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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 도로상에서 교통재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시설중 하나는 교차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연동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광주시 동문로의 일부구간 서방삼거리에서 무둥 도서관을 사례지구로 선정하여 기시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도시교통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교통류 흐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호체 

계의 최적화 모형인 TRANSYT-7F모형을 이용하여 연동화 Sim비a ti on을 하였다 그 결과 신호주기의 변화에 따른 교통류 특 

성올 분석해 보면, P.I.지수, 지체도, 연료소비량의 변화는 최적신호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신호주기가 짧이-지거나 길어지는 경 

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지율은 최적신호주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주기를 연동화 하였을 경 

우 시간당 평균속도는 ll.39Km의 향상을 가져와 개선되었고 P.I.값은 40.65%가 감소하여 교통류의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전체지연시간은 42 .86%가 감소되었고, 시간당 연료소비량은 31.04%가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맥심용어 교통재해,교차로,신호연동화,트랜섯 7F, P. I.지수 

ABSTRACT The most influential fac ili ty causing traffic disaster on the urban road is intersection. Accordi ngly, this study 

selected a region for case study from seabang three-way junction, partial section of Dongmoon Ro in K、-vang-Ju city, to the 

intersection of Mudeung Library Entrance. lt is believed that the signal progression is very effective on the basis of short 

interval of intersection and massive traffic volume. The signal progression was sim ulated by using TRANSYT-7F model. The 

fo llowing is summary of the simul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cyc le len밍h , P.I. delay and fue l consumption showed the 

tendency of being increased in case that cycle length becomes long or short, centering around the best cycle length. in the 

event of progressing the cycle length, the average speed per vehicle is increased by I l .39Km per hour and P.I value is 

improved by 40 .65% so that it resulted in 42.86% improvement in the total travel time. Moreover, the fue l consumption in 

line with the progression practice produced fuel saving of 3 1.04%. 

KEYWORDS Traffic Disaster, Intersection, Signal Progression, TRANSYT-7F, P.I 

1. 서 료르 
‘-- 시켰다. 그중에서도 도시교통문제는 급속한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의 부족과 소극적인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 도시의 가 

로망 형태가 대부분 방사형이어서 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류기- 집 분산함에 따라 도심지로 향하는 교차로 구간 

오늘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도시화 현상은 

교통, 인구, 주택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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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황의진 · 류지협 ,임익현 

에서의 차량흐름의 상충은 심각한 지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의 확장과 지하철건설 및 기존시설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확장과 지하철건설은 막대한 시설투자와 토지확 

보가 어렵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 

목에서 자본집약적 이며 기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간선도로의 기 

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처리와 교 

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통체계관리기법 

(T.S.M: Transpoπation System Management)이 매우 유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와 같이 교차로 간격이 

짧고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는 여러가지 T.S.M 기법중 

교차로간의 신호시간 요소를 조정하여 차량을 연속적으 

로 주행시키는 신호연동화가 효과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호연동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동 

문로의 일부구간(서방 삼거리 - 무등도서관 입구 사거리) 

을 사례지구로 선정하여 기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들을 그 

대로 이용하면서 도시교통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 

고 교통류 흐름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호체계의 최적화 모형인 TRANSYT-7F의 모형을 적용 

하여 교차로 신호시간 계획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 

통류의 흐름이 각 교차로 간에 무리 없이 흐를 수 있도록 

Node 3번을 주신호억제기로 하고 off-set 정리방법을 이용 

하여 연동 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연구의 접근방 

법을단계별로보면 

첫째, 간선도로에서의 신호연동화에 이용되는 교차로 

의 용량 및 지체모형과 차량군 분산모형에 대하여 이론적 

으로고찰하였고 

둘째, 사례지구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한 후 

이를 T없NSYT-7F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신호 

체계의 연동화 방안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2. 신호체계 연동화 기초이론 

도시교통에 있어서 교통용량은 어떤 지점에서의 교통 

량을 소통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어진 단위 

시간동안에 도로 또는 차선의 일정구간이나 지점을 통과 

하는 최대교통량대수를 의미하며 기본교통용량, 가능교 

통용량, 실용교통용량으로 구분되어 진다(오윤표, 1988). 

