특징적 도착(Typical 

arrival)의 경우 0.75, 군집형 도착(Platoon arrival)의 경우 1.00)

 = 인접 차로의 저항계수 (impedance factor)

  = 차례로 있는 alternating skip-stops의 수

인접 차로의 저항계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인접 차로의 교통량 (traffic volume) (ver/h)

 = 인접 차로의 용량 (capacity) (ver/h)

마지막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버스 차로의 용량 (bus/h)

 = 임계점에 도달한 버스정차면 용량 (bus/h)

 = 임계점에 도달한 버스정류장의 유효정차면 수 

  = 임계점에 도달한 버스정류장의 우회전 차량의 영향에 대한 용량보정계수

 = skip-stop operations에 대한 용량보정계수

 = 각 루트의 같은 skip-stop 패턴을 사용한, 버스정류장의 버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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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 방안 연구 사례

(1)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율림건설, 2004)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을 크게 교차로부 처리 가능 용량과 정류장부 처리 가능 용량으로 구분하여 산정

하였다. 용량 산정 시 TCQSM의 용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용량을 산정하였으며 교차로부

의 용량과 정류장부의 용량 중 작은 값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처리 가능 용량으로 산정

하였다. 

(2) 강남대로 사례를 통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이진우, 2006)

이진우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출되어야 할 각 용량을 크게 정차면, 정류장, 교차로의 용량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정류장 용량에 단위구간, 즉 교차로에서 정류장 간의 길이를 용량 결정인자

로 추가하여 최종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산정된 용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Netsim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상황을 용량으로 가정하여 회귀

식을 추출한 후 분석 구간의 용량이 같아지는 거리에 따른 Z값을 연역적으로 산출하였다.

(3) 구간용량 산정방식을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이용현, 2007)

이용현의 ‘구간용량 산정방식을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는 기존(KHCM, TCRP, 이진우) 용량 산정구간과는 달리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 전체의 

구간을 용량 산정 구간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A~F 중 어느 한 구간의 용량이 감소하게 

되면 A~F의 모든 구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C 구간은 버스의 정차시간, 소거시간, 정차시간 변수, failure rate 등의 변수가 이용되는 

정차면 용량(Loading area bus capacity)과 정차면 수, 정차면의 디자인, Traffic 

control 등의 변수가 이용되는 정류장 용량(Bus stop vehicle capacity), 그리고 추월 

차선을 고려한 용량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구간이다. A, F 구간은 교차로 구간이다. 교차

로 구간의 경우에는 KHCM의 신호 교차로에서 제시한 용량 산정식을 이용한다. B, D, 

E 구간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이다. 즉 차로 용량이며, 이는 TCRP의 가로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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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용량 산정식을 따른다. C 구간은 정차면 용량과 정류장 용량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TCRP의 용량 산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 연구는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 방법론에서 제시한 용량 산정구간 범위를 

벗어나는 교차로와 교차로 전체의 구간을 용량 산정구간 범위에 포함하였을 경우, 용량 

산정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2-2] 이용현 연구의 용량 산정구간 세분화

용량 산정식 적용구간




× 

구간 E 진출용량, 구간 F 진입용량, 
구간 A, C, D, E Storage 용량




× × 


구간 A 진입용량




× ×    구간 A 진출용량, 구간 B 진입용량




× × 

구간 C 진출용량, 구간 D 진입용량
구간 D 진출용량, 구간 E 진입용량

       


× 


구간 B 진출용량, 구간 C 진입용량




×


×    구간 B Storage 용량

자료: 이용현, 2007, 구간용량 산정방식을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

[표 2-7] 구간별 적용 용량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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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설계 연구(동일기술공사, 2015)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현황 및 문제점, 

운영상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기본설계에 앞서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차로 용

량을 TCQSM과 KHCM의 용량 산정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2-3] 기존 연구 검토 결과

2_대기행렬 기반 용량 산정 필요성

1) 중앙버스전용차로 대기행렬 현장 조사

(1) 현장 조사 개요

실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혼잡 원인과 통행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

하였다. 2016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07시~09시, 12시~14

시까지 하루 4시간씩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조사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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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소는 영등포역, 합정역, 우성아파트, 뱅뱅사거리, 장지역, 신도림역이다. 

