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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향후연구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의 증가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도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기 

존의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관련 연구들도 비포화상 

황에서의 최적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과포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과포화 신호제어는 외국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링크길이기반의 대기행렬 

길이 유지 및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주요축 연동 극대화 및 링크내 저장용량 극대화를 목표로 하 

는 내부미터링기법(IMP: Intemal Metering Policy)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COSMOS)을 개발하여， 제어단위 (SA)내 공통주기를 

사용하고， 포화도(DS)가 1.0을 넘는 상태부터 추가 녹색시간을 부여하는 신호제어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교통축제어정책의 일환으로써， 과포화 제어전략의 하나인 내부미터링 제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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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댐(COSMOS)의 

특성상 대기행 렬겁지기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적용되지 못한다 

이에， 정체근원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공통주기에서 벗어나 교차로의 주기를 변동시 

켜 상류부의 지체를 해소시키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과포화시 교통축에서의 현장맞춤형 비공통주기기반 실시간신호제어 

를 위한 신호운영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시부 도로 교통축 과포화시， 과포화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요교차로(CI) 

의 주기를 증가시켜， 중요교차로(CI)와 인접 비중요교차로(MI)와의 교통축의 주방향 현시 g!C(유 

효녹색시간/신호주기)부족분의 보완 및 주기증가로 인한 손실시간의 감소효과를 통해， 중요교차 

로(CI)의 용량을 증대시키며， 중요교차로(CI)의 주기증가를 통해 파급되는 인접교차로와의 용셋 

(Offset)의 파괴영향을 최소화 하는 신호운영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과포화시 신호제어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검토를 수행하고， 현장상 

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 기하 및 교통， 신호조건을 토대로 다수의 실내 모의실험 시 

나리 오를 작성 하고 TR따~SYT-7F， CORSIM를 이 용하여 모의실험 을 수행 한 후， 주기 증가로 인한 

교통축 용량증대효과 및 교통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시나리오별 최적주기증가율선정 및 주기증 

가의 시점 및 종점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모의실험 결과분석을 토대로， 제어대상구간의 기하 및 교통， 신호조건이 반영된 현장 맞 

춤형 신호운영을 위한 신호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및 시스범 적용방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비공 

통주기기반의 방법론의 효과 비교를 위하여， 과포화 발생이 잦은 교통축을 선정하고 현장 적용 

성 평가를 통해 개발 방법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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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수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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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론적 고찰 

1 . 과포화 신호제어전략 

1) 내 부미 터 링 기 볍 (Intemal Metering Policy) 

내부미터령(Intema1 Metering) 제어전략은 과포화시 신호제어 전략의 하나인 “생산성 최대화” 

와 “수요관리”라는 2가지 제어목적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어진다. “수요관리”는 상류부 교차로 

의 녹색현시 제어를 통해서 가능해 지며， 이때의 녹색현시는 과다한 수요로 인한 앞막힘을 예방 

하고 안정적인 대기행렬 형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해서 하류부의 유출 교통량만큼만 상류부 유업 

교통량을 허용하게끔 산출한다. 

국내 연구사례로는 이승환， 이상수， 이성호(2003)가 희망대기행렬산출을 통하여 한국형 내부 

미터링 제어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과교통량은 평균 7%, 개별차량지체는 평균 

27.8%의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국내 기존 신호제어시스템에는 비중요교차로(MI)에 대기행렬길이를 계측할 검지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미터링 제어기법은 현재까지 시스템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외국에서는 실제 개발단계를 거쳐 적용단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IMPOST(IMPOST: Intema1 Metering P이icy to Optimize Signal Timing 이 하 IMPOST라 함)라고 명 

명된 제어 알고리즘이 최초로 연구되었으며， 이후 Lieberman, Chang(2006)은 MILP로 최적의 옵 

셋(Offset)과 대기행렬 산출하고 NLP로 매주기마다 녹색현시를 보정하고， Network내 간선축을 

구분하고 등급을 지정 한 후， 우선제어 간선축을 선정하며 Network 전체에 대한 신호시간 계획 

을 수행하였다. 

2) COSMOS 과포화 신호제어전략 

현재 COSMOS는 녹색시간 산정 알고리즘， 앞막힘 예방제어， 대기길이 기반 녹색시간배분 알 

고리즘， 형평옵셋(Equity of젊et)의 4가지 종류의 과포화 제어전략이 있으며， 각 제어전략 알고리 

즘에 대한 S/W 구현 및 운영이 실시되고 있다. 

2.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제어 연구 

이영인， 임재승， 윤경섭(2000)은 대기차량 맞 지체도 최소화를 위한 주기변동기반 동적 신호시 

간 결정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ψc(volume/capacity 이하 “v/c"라 

함) 0.7과 1.0의 상황에서의 대기차량 예측모델을 기초로 다음 주기에서의 대기차량을 예측한 

후，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신호시간(주기/녹색시간) 빛 이동류별 지체시간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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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기시간을 교차로마다 각각 다르게 최적화， 주기종료시점 차이를 적합도 함수를 통해 

주기마다 옵셋(Offset)의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T없NSYT-7F나 PASSER-II 에 의한 방식과 비교， 

통과 교통량， 지체시간 개선효과를 도출하였다. 상기 모형은 차량군이 생성되면 시간이 지나도 

차량군의 형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차량군 분산을 고려해야하고， 시간에 따른 도착율 

의 변화를 통해 교통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고 있다. 