교차로의 용량은 거시적으로 볼 때 신호주기에 따라 좌 

효댁재난관리표준학회 논문집 저Vt권 제3호 

우된다. 즉 도로구간과는 달리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단위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시간단위 

로 환산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포화교통량(Saturation Flow) 

이라하며, 이때의 교차로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대한교통학회, 1985). 

교차로 용량(C) = Sxg/c 
” ( 

여기서, S=포화교통량 

맘유효녹색시간(녹색시간-출발 지연시간) 

c=신호주기 

위의 식에서 교차로 용량은 각 현시에 따라 접근로 별 

로 구하여 크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포화교통량(S)과 신호 

주기(C)이다. 

일반적으로 포화교통량은 포화교통류율 이라고도 하며 

그 개념은 교차로 진입부에서 충분히 긴 차량대기행렬이 

존재할 때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나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2∼3대의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 1시 

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대수를 말한다. 

따라서 포화교통량은 대/유효녹색 l시간으로 표시하며 

이때의 포화교통량 값은 교차로의 기하학적 구조와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직진차선의 

포화교통량은 시간당 1,800-2,500대 정도이고 좌회전 차 

선에서는 시간당 1,700-2,200대로 보고 있다(원제무, 1999). 

2.1 교차로의 지체모형 

지제란 교통흐름의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의 일종으로 

교통 또는 그 구성요소가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그 진행을 막는 시간을 말한다. 지체는 일반적으로 

기본지체,운전지체,통행지체,총지체등으로 구성되며 

교차로에서의 차량지체를 산출하는 방법은 통행여건과 

효율적 병가기준에 대한 가정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나 일 

반적으로는 Webster모형 , HCM모형, Transyt-7F 모형 등이 

사용된다. 

2.1. l Webster 모형 

F. V. Webster 모형은 지체시간을 차량당 펑균접근지체 

(Approach Delay)로부터 대당 지체시간을 산출하기 위하 

여 사례자료를 통한 Simulation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함 

수식으로표현된다. 

d= 합짧+싫죄 0.56(첼2+5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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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한 방향에 대한 차량당 평균지체시간(초) 

c= 신호주기(초) 

λ = 신호주기에 대한 녹색신호의 비(G/C) 

Q= 교통량(대/초) 

S= 포화교통량(대/초) 

X= 포화도(C·Q/G·S) 또는 V/C 비 

G= 유효독색시간(초) 

S = 포화교총량(대/초) 

위 식에서 첫 번째 항은 균일하게 도착하는 차량의 균 

일지체(Uniform Delay)를 말하며 두번째항은 불규칙적으 

로 도착하는 차량에 대한 임의지체(Ramdom Delay)를 의 

미하며 세 번째항은 Simu lation에 의해 경험적으로 얻어 

진보정항목이다. 

그런데 이 세번째항은 대부분의 경우 차량당 균일지체 

도의 5∼ 15%의 값을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 

타낼수있다. 

d = 요띄파t+-화-
102(1- X꺼 2Q(l -X) 

이 러한 Webster 모형은 포화도가 약 95%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한 모형이나 100%를 념으면 적용이 불가능해지 

는단점이 있다. 