[그림 2-4] 현장조사 영상 촬영 지점 6개소

(2) 정류장 용량과 현장 조사 결과 비교

[표 2-8]은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산정 관련 연구인 ‘버스전용

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설계 연구’에서 산출된 정류장 용량이다. TCQSM에서 제

시한 용량 산정식으로 산출된 정류장별 용량은 합정역, 영등포역, 우성아파트, 신도림역 

정류장의 경우 진입차량보다 각각 40대, 35대, 53대 초과 산정되어 운영 측면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나 실제 조사된 영등포역 평균 대기행렬 길이는 5.3대, 우성아파트는 7.0대, 

신도림역은 4.3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지만 정류장 혼잡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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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스를 고려하지 못하고 통과버스대수만으로 운영상황을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류장명 ID
정류장 구성요소 용량분석 결과

정차
면수

추월
차로

정류장
면적

g/C
용량 
산정

진입
차량

V/C
용량
부족분

영등포역 19006 4 X 250 0.48 175 135 0.8 40 

합정역.
남경호텔

14012 4 X 250 0.28 119 149 1.3 -30 

우성아파트 22008 5 X 250 0.71 257 222 0.9 35 

뱅뱅사거리 22005 4 X 250 0.68 217 296 1.4 -79 

장지역.
가든파이브

24016 4 ◯ 250 0.37 146 174 1.2 -28 

신도림역 17001 4 ◯ 250 0.71 223 170 0.8 53 

자료: 버스전용차로 운영진단 및 종합계획 기본설계 연구, 동일기술공사, 2015

[표 2-8] TCQSM 용량 산정방식으로 구한 용량 결과

2) 중앙버스전용차로 혼잡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통 시설의 용량이란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도로조건, 교통운영 조건하에 

도로 또는 차선의 균일구간이나 지점에서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을 말한

다. 즉 용량은 어떤 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교통류율을 의미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은 교통수단의 물리적인 크기와 운행 간격(또는 운행 

빈도)에 의해 결정되며, 버스 승객의 분포 및 차량 흐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도로 용량 산정에 비해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통행량을 수송할 충

분한 차량 보유 여부, 승객의 쾌적성, 안전성, 동일한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

량 등의 제약을 받는다(도로용량편람, 2013).

(1) 버스정류장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

본 연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의 진입 대기로 인한 버스 대기행렬이 중앙버스전용차로 혼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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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인으로 판단하여 대기행렬 길이의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신호 교차로에서 한 주기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

면 signal failure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장에 도착하

는 버스의 분포는 상류부 교통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상류부 교차로의 녹색시간 동안 정

지선을 통과한 버스들이 platoon을 형성하여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 교통신호 

주기 동안 버스가 정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주기까지 정류장에 머물러야 한다. 서

비스 실패는 이렇게 정류장 혼잡으로 인해 한 주기 동안 통과하지 못한 버스가 발생한 

경우이다. 앞 차량의 정체로 인해 정류장 진입이 지체되었더라도 교통신호 한 주기 내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음 정류장으로 출발한다면 해당 버스의 서비스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2-5] 서비스 실패 사례 – 강남대로축 뱅뱅사거리 정류장

[그림 2-5]는 강남대로축의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서비스 실패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상류부 교차로의 녹색시간 동안 교차로를 통과한 버스가 뱅뱅사거리 버스정

류장에 차량군을 이루어 도착하였으며 차량군 후미에 있는 5대의 버스는 대기행렬을 이

루어 정류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정류장에 정차한 선두 차량들이 출발하면 대기행렬에 

머무르고 있는 버스가 순차적으로 진입하면서 대기행렬은 소멸하게 되며 다시 상류부 신

호가 녹색시간으로 바뀌면서 다음 차량군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 하지만 뱅뱅사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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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대의 버스가 다음 차량군이 도착할 때까지 정류장을 출발하지 못해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였다. 

(2) 버스전용차로의 혼잡도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은 시간당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버스대수이며 이는 서비

스 실패나 정류장 진입 정체 등 이용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즉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류장에 같은 대수의 버스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체로 

인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된 경우와 발생되지 않은 경우의 서비스 수준은 다르게 느껴진다. 