이영인， 최완석(2002)은 대기차량길이와 평균지체도를 최소화하는 이중목적 변동주기 기반의 

동적 신호시간 결정모형을 개발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신호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고 

자 하였으며， 2개의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적화 하는 통적신호시간 결정을 위한 것으로 목적함수 

는 대기차량길이 최소화， 지체도 최소화로 구성하였다. 상기 연구는 비포화 상태에서 정주기식 

보다 결과는 좋았지만 완전하게 대기차량을 소거하지 못하였고 주기 및 현시길이도 전체적으로 

교통량에 비해 큰 값을 최적값으로 산출하였다. 실시간신호 최적화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기 변동기반 및 다중 목적 신호최적화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기존연구와의 비교 

1) 내 부미 터 링 기 법 (Intema1 Metering Policy) 

본 연구는 중요교차로(CI)의 주기증가에 의한 교통축 주요 정체 교차로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상류부 교통수요를 억제하여 하류부 교차로의 제어를 수 

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였다. 또한， 중요교차로(CI)의 대기행렬을 기반으로 v/c를 유추하며， 이러 

한 v/c기준을 통하여 주기증가의 시/종점을 선택하므로， 별도의 비중요교차로(MI)에 추가적인 대 

기행렬 검지기의 설치가 필요 없어， 기존의 COSMOS에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 

2) COSMOS 과포화제어 전략 

본 연구에서는 과포화시 신호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호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하여 과포화 제어시작시점에 적절히 적용가능토록 하는 신호운영방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운영 

자가 설정해야 하는 값을 최소화 하였으며， 주요 교통축의 통과교통량(ππoughput)의 이 동성 확 

보를 위하여 중요교차로(CI)의 주기증가를 통해 용량을 증대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3)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제어 연구 

본 연구는 중요교차로(CI)의 과포화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앞막힘(Spil1back)현상이 발생되 

고， 인접한 하류부교차로에 영향을 미쳐 하류부 교차로까지 과포화가 전이되는 상황과 같은 과 

포화 발생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v/c 1.2 이상의 상황에 대한 신호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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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제어 대상구간의 교통， 기하， 신호조건에 맞는 운영을 위한 사전 신호운영 데이터베 

이스(DB)를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신호제어시 시스범적인 최적해 산출의 시간이 

거의 필요 없다， 

4) g/C(유효녹색시 간/신호주기)의 불균형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COSMOS)은 제어단위 (SA)내에서 주로 옵셋(Of침et)을 통한 연동을 고 

려해야 하므로 공통주기 제어를 수행한다 

그러나， 중요교차로(CI)는 교차하는 교통축의 방향별 교통수요가 비슷하므로， 각 축에 대해 

g/C비율이 5:5로 분할하여 제어하며， 비중요교차로(hα)는 주방향과 부방향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교통수요가 7:3 , 6:4정도로 형성되므로 g/C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에 ， 교통축제어 측면에 

서는， 인접한 비중요교차로α!11)와의 g/C비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중요교차로(CI)가 교통축의 주요 정체지점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과포 

화시 중요교차로(CI)가 주요 병목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호제어방식은 중요교차로(CI)의 주기를 증가 시켜 제어하는 

방식으로써 ， 주기증가의 효과가 g/C 비 율의 증가효과로 작용하도록 하며 ， 인접 교차로와의 g/C의 

균형을 최 대한 유지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제어단위 내 교차로별 ';!/C 예시 

φl φ2 φ3 φ4 주기/비율 

중요 낱t그 ￠I그걱〉 앤다수 nû 교차로(CI) 

비 중요 

」‘þ t도그그〉 면『 D,CS 
교차로(Ml) 

교차로 J(MI) 18(3) 63(3) 30(3) 27(3) 150 

glC 0.14 0.44 0.22 0 ‘20 1.00 

교차로 2(CI) 14(3) 55(3) 14(3) 55(3) 150 

glC 0.11 0.39 0.1 1 0.39 1.00 

교차로 3(M1) 19(3) 68(3) 26(3) 25(3) 150 

glC 0.15 0.47 0. 19 0.19 1.00 

교차로 4(MJ) 19(3) 76(3) 22(3) 21(3) 150 

glC 0.15 0.53 0.16 0.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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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cle 

〈그림 2> 신호현시별 시간구성 형태 

5) 손실시간의 감소를 통한 용량증대 

상기 그럼에서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유효녹색시간으로써 현시당 출발지연시간 및 

소거손실시간을 제거한 시간을 의미한다 

도로용량편람에 의하면 출발지연시간(Start-up delay) 2.3초， 진행연장시간(end-lag time) 2초， 소 

거손실시간(Clearance lost time) 1초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 4현시 체계로 운영되는 교차로 

에서의 교통수요가 사용하지 못하는 시간은 3 .3초 x 4현시 = 13.2초(주기)다 

따라서， 신호주기가 증가하게 되면， 1시간 동안 주기의 개수가 감소하고， 주기가 감소함으로 

써， 매 주기 마다 겪었던 손실시간이 주기갯수의 감소로 인해 교통수요가 이용하지 못하는 손실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손실시간의 감소는 신호주기가 점점 증가할수록 주기증가의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이 

것은 신호주기 길이는 커지지만 주기내 손실시간의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기증가의 비율을 최대 0%에서 최대 50%에 한정하도록 한다 

川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방법론 개발 

1 개발방법론 

본 연구에서의 개발절차는 신호운영방법론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실제 주기증가의 효과를 기하조건 및 교통조건， 신호조건에 따라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 

를 기초로 하여 비공통주기기반의 과포화 교통축 신호운영 방법론 및 기존 신호시스뱀 적용방 

법을 개발하고， 효과비교를 위해 내부미터링기법(α1P)과의 비교 및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성 평 