2.1 .2 HCM 모형 

H.C.M(Hihgway Capaciη Manual)모형은 교차로에서의 

지체시간을 각 차선당 펑균차량정지지체(Stopped Delay)로 

보아 균일지체(Uniform Delay)와 점진적 지체(Incremental 

Delay)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균일지체(Uniform Delay)는 균일하게 분포된 시간에 도 

착하는 차량의 적색시호기간 중 발생하는 지체시간이고, 

점진적 지체(Incremental Delay)는 균일하게 분포된 이외 

의 시간에 무작위로 발생하여 도착하는 차량의 지체시간 

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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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비스 수준 결정기준 (H.C.M) πRB, 1985) 

서비스 수준 

지체도 

A 

∼5.0 

B 

5. l ∼15.0 

여기서, d= 한방향에 대한 차량당 평균지체시가(초) 

C = 신호주기(초) 

g/c = 신호주기당 녹색시간(초) 

X= 차선군의 V/C비 

cp = 차선군의 교통용량 

Webster형과 H.C.M모형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Web앙er 

모형의 차량당 평균접근지체가 H.C.M.모형의 차량당 평 

균차량 정지지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H.C.M.모형의 지체는 교차로의 혼잡과 체증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πice)에 의하여 교통상태 점검과 교통사업평 

가등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척도가 된다 

기
 

/
‘
‘
、

2.1.3 TRANSYT - 7F 모형 

TR따애SYT-7F 모형에서 지체는 균일하게 도착하는 차 

량에 의한 균일지체(Uniform Delay)와 도착분포가 불규칙 

적 이 며 포화상태에 따른 지체(Random Delay and Delay 

due to oversaturation)의 두요소로 구성 된다. 

그림 l에서 빗금친 부분은 TRANSYτ7F 모형에 의해 

정의되는 균일지체를 나타내고있다. 그림에서 보면 시간 

ι에서 시작하여 시간 t1+L까지로 도착하는 모든 차량들이 

정지하게 되고 따라서 지체가 발생하게 된다. 시간 t1+L에 

서일단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기행렬(Queue)의 길 

이가 짧아지며, 시간 %에서는 대기행렬(Queue)은 완전히 

분산되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이 신호주기 내에 

서는 더 이상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도로교통 안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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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일지처I (Uniform Delay)의 형태 

c 
15.0∼25.0 

(단위;초) 

F 

60. I ∼ 

D 

25. l ∼40.0 

E 

4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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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84). 

한편 균일지처](Uniform Delay)는 신호주기에 대한 대기 

행렬의 길이 (Queue length)를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당 차량 시간으로 표시한 균일지체(Uniform 

Del ay)는 각각 du와 drs로 나타낼수 있다 

” 
/
,
、du= --으- × ) M. 

3600 x N2 • ’ 

기
 

.
메
-
-
-
」
 

여기서, du = 균일지연(대-시/시) 

C = 신호주기(초) 

~ = 단계(step) t동안의 대기행렬 길이 

N = 신호주기 동안 Step의 수 

0 0 2 
drs = [(Bn / Bdr +(X / Bd) ] - Bn/ Bd (6) 

여 기 서 , drs = Random and Saturation Delay 
그림 3. 복합차량군의 분산 

2.2 차료t군 문산(Platoon 다$없on) 

교통 신호등의 신호시간을 조정하는 중요한 목표중 하 

나는 교차로를 출발한 차량군이 다음 신호교차로에서 정 

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차량군 내의 모든 차량은 평균속도로 동일하게 움 

직인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로를 주행하는 차량 

은 적색신호에서 대기 행렬을 이루어 차량군을 형성한후 

녹색신호 받으면 포화용량으로 정지선을 출발한 후 다음 

의 Link로 분산되어 간다(D.E.Caste l외 l 인, 1985). 

이러한 경향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사이의 

공간 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의 일반 

적인 의식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선도에서 운 

행하는 차량이 뒤따르는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직·간접적 

으로 방해하게 되므로 차량군(Platoon}은 뒤로 밀리게 된다. 

그리고 흐름비율(Flow rate)이 관찰되는 각 지점에 도달 

할 때 시간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분산(Dispersion)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나타난다 이러한 간단한 차량군분산 

형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ode l 에서 두형태(A.B)의 

교통류가 있고 그들의 출발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면 A차량군(Platoon)이 먼저 다음 Link로 

출발하고 B차량군이 그 뒤를 따라 Link로 들어오게 되는 

데 Node 2의 위쪽 그림은 Node 2로 들어오는 도착형태이 

고 아래쪽 그림은 Node로부터 출발하는 형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아~SYT모형에서는 차 

량이 Link를 따라 움직 일때의 차량군 분산을 Mode l화 하 

는데 있어서 DJ.Robertson이 각 시간단계(step) t에 대하 

Bn = 2(ι I ) + XZ 

Bd = 4Z - Z2 

표시한 전체지체 d=(du+drs)이다. 