[그림 2-6]은 통과 버스대수가 같아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기행렬로 인한 서비스 실패로 

전혀 다른 서비스 수준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버스전용차로 혼잡도 개념

(3) 대기행렬 길이를 고려한 용량 산정이 필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개별 버스의 승하차 인원

의 편차로 정차면의 비효율적 운영, 용량을 초과한 버스대수, 인접 교차로의 녹색시간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용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KHCM 및 TCQSM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처리용량을 버스전용차로의 용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정류장 용량과 교차로 용량 중에서 작은 값을 중앙버스전용차로 용

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은 정류장의 기하구조 및 신호시간의 연

동, 버스의 속도 등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정류장 혼잡으로 인한 버스의 대기행

렬은 버스의 주행속도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며, 용량 감소와 정시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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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게 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와 운영자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운영용량은 기존 시설 용량과 더불어 정류장 상류부에서 

발생되는 버스 대기행렬로 인한 용량 저하까지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7] 적정 운영용량 산정 시 고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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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운영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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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중앙버스전용차로 적정 운영용량 산정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적정 운영용량은 이용자 입장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정류장에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버스대수이다. 

1_적정 운영용량 산정 방법론 개발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축별 대표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대기행렬을 산정하여 적정 운영용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4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정류장은 주행속도가 낮은 정류장을 축별로 선정하였다.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주행시간과 정류장별 대기행렬 길이

의 관계식을 추정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에서 수집된 대기행렬 길이를 활용하여 앞서 구한 

관계식에서 대기행렬의 임계속도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적정 운영용량을 산정하였다. 산

정된 운영용량은 TCQSM의 용량 산정 방법으로 산출된 용량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그림 3-1] 단계별 운영용량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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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정류장별 임계 주행시간 추정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류장별 임계 주행시간을 추정하였다. 임계 

주행시간은 정상적인 주행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요인(교차로 신호대기)을 포함한 

주행시간으로서 이보다 늦은 주행시간을 보이는 버스는 지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임계 주행시간은 정류장 간의 주행시간에 교차로 신호로 인한 지체시간을 더한 값이다. 

주행속도는 60km/h로 설정하였으며, 교차로 지체는 적색 신호의 기댓값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시 가정한 주행속도와 교차로 지체에 대한 기댓값은 분석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3-2]의 예를 살펴보면, A 구간을 60km/h로 이동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동시간은 

A 구간의 거리(500m)/주행속도(60km/h)×3.6=30초이며, 교차로에서 지체된 시간은 적

색 신호시간인 44초의 기댓값인 22초가 된다. 따라서 이 구간의 임계 주행시간은 52초이

며 이보다 늦은 버스는 정체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임계 주행시간 추정 방법

축별 대표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은 [표 3-1]과 같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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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축명 강남대로 공항대로 도봉미아로 신반포로

정류장명 우성아파트
등촌역
강서보건소

삼선교
한성대학교

고속버스
터미널

임계
주행시간

52.4 70.3 118.5 72.9

도로축명 망우왕산로 송파대로 양화신촌로 통일의주로

정류장명 중랑교
석촌호수
한솔병원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홍제역

임계
주행시간

77.4 53.5 71.3 73.3

주: 주행속도 60km/h, 적색신호 기댓값은 50%라고 가정

[표 3-1] 분석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시간 추정결과
(단위: 초) 

2) 2단계: 정류장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 관계식 추정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된 임계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류장별 대기행렬 길이

(대수)를 산출하고,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을 추정하였다. 특정 시점에 발생

한 정류장 상류부의 대기행렬 길이는 BMS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임계 주행

시간보다 더 긴 주행시간은 전용차로 구간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정체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정류장의 도착시각이 이전 정류장의 출발시각에 임계 주행

시간을 더한 시각보다 늦으면 해당 버스는 일정 시간 대기행렬에 머물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단계 분석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그림 3-3]에서 A 버스가 이전 정류장에서 

12:00:00에 출발하였고(A 구간의 임계 주행시간은 52초), 다음 정류장에 12:01:12에 도

착했다면, A 버스는 20초의 정체를 겪었고 이 정체는 대기행렬에서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때 A 버스 앞의 대기행렬 길이는 A 버스가 정상적으로 도착했어야 할 시각인 

12:00:52에서 실제 도착한 시각인 12:01:12 동안 정류장에 진입한 차량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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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대기행렬 길이 추정 방법

다음 과정은 B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분당선 강남역 정류장에서 우성아파트 정류장 사

이의 임계 주행시간인 52초보다 긴 주행시간을 가지는 버스들의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

이의 관계식을 추정하였다([그림 3-4]). 가장 긴 주행시간은 531초였으며 이때의 추정 대

기행렬 길이는 31대로 분석되었다.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은 y=12.4495x+101.4로 도출되

었다. 