가를 실시한다 

국내 도로조건(기하， 교통， 신호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내 도로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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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엉훌 륭만 

기Ofl 교롱/ 신호조건 구싱 

시흘려|이성 모영 뭇 MOE 싣엉 

시니리오 작싱 

〈그림 3) 개발 절차 

황을 객관적으로 일반화하여 모의실험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모의실험 시 현장의 신호운영상황을 기초로 한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제 현장 신 

호제어시스템에서 최적화된 신호운영변수인 TOD값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모의실험 환 

경이므로 TOD를 대체할 수 있도록 TRANSYT-7F에 의한 산출된 값을 최적신호변수로 사용하고， 

본 연구의 제안방식인 주기증가를 수행한 신호 변수값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CORSIM을 통해 

최적신호변수 및 주기증가한 신호변수의 이 두가지 경우의 결과값을 산출， 비교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이 러한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신호운영방법론인， 현장상황에 따른 현장맞춤형 신호 

운영DB 구축방법론을 개발하고， 기존 신호제어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개발하도 

록 하며， 개발된 방식의 현장적용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모의실험 시나리오 구성 

본 모의실험은 주기증가에 따른 교통축의 영향분석을 통해 적정주기증가범위를 선정하고 개 

션효과를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최척의 주기증가율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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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의실험 환경 및 수행시나리오 

모의실험 시나리오 구성은 객관적 효과발생을 위한 시나리오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실제 

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 

를 수립하도록 한다. 

〈표 2) 국내 기하구조 및 교통특성 

분
 

구
 

제시된 값 

링크길이 
도곡동길，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언주로， 

구성 범 위 : 22D-820m, 평 균 500m 

신호주기 120-160초， 최대 180초 

차로수 중요교차로(CI) 직진: 3.2차로， 좌회전: 1.2차로 

회전비율 강남대로 참조: 직진 80%, 회전 20% 

〈표 3) 모의실험 시나리오 구성 

항목 구성내용 

CI 위치 CU(축의 끝단)， CI_2(축의 내 부) 

링크길이 200m, 400m, 600m, 800m 

v/c 1.0, 1.2 

신호조건 신호주기 150초， 현시배분 

CI 주기 
신호주기 기준 10%단위로 50%까지 증가 

증가범위 

옵셋 
CI와 인접 MI와의 상대 offset 적용 

(of월et) 
(0%, 20%, 40%, 60%, 80% ) 

주기기준 of월et변화(0， 30, 60, 90, 120초) 

주기증가시현시배분 
주방향배분방식(M: 증가시간 100%배분) 

공통배분방식(A: 증가시간 50%배분(주: 부)) 

중요교차로(CI)의 위치별 조건은 교통축에서의 끝단에 위치할 경우와 내부에 위치할 경우로 

구분하며， 링크길이는 서울시 COSMOS 운영구간의 링크길이가 다양하며， 평균 500m 최대 800m 

이상의 링크가 존재하므로， 200~800m의 범위 에서 200m씩 증가시켜 적 용한다. 

신호조건은 모의실험 상황이므로， 실제 현장 신호운영 시 적용하게 되는 신호변수를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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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TRANSYT-7F를 통해 최적화된 신호변수를 적용한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90-1 50초 사이 

의 주기범위를 부여하여 최적신호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최적화된 옵셋(Offset)을 산출 

한다 또한， 기존 국내 신호운영상 256초까지 주기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장 신호운영상 최대 주 

기가 1 80초이며， 50% 주기를 증가시켰을 경우 270초가 되므로 50%보다 초과 증가시킬 경우， 실 

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50%로 한정한다. 

옵셋(Offset)의 적용은 주기증가로 인한 중요교차로(CI)와 인접한 비중요교차로(MI)와의 옵셋 

(Of엉et) 파괴 로 인 한 영 향을 분석 하고， 옵셋(Offset) 파괴 의 영 향이 최 소가 되 는 최 적 주기 증가율 

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옵셋(Offset)경우를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옵셋(Offset)의 적용 시， 비중요교차로αt1I)와 인접 비중요교차로α11)와의 옴셋 

(Offset)은 기존의 옵셋(0많et)을 유지하도록 하며， 중요교차로(CI)와 인접한 비중요교차로(MI)와 

의 옵셋(Offset)만을 상대옹셋(Offset)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상대옵셋(Offset)은 중요교차로(CI)의 옵셋(Offset)을 “0"으로 변환하고， “0"으로 변환하였을 때 

의 차이만큼 인접 비중요교차로(MI)의 옵셋(Offset)을 더하거나 빼서 상대옵셋(Offset)으로 변환 

시킨다 상대옵셋(Offset)으로 변환한 상황에서 비중요교차로(Ml)의 상대옵셋(Offset)을 신호주기 

의 값을 기준으로 0%부터 80%까지 20%씩 증가시켜， 변화시켜 신호변수 입력자료를 준비한 

다 즉 신호주기가 1 50초 일 경우 20%인 값 30초씩 증가시키게 된다 

주기증가에 따른 현시배분 방식은 두 가지로 구성한다 중요교차로(CI) 특성상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축별 교통수요의 비 율이 비슷하므로， 주기증가시간의 50%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 

M 12 M 13 I M 14 

O 기존옵셋 o ffl 

30 기존옵셋 o ff 2 

60 기존옵셋 o If3 

90 기존옵셋 o ff4 

120 기존옵셋 0 115 

〈그림 4) 상대 옵셋(0많et) CJ 끝단 위 치 

Mll Cl 2 MI3 M14 

Of fl -0f l5 O 0 기존옵셋 

0116-01110 30 30 기존옵셋 

01111-01 11 5 60 O 60 기존옵셋 

01116-0 1120 90 90 기존옵셋 

0 1l21-0 ff 25 170 120 기존옵셋 

〈그림 5) 상대용셋(Offsel) CI 내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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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기증가에 따른 현시배분 방식 

로 A방식 (A: All bound 이 하 껴방식” 이 라 함)과 교통축의 주요 제 어 축방향 즉， 주방향에 주기 

증가시 간의 100%를 배분하는 방식 으로 M방식 (M: Main bound 이 하 “M방식”이 라 함)으로 구분 

하여 구성한다. 