TRANSYT-7F 모형의 지체곡선은 균일지체(Uniform Delay) 

곡선과 도착분포에 따른 지체 및 포화지체에 따른 (Random 

Delay and Delay due to oversaturation) 곡선으로 나타나며, 이 

것을 Webster모형의 지체곡선과 비교하면 그림 양} 같다. 

그림 2에서 Webster 모형은 포화도가 100%에 가까워지 

면 지체시간이 무한대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비현실적이 

나 TRANSYT-7F 모형은 1 00%에 가까운 포화도에서도 

지체시간을 계산할수 있어서 가능적으로 보다 더 현실적 

임을알수있다.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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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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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ANS YT-7F 모형의 지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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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류쪽 교차로 정지선에 도착하는 도착분포를 다음의 

실험식으로 유도하였다. 

q’(t+ 끼 = Fxq, = [(1 -Fxq ’t + T- 1)] 

여기서, q’ (t + 끼 =t+ T시간에 예측되는 차량의 비율 

q,= 시간단계 t동안 초기 Platoon의 차량비율 

T= 대상 Link에서 자유주행시간의 0.8배 

F = 평활계수 (smoothing factory) 

(7) 

단, F=[ l/ l +aT]이며 Q는 차량군분산계수(Platoon dispersion 

factory: PDF)라 불리는 경험적 인 상수이며 Hiller와 Rothery 

의 연구에서 기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DF는 차량군의 분산속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O∼1.0의 값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는 구배, 곡률, 주 

차, 반대차량의 방해 및 기타 다른 요인과 지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서 TRRL(Transport and Road Research 

Laboratory)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교통 

에 가장 잘 부합되는 a값은 0.35로 나타났다. 

차량군에(Platoon)에 대한 차량군지수(P latooning Index) 

는 전체신호주기의 평균교통류율(Average fl ow rate)로부 

터 시간에 따른 교통류율(flow rate)의 표준편차이고 다음 

과같이표현된다, 

Pit. l빼x = lqt q 

여 기서 , q, = Step t에서 교통류율(flow rate) 

q = 신호주기의 평균교통류율 

N =Step스로 표시 되는 cycle 길이 

2.3 신호연동화 이론 

(8) 

도시 가로망 설계시 독립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밀집된 차량군에 대하여 연속진행이 필요하다. 

신호연동화는 간선도로의 한 교차로에서 방출된 차량군 

이 인접된 다음의 교차로에 녹색시간 순간에 도착하여 적 

색신호 이전이 정지압이 차량군이 완전히 통과하는 신호 

체계이다 이러한 신호체계에서의 연동신호의 운영방식은 

크게 동시시스템(Simultaneous), 교호시스뱀(Alternate), 연 

속진행시스템(Progression system)의 3가지로 분류된다(도 

철웅, 1992). 

2.3. l 동시시스템(Simultaneous System) 

동시 연동체제 안에 있는 모든 신호는 동시에 같은 신 

호제시를 나타내는 신호체계로서 초기에 사용된 방식이 

며 각 교차로에서의 시간분할은 같다 이때의 off-set은 。

이며 교차로에서의 연동속도와 교차로 간격과의 수학적 

관계식은다음과같다 

s = -므-
0.278C 

(9) 

여기서 , S = 연동속도(la비1) 

D = 교차로 간격 (m): 교차로 중앙에서부터 그 다 

음교차로중앙까지의 거리 

C = 신호주기 (sec) 

이 시스뱀은 인접교차로간의 거리가 짧고 교통량이 많 

은 경우에는 현저한 개선효괴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교 

차로의 신호주기와 시간분할이 통상 그 신호체계 내의 하 

나 혹은 두 개의 주요 교차로를 위주로 결정되므로 그 외 

의 다른 교차로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다 

2.3 .2 교호시스뱀(Alternate system) 

이 연동 시스템은 인접교차로 또는 그룹의 신호가 정반 

대로 켜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하나 건너 신호 또는 하나 

건너 신호그룹 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경우이다. 