[그림 3-4]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우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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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을 다른 중앙버스전용차로 축의 혼잡 정류장에 적용하여 정류장별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공항대로의 등촌역·강서구청 정류장의 주행시간과 대기행렬의 관계식은 [그림 3-5]와 같

으며,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은 y=7.6863x+115.22로 도출되었다. 최대 대기행렬 길이는 12

대이며, 이때 소요된 주행시간은 416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5]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등촌역·강서구청)

도봉미아로의 삼선교·한성대학교 정류장의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는 [그림 

3-6]과 같으며 관계식은 y=10.0441x+124.7로 도출되었다. 최대 주행시간은 314초이며 

이때 대기행렬의 길이는 10대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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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삼선교·한성대학교)

신반포로의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의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는 [그림 3-7]과 

같다. 최대 대기행렬 길이는 11대이며, 이때 소요된 주행시간은 344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7]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고속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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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은 망우왕산로의 중랑교 정류장의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대 대기행렬 길이는 10대이며, 이때 소요된 주행시간은 256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중랑교)

송파대로의 석촌호수·한솔병원 정류장의 관계식은 [그림 3-9]와 같다. 최대 대기행렬 길

이는 9대이며, 이때 소요된 주행시간은 205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9]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석촌호수·한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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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신촌로의 신촌오거리·2호선 신촌역 정류장의 관계식은 [그림 3-10]과 같으며 최대 대

기행렬 길이는 10대이며, 이때 소요된 주행시간은 356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0]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신촌오거리·2호선 신촌역)

통일로의 홍제역 정류장의 관계식은 y=19.069x+127.29로 도출되었으며 최대 대기행렬 

길이는 9대이며, 주행시간은 481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1] 주행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의 관계식(홍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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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분석과정에서 추정된 혼잡 정류장의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 간의 관계식은 

[표 3-2]와 같다.

축 명 정류장명 선형 관계식 R2 값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Y=12.495x+101.4 0.7787

공항로
등촌역
강서보건소

Y=7.6863x+115.22 0.1945

도봉미아로
삼선교
한성대학교

Y=10.044x+124.7 0.3392

동작신반포로
고속버스
터미널

Y=6.9071x+138.93 0.2261

망우왕산로 중랑교 Y=5.3806x+128.89 0.1671

송파대로
석촌호수
한솔병원

Y=2.1994x+146.85 0.0384

양화신촌로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Y=7.538x+120.67 0.1515

통일의주로 홍제역 Y=19.069x+127.29 0.3298

[표 3-2] 혼잡 정류장별 이동시간과 대기행렬 길이 관계식

3) 3단계: 현장 조사를 통한 정류장별 대기행렬 길이 산정

3단계에서는 현장 조사 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대기행렬의 

길이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전 첨두시 영상만을 집계하였으며 서비스 실패의 임

계 버스대수는 [표 3-3]과 같다.

혼잡 정류장 6개소 모두 서비스 실패가 시간당 평균 4회에서 12대까지 발생하였으며 한 

주기 동안 서비스 실패가 발생되지 않는 대기행렬의 최댓값은 15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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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현장 조사를 통한 정류장 실제 대기행렬 길이 산출(위-우성아파트, 아래-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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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최대 대기행렬 길이

신도림역 영등포역 합정역 뱅뱅사거리 우성아파트 장지역
1 6 7 11 7 6 12
2 1 9 7 5 4 10
3 4 6 4 6 10 13
4 6 4 7 5 5 14
5 4 6 8 8 8 10
6 5 4 8 12 10 8
7 4 4 8 14 8 10
8 3 7 4 14 6 13
9 2 3 2 15 6 12
10 4 2 9 14 3 14
11 4 2 13 6 11 9
12 4 6 10 11 5 10
13 5 5 6 8 9 14
14 5 3 6 9 10 13
15 3 8 5 9 6 10
16 4 5 5 13 12 8
17 6 4 4 7 7 12
18 4 3 5 7 7 13
19 7 7 9 6 8 13
20 5 7 6 6 6 12
21 4 7 11 8 5 10
22 3 6 7 10 8 14
23 5 4 4 11 7 14
24 5 2 9 7 8 13
25 3 5 9 8 6 13
26 2 5 12 9 7 13
27 6 3 10 7 5 9
28 5 8 9 9 5 11
29 4 5 12 11 7 12
30 5 5 12 6 8 9
31 4 7 11 12 5   
32 6 5 12 10 8   
33 4 10 13 9 5   
34 7 5 10 12 6   
35 4 7 9 7 8   
36 2 3 6 6 8   
37 6 7 5 10 6   
38 4 2 5 9 6   
39 4 10 3 7 6   
40 2  5 5   
41 6  11 10   
42 5  8 5   
43 3  13 8   
44     10 10   
45     12    
46     13    
47     7    
48     9    
총합 185 208 306 438 309 348