2) 모의실험 결과분석 시나리오 

(1 ) 효과척도(MOE)선정 

본 연구에서 모의실험의 효과척도(MOE)는 통과교통량(Throughput)과 지체도(Delay)로 선정한 

다 신호교차로 제어시 지체도 최소화나 연동폭 최대화가 전통적인 제어목표로 사용되어 왔으 

나， 과포화상황하에서는 교차로 생산성최대화(Maximum productivity)가 적절하며， 이에 효과척도 

는 처리교통량(Throughput)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적인 교차로 서비스수준을 

나타내는 지체(Delay)를 선정하여 결과를 참고하도록 한다. 

효과척도(MOE)는 분석대상 링크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는데， 교통축 축방향에 대한 주방향， 교 

통축 교차도로인 부방향， 주방향과 부방향을 모두 고려 한 Network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4 

애꽉〉 

애꽉〉 

겠 

4( 4( 
G꽉〉 애펀〉 

〈그림 7> 분석대상 노드 링크체계 

0~.현v 

Throuhtput 

Link Voll + Link Vol 2 +^ ^ + Link Vol ( n - 1) + Link Vol n 

n 

〈그림 8 ) 통과교통량(Throughput) 산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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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Li싸 Vo/ 1 x Li깨 Delay 1) + (Link Vol 2 x Li깨 De/ay 2)^ + (Link Vol (n )x Lil1k Delay (11)) 

(μnk Vo/ 1 + Link Vol 2 + ̂  + Link Vol (11)) 

〈그림 9 ) 지 체도(Delay) 산출방식 

91 

지체도(Delay)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이 분석 대상 구간의 선정조건에 따라 선정된 해당 링 

크 교통량과 지체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유출되는 링크의 경우 지체도가 “0" 

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2) 옹셋(of잠et)파괴 영향을 고려한 최적주기증가범위 선정 

교통축내에서 중요교차로(CI)의 주기의 증가는 인접 비중요교차로(M1)와의 옵셋(Of엄et)이 깨 

지게 되므로， 교통축내부의 교통류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옵셋(Offset)의 변화에 따른 교통축에 대한 영향 분석의 차원에서 ，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옵셋(Offset)을 적용해야 하지만， 불가능 하므로， 가급적 다양한 옵셋(Offset)의 상황을 최 

대한 반영하여 주기증가로 인한 교통축내 교통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적정 

주기증가율을 도출하고， 향후 적 용 한다. 

아래 그림에서 X축은 해당 주기증가율 적용시， 각각의 옵셋(Offset)의 경우를 나열한 것이며， 

Y축의 개선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효과척도(MOE)의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적정주기증가율 채택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각 옵셋(Offset)적용시 의 결과값들을 옵셋(Offset) Case_ ' 에서 옵셋(Offset) Case_25까지 

나열한 결과 최저개선효과를 보이는 옵셋(Worst offset) 적용 결과값이 기준결과값보다 우월 할 

ThroughPut1 Delay 

영2'1언율 

Worst offset 
'I~잉 

I Ff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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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put/J?elay 

영균'1연 
기12 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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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주기증가율 채택 방법 개념도 



92 ￡월tJí論찌값 m46卷(2007)

경우， 해당 주기의 증가율은 채택된다 

둘째， 앞의 경우와 상반된 경우로， 각 용셋(Of텀et)적용시의 결과값들을 옵셋(Offset) Case_l 에 

서 옵셋(Offset) Case_25까지 나열한 결과， 최고개선효과를 보이는 옵셋(Best offset) 적용 결과값 

이 기준 결과값보다 미달 할 경우， 해당 주기의 증가율은 채택불가로 판단하고， 해당주기증가율 

은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셋찌11， 전술한 두 개의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즉， 일부 옵셋(Offset)적용결과가 기준값보 

다 우월하지만， 나머지 옵셋(Offset)적용결과는 기준값에 미달 할 경우， 전체 옵셋(Offset)의 개수 

에 우월 한 옵셋(Offset)의 수가 80%이 상인 경 우， 해 당 주기 증가율을 채 택 하도록 한다 

그러나 세 번째 방법에 있어서 옵셋(Offset)의 개수가 80%이상일 경우에 주기증기율을 채택하 

지만， 최악의 옴셋(Offset)이 선택될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축 내 상황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향후 신호운영 적용 시， 운영자가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에 해당되 

며 또한， 실제 신호운영에 적용할 경우， 최악의 옵셋(Offset)을 피해야 하며， 최고 개선효과를 나 

타내는 옹셋(Offset)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주기증가율 적용 시에는 최적 옵셋(Offset)을 사용하 

도록한다 

(3) Reference Table 작성 

Reference Table은 모의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표로써， 본 연구에서 펼요로 하는 최적주기증가 

율 및 옵셋(Offset)선정을 위한 판단테이블이며， 향후， 신호운영 적용 시에 최종적인 Reference 

Table에 제시된 주기증가율을 사용하므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OB)역할을 한다 