양방향의 차량이 계속적인 주행을 하기 위한 단일 교호 

시스템의 연동 속도, 주기 및 교차로 간격의 관계는 다음 

과같다 

S - D 
0. 139C 

여 기서, S = 연동속도(km/h) 

D = 교차로 간격 (m) 

C = 신호주기 (sec) 

( I 0) 

이 시스템은 도로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며 주도로와 교차도로가 같은 녹색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대부분 교차로에는 비효율적이 된다 

2.3.3 연속진행시스뱀 (Progress ion system) 

이 연속진행시스템은 어떤 신호등의 녹색신호 직후에 

그 교차로를 출발한 차량이 다음 교차로에 도착할 때에 

맞추어 그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단순 

연속진행시스템과 기변연속진행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이 

연동시스댐은 원하는 차량속도와 교통량들을 고려하여 

차량군이 원활하게 흐를수 있도록 offset을 이용하여 두 

교차로 사이의 off-set을 계속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속 

도로나눈값과같다. 

주요 도시가로에서의 연속진행 연동체계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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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할수있다. 

본 사례지구에 대한 컴퓨터 분석을 위하여 각 교차로를 

서방삼거리는 Node 2, 말바위 사거리는 Node 3, 무등도서관 

입구 사거리는 Node 4, 의 순으로 Node변호를 부여 하였고 

Link의 경우도 Nod양} 공일한 순서로 부여하였는데 이때 각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영향을 받는 직진과 좌회전 Link를 먼 

저 부여하고 다음으로 우회전 Link변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4는 시율레이션을 위한 기본환경을 도식화한 

것이다 

또한 Link의 거리는 처음 출발선에서 다음 출발선, 또 

는 정지선에서 다음 정지선까지를 나타낸다. 

사례지구에 있어서 각 교차로 교통량은 각 교차로의 

Node및 Link별로 AM, MD, PM 시간대에 현장조사하였 

으며 표 2는 Peak시 포화교통량과 AM, PM 시간대의 교 

통량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30∼50 kn바1의 진행속도를 가지며 도시외곽은 이보다 높 

게 설계한다. 신호 연동시 대기행렬이 형성된 교차로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멈춤을 피하기 위해 이상적인 off-set 

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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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 교차로 간의 거리 

V= 연동속도 

8 = 차선당 대기중인 차량의 수 

h = 대기차량의 방출시간 간격 

Loss= 출발지연시간 

교차로 접근로 H。ι 흉 。t 포화교통량 교통량 

직진 4930 1579 
서방사거리 

좌회전 1450 268 

직진 4950 1939 
서방삼거리 통신전문대 

우회전 1400 214 

좌회전 2050 218 
전남대입구 

우회전 1450 250 

직진 4900 1318 

서방감거리 좌회전 2050 244 

우회전 1300 79 

무퉁도서관 직진 5100 1667 

입구 좌회전 2050 33 

말바위 사거리 우회전 1300 305 
사거리 직진 2850 341 

북구청 좌회전 0 318 

우회전 1200 324 

직진 2850 4446 
운전면허 

좌회전 0 268 
시험장 

우회전 1200 32 

직진 4900 1129 

말바위사거리 좌회전 2050 162 

우회전 1300 145 

직진 4900 1252 

망월동 좌회전 2050 172 
무둥도서관 

우회전 1300 47 
입구 

직진 2550 184 
사거리 

무등도서관 좌회전 0 258 

우회전 1300 124 

직진 2550 331 

두암동 좌회전 0 179 

우회전 1300 107 

표 2. 사례지구의 교통량 

이러한 연속진행 연동제계는 앞의 동시 연동체계나 교 

호연동체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장점으로는 

첫째, 전체 차량이 최소한의 지체로 계속적인 주행을 

하게되며 

둘째, 각 교차로의 교통조건에 알맞은 시간 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수 있고 