평균 4.30 5.33 7.85 9.13 7.02 11.60

최대 7 10 13 15 12 14

[표 3-3] 타 혼잡 정류장 이동시간 대 대기행렬 길이 추세선 산출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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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관계식을 이용하여 임계 주행속도 및 운영용량 산정

4단계에서는 먼저 2단계에서 추정한 관계식에 3단계에서 집계된 현장 조사 기반 대기행렬 

길이를 대입하여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임계속도를 산출한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임계속

도를 이용하여 해당 정류장의 운영용량을 산정한다.

[그림 3-13]과 같이 강남대로의 우성아파트의 경우, 주행시간과 대기행렬 길이 간의 관계

식에 최대 대기행렬 길이의 현장 조사치인 12대를 대입하면 주행시간이 약 251초가 나오

며 주행시간을 속도로 환산하면 약 7.3km/h의 값이 나온다. 이는 12대의 대기행렬이 발

생하였을 때의 버스 운행속도는 7.3km/h로 이 값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12대 이상

의 대기행렬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어도 임계속도인 7.3km/h 이상의 속도로 운영되어야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3-13] 임계 주행속도 산출 예시(강남대로-우성아파트)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혼잡 정류장의 임계 주행속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분

석 결과 강남대로의 우성아파트 정류장의 임계속도가 7.3km/h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망우왕산로의 중랑교 정류장의 임계속도가 14.7km/h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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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명 정류장명
평균
대기행렬
길이

이동
시간

임계
속도

최대
대기행렬
길이

이동
시간

임계
속도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7 188.9 9.6 12 251.3 7.3

공항로
등촌역
강서보건소

8 176.7 15.1 13 215.1 12.3

도봉미아로
삼선교
한성대학교

7 195.0 16.7 12 245.2 13.3

동작신반포로
고속버스
터미널

7 187.3 17.1 12 221.8 14.5

망우왕산로 중랑교 7 166.6 17.1 12 193.5 14.7

송파대로
석촌호수
한솔병원

11 171.0 9.7 14 177.6 9.5

양화신촌로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8 181.0 15.3 13 218.7 12.6

통일의주로 홍제역 8 279.8 11.5 13 375.2 8.5

[표 3-4] 혼잡 정류장 임계속도 산출
(단위: 대, 초, km/h) 

산출된 정류장의 임계 주행속도를 이용하여 정류장의 시간당 운영용량을 추정하였다. [그

림 3-14]의 그래프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모든 정류장의 주행속도에 따른 정류장 

정차 대수의 관계를 추세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추세선에 앞서 구한 정류장의 임계속

도를 대입하면 적정 운영용량이 산출된다. 

추세선의 함수식은 y=0.00004x4-0.00778x3+0.55277x2-16.4038x+256.05이며 우성아파

트의 경우 임계속도 7.3km/h를 대입하면 163대의 운영용량 산정 값이 도출된다. 결과적

으로 우성아파트 정류장 구간은 163대 이하의 버스대수를 유지해야 정류장에서의 서비스 

실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혼잡 정류장의 운영용량을 산정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최종 적

정 운영용량 산정 시에 전세버스, 출퇴근버스 등 비노선 버스대수의 비율(10%)을 고려하

여 산정된 값에 10%를 추가하여 용량을 제시하였다. 강남대로의 우성아파트 정류장의 

운영용량이 180대/시로 가장 크게 나왔으며 망우왕산로의 중랑교 정류장의 운영용량이 

123대/시로 가장 작게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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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시간당 운영용량 산출 예시(강남대로-우성아파트)  

2_운영용량 산정

본 연구에서 산정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 운영용량과 TCQSM의 산정식을 

이용한 용량을 비교하였다([표 3-5]).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류장 용량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평균 77대 정도 적었으며 특히 

정차면 수가 5개인 동작신반포로의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은 140대/시의 큰 차이를 보였

다. 정차면이 많을수록 기존 산정식은 높은 용량을 산정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

은 정차면 이용효율 저하로 인한 대기행렬 발생을 고려하여 더 낮은 운영용량을 산정하게 

된다. 