또한， 효과척도(MOE)별， 중요교차로(Cl)위치별， 링크길이별， 지1 어방식별， v/c(교통량/용량)별 등 

으로 구분하여 개선효과가 발생한 주기증가율의 범위를 색깔로 표시하는 기초 Reference Table 

을 한 후， 최 종적 으로 히-나의 Reference Table로 요약하도록 한다， 

Throuchput 

제어목표 주기증가율(%) 
개선효과 

(%) Unk 제어 
주기 개션 주기 개선 

킬이 목표 
증가율 효괴 증가율 효과 

(%) (%) (%) (%) 
Network 10 20 30 40 50 O.웅-5.5 

Network 10 6.8 10 7.7 
주방향 ，。 20 30 40 50 4.7-tì .1 

때O 주방항 10 9‘ 9 10 2.9 

부방항 10 20 30 40 50 o 용-5.5 부방향 10 1.5 10 8.6 

〈그림 11 ) Reference Table 직성 예시(기초 Table • 최종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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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실험 수행 및 결과분석 

1) 모형 입력자료 구성 

(1) 기하조건 구성 

93 

모의실험 환경은 4개의 교차로가 연결된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제어단위 (SA)로 설정하여 

구성하였으며， 교통축 주방향 도로(동-서 축)은 양방향 6차로， 교통축 교차도로(남-북 축)은 양방 

향 4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요교차로(CI)의 경우， 교통수요의 비율이 비슷하므로 교차도로의 

경우도 양방향 6차로로 구성하였다 

또한， 중요교차로(CI)의 위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하여 교통축의 끝단 NODE_ I, 교통축의 내 

부 NODE 2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링크길이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하여 200m, 400m, 600m, 

800m의 4가지 경 우로 구성 하였다 

(2) 교통조건 및 신호조건 구성 

본 연구는 과포화시의 싱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v/c 1. 0과 v/c 1 . 2의 상황에 대하여 구성하였으 

며， 서울시 COSMOS 운영지역의 교통량 비율을 반영하여 직진교통량 80%, 회전교통량 20%의 

수준에 최대한 비슷하도록 구성하였고， 서울시 COSMOS 운영지역의 신호조건을 반영하여 중요 

교차로(CI)에 대 해 교통축 주/부방향 g/C가 약 5:5 , 비 중요교차로(MI)에 대 해 약 6:4 또는 7:3으로 

구성하였으며， 4현시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며， 신호 주기는 교통축내 교차로 모두 150초로 

TRANSYT-7F를 통한 최적 주기값으로 설정하였다 

(3) 모의실험 수행 

초기 평형 (Eqllilibrillm)시간을 최대값으로 설정하여 충분히 평형상태가 된 후， 모의실험이 수 

행되도록 하며，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위하여 조건별 시나리오 마다 Random nllmber seed를 3회 

에 걸쳐 다르게 발생시켜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해당 시나리오의 결과값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각 조건들을 기본으로 하여 중요교차로(CI)의 위치 변화， v/c의 변화， 링크길이의 

변화， 신호주기길이 증가의 변화， 신호주기증가에 따른 현시배분 방식에 따라 각 case별로 모의 

〈그림 12 ) 중요 및 비중요교차로 기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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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상황 변수의 조합에 따른 모의실험 횟수는 약 

6400회정도 수행하였으며， 모의실험시간은 각각 7200초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2) 모의실험 결과 분석 

( 1) v/c별 적정주기증가범위 분석 

개선 주기증가율의 분포상에서 나타나듯이 v/c 1.0의 경우에는 주기증가로 인한 개선효과를 

보이는 주기증가율이 범위가 적고，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현시배분방식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 v/c 1. 0의 상황에서는 주기증가의 효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v/c 1 .2의 경우에는 주기증가로 인한 개선효과를 보이는 주기증가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 

며 ， 현시배분방식에 따르떤， 전체적으로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주기증가율의 분포가 고루 나타나 

고 있는 M방식이 A방식보다 개선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교차로(CI)의 위 치 상 교통축 끝단(CI 1 )에 위 치 할 경 우가 교통축내부(CI 2)에 위 치 한 

경우보다 주기증가율의 범위가 더 많이 나타내고 있어 ， 교통축 끝단에 위치할 경우가 개선효과 

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링크길이가 짧은 경우， 200m링크는 중요교차로(CI)가 교통축 내부에 있는 경우에 개선 

A 잉석 T' ... ,oughI>U. A 잉I약 g잉 la.y 口 M 앙삭 Tl1rougnpu( 디 M 양삭 D~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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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v/c 1.0 주기증가범위 CII(상) ， CI 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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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v/c 1.2 주기증가범위 CI l(상)， CI 2(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중요교차로(CI)의 용량증대 

로 인한 영향을 하류부 인접 비중요교차로(CI)에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렁크길이가 짧아서 

교통류 유입량의 증대영향을 받아 줄만한 링크길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제어 목표별 개선효과 분석 

@ 교통축 주방향(축방향) 

v/c 1 .2의 싱황에서 ， 최적 주기증가율에 따른 교통축 주방향의 개선효과는 통과교통량 

(Throughput)의 경우， 평균 개선율 5.6%로 나타났으며， 링크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효과가 증 

가가 일정 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제도(Delay)의 경우， 링크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효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링크길이 400m이상 평균 개선율 39 .7%로 나타나고 있다 최적 주기 증가범위는 200m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IO%~20%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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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교통축 주방향 평균개선효과 및 최적주기증가율 