현장 조사 시 강남대로의 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은 정류장 상류부에 발생한 대기행렬이 

교차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버스 통과 대수는 시간당 210대였다. 즉 최대 통

과 대수가 210대이지만 기존 산정방식으로 산출된 용량은 257대/시를 고려하면 기존 산

정방식은 정체로 인한 용량 저하를 설명하지 못하며 용량 근접상황에서는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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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명 정류장명
최대
대기행렬
길이

이동시간 임계속도
A’

산정용량

B’
TCQSM
용량

A’-B’

강남대로 우성아파트 12 251.3 7.3 180 257 -77 

공항로
등촌역
강서보건소

13 215.1 12.3 136 175 -39 

도봉미아로
삼선교
한성대학교

12 245.2 13.3 130 196 -66 

동작신반포로
고속버스
터미널

12 221.8 14.5 124 264 -140 

망우왕산로 중랑교 12 193.5 14.7 123 202 -79 

송파대로
석촌호수
한솔병원

14 177.6 9.5 158 224 -66 

양화신촌로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

13 218.7 12.6 135 218 -83 

통일의주로 홍제역 13 375.2 8.5 167 232 -65 

주: 최종 용량 산정 시 비노선버스대수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 값의 110%로 산출함

[표 3-5] 운영용량 산정 결과
(단위: 대, 초, km/h, 대/시) 



0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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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맺음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1996년 천호대로에 최초로 도입된 이래 지속적인 확장이 이

루어졌으며 현재는 12개 축에 120km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시철도와 더불어 서울시 

대중교통의 기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교통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도시 광역화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규 광역버스 노선이 계속 추가되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기 위

해서는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종합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정 운영용량의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설계 시 지침으로 활용된 기존 용량 산정 방식은 해당 시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버스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체나 체감 서비스 수준을 고

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외국과는 달리 BRT에 차량이 집중되어 정체가 발생하는 서

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감내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

하는 적정 운영용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

용차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요구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용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의 버스도착분포는 상류부 교차로의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녹

색시간 동안 정지선을 통과한 버스들이 군집형태로 도착하며 다음 버스군이 도착하기 전

에 정류장을 통과하는 운영행태를 보인다. 신호교차로의 Signal Failure 개념을 도입하여 

신호주기 동안 버스정류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잔류하는 버스가 1대라도 있는 경우를 서

비스 실패(Service Failure) 상황으로 정의하여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버스대수를 

적정 운영용량으로 설정하여 정류장별로 산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주요 정류장의 버스행태를 상세 조사하여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는 버

스도착 대수와 버스 대기행렬 길이를 추출하였으며 BMS 자료를 활용하여 축별 대표 정

류장의 버스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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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별 적정 운영용량을 추정하였다. 제시된 적정 운영용량은 기존의 산정방식에 의한 

용량보다 대략 30% 정도 낮게 산정되었으며 오히려 혼잡이 심한 정류장일수록 그 차이가 

작았다. 기존 산정방식의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한 용량을 비교하면 기존 방식은 오히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량은 운영자보다

는 이용자 관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용량이기에 최대 처리용량보다 적은 결과는 

도출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광역교통 수요의 증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

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정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

로의 간선 기능과 적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포함한 운영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운영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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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반 현황

1) 축별 교통회전 현황

축명
교차로수
(개소)

일반 차로수(차로) 좌회전허용(개소) 유턴가능구간(개소)

도심방향 외곽방향 도심방향 외곽방향 도심방향 외곽방향

1. 도봉·미아로 24 2.5 2.2 14 17 3 1

2. 수색·성산로 15 2.1 2.3 11 3 2 2

3. 천호대로 21 3.1 3.2 8 8 3 4

4. 시흥·한강로 42 3.2 3.2 21 29 3 4

5. 망우·왕산로 23 2.1 2.5 9 11 0 1

6. 강남대로 15 3.3 3.0 10 11 1 2

7. 송파대로 14 3.9 3.9 11 13 2 2

8. 경인·마포로 29 2.9 2.7 15 14 5 3

9. 양화·신촌로 10 2.8 3.1 9 5 1 0

10. 동작·신반포로 23 2.6 2.8 10 7 4 1

11. 공항로 12 3.2 3.2 7 7 0 1

12. 통일로 18 2.2 2.2 10 8 0 1

계 246 2.8 2.9 135 133 24 22

주: 일반차로수는 직진차로 기준임



부록 / 67

2) 축별 교통량 현황(평일 08시~09시)