￠ 교통축 부방향(교차도로방향) 

v/c 1 .2의 상황에서， 최적 주기증가율에 따른 교통축 부방향의 개선효과는 400m에서 통과교통 

량(Throughput)과 지체도(Delay)의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링크길이 400m를 기준으로 짧거나 긴 

링크의 경우， 개선효과를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200m의 경우， v/c대비 대기행렬길이가 링크길이 

를 초과하는 이 유로 효과가 불규칙 하다.600m 이상의 경 우， 주방향효과 증가하지 만， 링 크길이 가 

증가함으로써， 앞막힘 (Spillback)발생이 적어 주기증가효과가 감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Network 전체 

v/c 1 .2의 상황에서， 최적 주기증가율에 따른 교통축 Network 개선효과는 400m에서 통과교통 

량(Throughput)과 지체도(Delay)의 최 대 개선효과가 나타나며， 400m를 기준으로 링크길이가 증가 

할수록 개선효과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200m를 제외하고 주기증가율이 10-20% 범 

위에서 최대 개선효과가 발생하였다‘ 

링크길이 600m 이상일 경우는 링크용량(Storage)이 증가하여 앞막힘 (Spi ll back)감소로 인한 부 

방향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Network 개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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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교통축 부방향 평균개선효과 및 최적주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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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 Network 평균개선효과 및 최적주기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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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실험 결과 종합 

(1) v/c 및 주기증가율 범위 

용량 증대의 효과는 v/c 1.2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M방식의 

현시배분방식을 적용한 주기증가율 1O~20%의 범위에서 최대의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중요교차로(CI)는 비중요교차로(MI)의 교통축 주방향 현시만큼 주기를 증가시켜 중요 

교차로(CI)와 인접한 비중요교차로(MI)의 교통축 주방향의 g/C비율의 균형을 맞춘다면 개선효과 

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개선효과가 있는 주기증가율을 검토한 결과， v/c 1.0인 경우는 개선효과가 불규칙하므로， v/c 

1.2인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최대의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최적주기증가율과 

개선효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4> 최적 주기증가율에 의한 개선효과 

CI 위치 CI 1 (교통축 끝단) CI 2 (교통축 내부) 

Throug맹hput Delay Throu양lput Delay 

링크(m) 
제어 

목표 주기 개선 주기 개선 주기 개선 주기 개선 

증가율(%) 효과(%) 증가율(%) 효과(%) 증가율(%) 효과(%) 증가율(%) 효과(%) 

Network 30 6.8 50 7.7 10 1.4 30 0.7 

200 주방향 50 9.9 50 2.9 10 4.4 20 4.5 

부방향 10 1.5 50 8.6 

Network 10 3.4 20 28.9 10 5.1 20 37.3 

400 주방향 20 6.5 20 28.1 10 5.2 20 30.5 

부방향 20 17.6 10 4.9 20 42.1 

Network 10 2.2 20 24.9 10 1.3 20 18.9 

600 주방향 10 5.1 20 37.5 10 6.2 30 46 .1 

부방향 20 6.0 

Network 10 0.4 10 14.2 10 0.4 10 8.5 

800 주방향 10 3.9 20 47.5 10 3.9 30 48.3 

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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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교차로(CI)의 위 치 및 링 크길 이 

중요교차로(CI) 위치가 축 끝단에 있을 경우， 모의실험상 링크길이와 상관없이 무한대 통과 

가능하며， CI위치가 축 내부에 있을 경우 하류부 링크저장용량(Storage)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링크길이 200m일 경우， v/c 1. 2시점 대기길이가 200m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불 

규칙하게 주기증가의 범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효과 또한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난다 링크 

길 이 가 400m의 경 우， 600m, 800m에 비 해 앞막힘 (Spill back) 발생 빈도가 높아， 주기 증가로 인 한 

앞막힘 (Spillback) 해소 효과로 인한 부방향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신호운영 DB 구축 방법론 

모의 실험 시， 일반 도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틀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모든 도로의 상황에 일반적으로 주기증가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장상황을 최대한 동일하게 모사한 모의실험을 통해， 옵셋(Offset)의 영향을 최소화하 

는 최적주기증가율을 선정하여 신호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호운영 DB구축을 사전에 수행 

하는 현장 맞춤형 신호운영방법론을 개발하도록 하며， 앞서 전술한 모의실험의 분석시나리오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대상구간ISAJ 선정 

lI轉빼별l 

〈그림 18) 맞춤형 신호운영을 위한 신호운영 DB 구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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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단위 (SA)별로 대상구간 선정 

과포화 발생빈도가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즉， 중요교차로(CI)의 정체로 인하 인접 

비중요교차로(MI)로 앞막힘 (Spillback)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v/c 1. 2이 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2) 현장상황을 모사한 모의실험 환경 구성 

신호조건은 대상구간의 현장 신호운영 자료(TOD자료· 신호주기， 현시배분， 옵셋(Offset))가 해 

당되며， 교통조건은 교차로의 방향별 회전비율 및 매주기당 교통수요를 나타내주는 대기행렬길 

이를 측정하여 수집하며， 이러한 대기행렬 길이는 추후 시스템 적용 시， 교통상황의 변화를 나 

타내 어 주는 v/c값으로 유추하는데 사용한다 

3) 모의실험 수행 

모의실험의 수행은 현장 신호운영현황자료(TOD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과 이와 동시 

에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 TOD자료에 대하여 주기를 증가시키는 신호제어방식에 대한 모의 

실험을 수행한다 

모의실험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위하여 조건별 시나리오마다 Random number seed를 3회이 

ICalibration 수맹l 

-~'_.“ . . , 

-ε------'-" 