축명
중앙버스차로 교통량

도심방향 외곽방향

1. 도봉·미아로 172 169

2. 수색·성산로 173 159

3. 천호대로 84 93

4. 시흥·한강로 142 143

5. 망우·왕산로 167 156

6. 강남대로 196 224

7. 송파대로 165 185

8. 경인·마포로 121 126

9. 양화·신촌로 185 171

10. 동작·신반포로 152 131

11. 공항로 121 107

12. 통일로 122 124

평균 150 149

(단위: 대/시) 

3) 축별 평균통행속도 현황

축명

중앙버스차로 교통량

첨두(평일 08시~09시) 비첨두

도심방향 외곽방향 도심방향 외곽방향

1. 도봉·미아로 18.6 22.4 36.7 36.6

2. 수색·성산로 17.9 19.9 34.0 34.0

3. 천호대로 21.1 23.8 44.2 38.2

4. 시흥·한강로 20.4 19.7 40.4 41.6

5. 망우·왕산로 17.9 16.9 35.6 36.0

6. 강남대로 13.5 14.1 29.8 24.3

7. 송파대로 16.8 17.8 33.0 33.1

8. 경인·마포로 19.5 21.1 44.1 44.0

9. 양화·신촌로 15.8 15.7 32.5 29.9

10. 동작·신반포로 16.4 18.1 32.9 40.6

11. 공항로 20.2 19.6 45.2 51.3

12. 통일로 20.9 22.7 44.0 43.1

평균 18.3 19.3 37.7 37.7

(단위: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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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별 정류장 시설 현황

축명

정류장 정류장 유형(도심, 외곽)

도심방향 외곽방향
Mid-Block
통합형 

Mid-Block
분리형

교차로형
정류장

1. 도봉·미아로 25 21 36 6 4

2. 수색·성산로 13 12 23 2 0

3. 천호대로 17 14 13 16 2

4. 시흥·한강로 23 26 17 17 15

5. 망우·왕산로 18 13 16 11 4

6. 강남대로 10 10 0 16 4

7. 송파대로 8 8 8 2 6

8. 경인·마포로 15 15 4 20 6

9. 양화·신촌로 9 9 6 6 6

10. 동작·신반포로 8 10 6 10 2

11. 공항로 10 10 8 4 8

12. 통일로 19 16 12 13 10

소계 175 164 149 123 67

총계 339 339

(단위: 개소) 

5) 축별 정차시간

축명 오전 도심방향 오전 외곽방향 오후 도심방향 오후 외곽방향

1. 도봉·미아로 49.7 43.3 41.5 50.4

2. 수색·성산로 46.3 40.0 35.8 42.1

3. 천호대로 46.4 42.6 42.1 42.4

4. 시흥·한강로 51.9 49.4 46.7 52.2

5. 망우·왕산로 53.7 49.5 53.1 60.9

6. 강남대로 71.8 76.8 53.1 50.9

7. 송파대로 56.4 53.1 58.0 58.0

8. 경인·마포로 62.2 49.1 49.3 59.1

9. 양화·신촌로 64.0 62.1 50.8 69.9

10. 동작·신반포로 51.1 48.4 51.5 56.6

11. 공항로 55.1 51.4 51.3 56.9

12. 통일로 48.2 37.1 39.9 43.7

평균 54.7 50.2 47.8 53.6

(단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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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별 노선버스 운행 현황

축명 도심방향 외곽방향

1. 도봉·미아로

N 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7개 N 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8개
간선버스: 26개 시외버스: 1개 간선버스: 19개 공항버스: 1개

지선버스: 6개 공항버스: 2개 지선버스: 6개

2. 수색·성산로

N 버스: 3개 경기․인천버스: 10개 N 버스: 5개 광역버스: 1개

간선버스: 13개 공항버스: 2개 간선버스: 7개 경기․인천버스: 10개
지선버스: 10개 지선버스: 10개 공항버스: 2개

3. 천호대로

간선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2개 간선버스: 1개 시외버스: 1개

지선버스: 7개 시외버스: 2개 지선버스: 6개 공항버스: 1개

광역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8개 마을버스: 1개

4. 시흥·한강로

M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8개 N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9개
간선버스: 20개 지선버스: 21개 M 버스: 1개 광역버스: 1개