〈그림 19 ) 모의실험 수행 과정 예시 

딘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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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생시켜 나온 결과의 평균값을 해당 시나리오의 결과값으로 선정한다‘ 

또한， 성기 제시한 모의실험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필요하므로 Random number seed발 

생프로그램(CORseed 5.J .2) 및 TSIS상의 “ Multi Run Many Cases"기능을 이용한다면， 모의실험시 

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모의실험 결과 비교 분석 

현황운영과 제안방식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제어목표(Network， 교통축 주방향， 교통축부방 

향)별로 비교를 수행하며， 현황 결과값이 기준값이 되며， 제안방식의 주기증가율 및 주기증가방 

식 , 옵셋(Offset) 등의 각 시 나리 오에 의 한 결과값을 비 교한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값 비교하여 Reference Table 작성 및 최적주기증가율 선 

정하여 ， 신호운영 DB로 저장하여 필요시， 신호시스빔에 적용하도록 한다 

톨렐렐폐웰웹l 주잉향 교용항 
-‘- 현횡 교톨링 제안앙식 교용링 

2 ‘ 600 

lÏiO 2 ,550 

'*' 2 ‘ 500 
더 

2 , 450 I~: +-+- ‘ ~ - . - - - -

2 ‘ 400 

. 앙암잠 0""\ 0,,0) _..::::-""성':-.，，，ý) _..::::-,'\ _",,0:. _，，~' _，，~t; _,,'1,"':) 
。 O' O' O' O' O' O' O' 

’“ . 
’ --
‘ 

-

----

............ 

。 ffset연회 : 

듀 .......... … .. …· … ....... … ... …· … … ....... ~ ... J 

〈그림 20 ) 모의실험 결과 비교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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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적용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호제어 방식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적용 시， 제어시작 및 종료의 기 

준을 규정하고， 현장 신호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제어의 기준이 되는 자료의 습득 용이성여부， 

지속적인 교통상황 모니터링 가능여부 등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개발한다 

1) 교통상황 모니터 링 

대상 제어단위 (SA)내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과포화 상황으로의 전환여부를 중요교차 

로(CI)의 대기행 렬 검지기로부터 수집되는 대기행렬 길이를 기반으로 매 주기 마다 v/c를 판단 

하도록 하며， 대기행렬검지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차선책으로써 포화도 DS값을 사용하도 

록 한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대상제어구간(SA)에 대한 맞춤형 신호운영 DB에서 제시하는 최적 

주기증가율 및 옵셋(Offset)을 기준으로 v/c에 따라， 대상구간 최적 주기 증가율에 따른 현시배분 

을 사전에 수행 한다. 

기존 신호져|어 모드 운영 

기존 신호져l 어 모드 옥귀 

〈그림 2 1> 신호재어 시스템 적용 벙법 및 신호제어절차 



과포화 교통축에서의 비공통주기기반 신호운영방법론 개발 103 

2) 비공통주기기반 신호제어 시작 

중요교차로(CI) 접근로 대기행렬의 길이를 기반으로 유추된 v/c 1.2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제어 

시작 판단을 수행하며， v/c 1.2인 기준대기행렬 길이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횟수가 3주기 이상일 

경우 제어를 시작한다. 횟수는 운영자의 설정값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기행렬 길이에 의한 v/c 추정방법은 대상지역에 대한 현시배분 자료를 기반으로 v/c 1.0, 1.2 

의 대기행렬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COSMOS에서 DS값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하류부 앞 

막힘현상(spillback) 발생시 DS값이 불규칙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기행렬은 교통수 

요적 의미가 있으며， 기존 신호제어시스템인 COSMOS에서 대기행렬길이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 

문에 대기행렬길이로 v/c를 추정하도록 한다. 

다음은 v/c 가 1.0 일 경우， 대기행렬의 길이를 추정하는 식이다. 

대 기 행 렬(m) = {(gi - LTi)lheadway } * 6.3m 

여기서， gi: 대상접근로 교통축방향 직진에 배분된 녹색시간(초) 

LTi: 손실시간(초) 

headway: 1. 8(초) 운영자 설정값 

6.3m: 차량 평균점유 길이 

상기의 식에 의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기행렬길이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행렬길이 

는 이상적 조건하의 값이므로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가중치를 두어 설정하도록 한다. 

3) 비공통주기기반 신호제어 종료 

중요교차로(CI) 접근로 대기행렬의 길이를 기반으로 유추된 v/c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제어 

〈표 5) v/c별 대기행렬길이 추정 주기 150초 

v/c 신호주기(초) 
대상접근로 

손실시간(초) 
유효 

Headway(초) 
통과 

대기길이 (m) 
녹색시간(초) 녹색시간(초) 차량수(대) 

1.0 150 55 3.3 51.7 1.8 29 181 

1.2 150 66 3.3 62.7 1.8 35 219 

1.4 150 77 3.3 73.7 1.8 41 258 

1.6 150 88 3.3 84.7 1.8 47 296 

1.8 150 99 3.3 95.7 1.8 53 335 

2.0 150 110 3.3 106.7 1.8 59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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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선언을 하고， 기존 신호제어모드로 복귀를 시작한다. 여기에서， v/c 1.0을 제어종료 시점으 

로 규정한 이유는， 교통류 변화의 전이과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비공통 주기기반 신호제 

어에 있어서 이력 (Hysterysìs)를 적용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잦은 전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써 적용하도록 한다 

4) 기존 신호제어모드 복귀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제어 종료가 선언되면， 기존 신호모드로 복귀하도록 한다. 복귀 시 

COSMOS에서 H!W적인 동기설정 문제로 전이(Transìtìon)를 수행하도록 하므로， 본 연구의 비공 

통주기기반의 신호제어방식에서도 전이(Transì디on)과정을 3주기 정도 갖도록 한다. 단， 비공통 

주기기반 신호 운영모드 시작 시에는 필요 없다. 

IV. 현장 적용성 평가 

1 . 평가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방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1호선 창룡문사거리를 포함한 제어단위 (SA)를 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첨두시 주방향 및 부방향의 유업교통량의 과다로 교차로 앞막힘( spìllback)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축의 주방향 및 부방향의 지체가 심각하다. 또한， 교통축내 

랭크길이 가 200m-600m 정 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2007년 6월 4일 오후 첨두시간인 18:30~20:30에 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소형， 트럭， 버스로 차종을 구분하여 교통량을 측정하였으며， 방향별 회전교통량의 비율 및 

각 링크별 대기행렬길이를 조사하였다. 

웅 

560m 

〈그림 22> 대상지역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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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1 를과- 30(3) ,------ φ1 과결- 31(3) .------ φ1 를파- 19(3) 

끊청 
φ2 를-- 66(3) 

--늦 
4R 

offset φ3 과층 12(3) 

창룡문 
φ2 응-- 45(3) 

--늦 
4R 

즐꾸-
offset φ3 

26(잉 j 

못골 
φ2 i은-- 54(3) 

--•-4R 

offset φ3 4결‘ 16(3) 

151 φ4 맙 28(3) 70 φ4 를↑ 23(3) 43 φ4 맙 40(3) 

φ5 꽉 29(3) φ5 f늦 40(3) φ5 를↑ 36(3) 

〈그림 23) 대상지역 신호운영 현황 

대기행렬길이는 대기행렬 길이 측정을 위한 50m 단위의 참조점 표시 후 실측하였으며， 각 접 

근로별 차로수 및 차로배분， 링크길이를 조사하여 모의실험 업력자료로 구성하였다. 

대상지역은 창룡문 4거리(C.I)의 교통량 과다로 주/부방향 평균 대기길이는 인접 교차로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많은 교통축(국도1호선)방향으로 제어목표를 선택하여 제어를 수행 

하였다. 

현장현시와 동일하게 직진과 좌회전의 Over-lap 현시로 운영하도록 구성하고， 주기증가율은 

10%를 적용하여， 주축방향 현시에 현시배분을 100%로 하는 M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링크중간 

의 단일로 횡단보도는 중요교차로(CI)와 인접한 비중요교차로(MI)와의 옵셋(Of옳et)을 주는 방식 

과 동일하게， 주기 증가시 상대옵셋(Of찮et)을 적용하였다. 

2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Network, 주방향， 부방향 모두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Network의 통과교통량(η1foughput)이 주/부방향보다 적은 이유는 해당 링크단위의 

총 통과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차로수가 많을 수록 값이 커질 수 있으며， 교통축 교차도로의 

차로수가 교통축주방향의 차로수에 비해 적으므로 값이 적어질 수 있다. 

〈표 6) 현장적용 평가결과 

통과교통량 
지체도(Delay) 

(Throughput) 

현황 제안 개선율(%) 현황 제안 개선율(%) 

Network 1312 1396 6 166.14 138.62 17 

-Z「바 。하 。 2380 2485 4 155.80 139.14 11 

「님!.llJ-"ÕJ 588 671 14 203.11 136.9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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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현장 적용성 평가 결과 

V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과포화시 일시적으로 중요교차로(CJ)의 주기를 증가시켜 중요교차로(CI ) g!C 

부족분의 보완 및 주기증가로 인한 손실시간 감소효과를 통해， 정체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 시 

키는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주기증가 효과는 교통축 주방향 용량증대효과 및 인접교차로에 발생하는 앞막힘 (Sp i llback)현 

상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인접 비중요교차로α11)의 교통축 교차도로의 용량개선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기증가시 중요교차로(CI )의 접근로 길이 즉， 링크길이 (Storage)의 영향 및 옴셋(Offset) 

의 영향에 따라 신호제어 효율의 변화가 있고， 중요교차로의 접근로의 링크길이가 충분히 확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신호제어 효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특정으로는 첫째， 무분별한 주기증가보다는 제어단위 (SA)별로 기하， 교통， 신 

호조건 등의 상황을 모사한 모의실험을 통해서 주기증가로 인한 옵셋(Offset)의 영향을 최소화하 

는 최적의 주기증가범위를 선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는 현정 맞춤형 신호운영 방법론이라는 점 

이다 둘째， 최적주기증가율이라는 신호운영 DB구축자료를 기반으로 신호제어시스빔에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신호운영자가 설정해야 하는 값들의 난해함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어느 정 

도 감소시킨 점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향후의 추가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 시， 매 주기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교통상황에 대하 

여 운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운영방법론 적용시， 개선효과는 있지만 교통의 집중이 과다하여 교통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동적인 대응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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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v/c 1.2 이상의 변화에 따른 주기증가율 변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방식으로써， 주기증가로 인한 옵셋(Offset)의 영향을 최 

소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매 주기마다 옵셋(Offset)의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 물론， 옵셋(Offset)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최적주기증가율을 선택하여 개선효과는 나타났지 

만， 향후 매주기마다 최적의 옵셋(Offset)의 산정 및 적용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 진다면 현 

재의 결과보다 훨씬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4지교차로에서 비공통주기기반의 신호운영방식을 적용 

하였는데， 향후 3지 또는 5지 이상 다양한 교차로에 대한 적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일자형 교통 

축 형태 이외의 축과 축의 교차형태 또는 네트워크(Network)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제어단위 

(SA)에 대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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