광역버스: 1개 공항버스: 3개 간선버스: 24개 공항버스: 2개

마을버스: 2개 지선버스: 15개 마을버스: 2개

5. 망우·왕산로

N 버스: 4개 광역버스: 1개 N 버스: 3개 경기․인천버스: 19개
간선버스: 19개 경기․인천버스: 5개 간선버스: 19개 공항버스: 1개

지선버스: 9개 공항버스: 2개 지선버스: 9개

6. 강남대로

N 버스: 2개 광역버스: 1개 N 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26개
M 버스: 6개 경기․인천버스: 26개 M 버스: 9개 광역버스: 3개

간선버스: 15개 공항버스: 1개 간선버스: 13개 공항버스: 1개

7. 송파대로

간선버스: 5개 경기․인천버스: 15개 N 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13개
지선버스: 5개 시외버스: 7개 간선버스: 9개 광역버스: 1개

지선버스: 7개

8. 경인·마포로

N 버스: 2개 경기․인천버스: 14개 N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15개
간선버스: 14개 공항버스: 3개 간선버스: 7개 공항버스: 3개

지선버스: 9개 마을버스: 1개 지선버스: 12개 마을버스: 2개

9. 양화·신촌로

N 버스: 2개 지선버스: 6개 N 버스: 2개 지선버스: 9개

M 버스: 4개 경기․인천버스: 7개 M 버스: 4개 경기․인천버스: 7개
간선버스: 10개 공항버스: 1개 간선버스: 12개

10. 동작·신반
포로

M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8개 M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8개
간선버스: 10개 공항버스: 2개 간선버스: 14개 공항버스: 2개

지선버스: 2개 마을버스: 2개 지선버스: 5개 마을버스: 3개

광역버스: 1개 광역버스: 1개

11. 공항로

N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12개 N 버스: 1개 경기․인천버스: 7개
간선버스: 5개 순환버스: 1개 간선버스: 6개 공항버스: 3개

지선버스: 10개 지선버스: 7개

12. 통일로

간선버스: 5개 경기․인천버스: 1개 N 버스: 1개 지선버스: 2개

지선버스: 5개 마을버스: 1개 간선버스: 3개 경기․인천버스: 8개
광역버스: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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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Operation Capacity on the Exclusive Median Bus Lane

Wonho KimㆍSeungjun KimㆍTaejung Kim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the exclusive median bus lane (EMBL) 

in 1996, it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to 120km on 12 arterial 

roads. In addition to the urban railway, it plays a role as the backbone 

of public transportation in Seoul and is responsible for a large part of 

the demand for wide-area transportation. However, continuous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of satellite cities require the addition 

of broad-area bus lines, causing traffic congestion in some sections 

in the EMBL. The urban sprawl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bottleneck will be extended to all EMBLs. Therefore, 

in order to recover the inherent functions of the EMB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physical improvement.

The improvement of EMBL management and operation requires 

estimation of the operating capacity. The existing capacity estimation 

method, which is used as a design guideline for the EMBL, has a 

limitation that it can not consider the level of congestion and 

passenger service levels because the capacity obtained from the 

existing method is the maximum throughput of buses during a given 

tim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maximum operating capacity that 

provides the level of service which the passengers can tolerate. Th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abl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BL in Seoul,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in foreign countries. The 

capacity estimation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onsiders the 

user's required service level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as the 

EMBL.

The bus arrival distribution at the bus stop for the EMBL i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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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traffic signal at the upstream intersection. Buses that pass 

through the stop line during green signal time arrive at a bus stop in 

a platoon and depart from the bus stop before the next bus platoon 

arrives. The concept of signal failure at the signalized intersection is 

introduced to define a service failure (S.F.) situation where none of 

the buses can complete the service at a bus stop during one signal 

cycle. The methodology and results are presented below.

Through the field survey and bus management system (BMS) data on 

most congested bus stops, bus behaviors, the number of bus arrivals, 

and bus queue lengths were investigated when S.F. occurr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re utilized to estimate the maximum 

operating capacity for each stop so that S.F. does not occur. The 

suggested operating capacity was estimated to be about 30% lower 

than that with the existing estimation method. O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existing estimation method with those collected from the 

field, it is analyzed that the existing method tends to overestimate the 

maximum operating capacity. The capacity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e capacity that can be tolera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user 

rather than the operator. 

The demand for the EMBL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wide-area transport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n operating system 

that includes monitoring of the main function of the EMBL and the 

maintenance of the appropriate service leve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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