셋째, 교차로 간의 간격이 콕 같지 않을때 다른 고정시 

간 연동시스템에 비해 교통처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오전, 오후, 첨두시간에 교통량의 방향별 변 

동을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충분한탄력성을갖지 못하 

는결점이 있다. 

3.1 사례지구현황 

본 연구에서는 광주직할시 동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인 동문로의 일부구간인 서방삼거리에서 무등도서관입구 

사거리에 이르는 3개 교차로를 사례지구로 선정하였다. 

동문로는 서방삼거리에서 담양군계에 이르는 폭 35 M 

의 7∼8 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선도로로서 광주시의 

교통을 순천, 여수 방향의 남해고속도로와 담양과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간선도로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의 밀집과 학교시 

설 및 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부도심권에 속해 

3. 연동신호 Simulation 

」Jtl Lfltl IJ 렌L 
짧날@느짧 혔콕 @ 늠했 짧늑 g 늠폈 

잃f Je l 1월「 
A\잉 잉거-| 

그림 4. 시율레이션을 위한 기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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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동신호 닮rUa디on 

본 사례지구에서의 신호주기는 105초에서 122초로 독 

립제어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다른 도시의 일반적인 

교통특성과 마찬가지로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교통량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문제기 되는 오전, 

오후, 첨두시 교통량을 평균하여 첨두 교통량으로 가정하 

고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방삼거리 교차로에서 무등도서관입구 

사러리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을 연속진행 시스랩으로 가 

정하고 구단내의 사방삼거리, 말바위사거리, 무등도서관 

입구사거리 등 3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TRANSYτ7F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ff-set 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이때의 신호 Phase의 설계는 각 교차로간의 연동화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호주기를 120초의 3현시 

로설계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최적화 기법은 언덕오르기 기 

법으로서 이 기 법은 컴퓨터를 통하여 좀더 정확하고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변화추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법 

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은 먼저 수행지수 최소로 되는 off

set과 현시 길이를 구하고 다시 반복수행을 통해서 수행 

지수가 가장 낮은 신호시간을 최적신호시간으로 결정하 

게된다. 

그리하여 현재의 off-set 상태에서의 교통류를 Simulation 

표 3. 교통류 기초 시율레이션 

하여 각 평가 항목별 결과치를 구하고 연동화 실시에 따 

라 재조정된 교통류를 optimization하여 구한 결과치와 비 

교분석하였다. 

3.3 결과분석 

3.3 . I 신호주기의 평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호주기를 Simulation하여 신호주 

기의 변화에 따른 PI지수, 지체도, 정지율, 연소 소비의 변 

화특성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때의 신호주기를 60 sec에서 150 sec까지의 step당 10 

초 단위로 optimization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와 같은 분석에 따라 연동화 최적주기에 의한 신호 

phase는 그림 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여기서 신호주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6과 같고 여기 에 나타난 C.S(Cycle Sensitivity)는 신호주 

기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나타내는 P.I변화의 지표로써 

4.9%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서 P.I값을 최소로하는 신호 주기를 보면 연동 

화 전에는 110초 였으며 최적신호주기 110초를 기점으로 

하여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동화시의 P.I값 

의 변화를 보면 최적신호주기 80초를 기점으로 하여 신호 

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경우 비교적 작은폭으로 완 

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AVER- TOTAL TOTAL 
PERFOR-

DI STAN-CE TRAVEL UNIFOR-M RANDOM AGE UNIFO-RM FUEL 
DELAY MANCE 

TRAYE-LED TIME DELAY DELAY 
(YEH -H/H) 

DELAY STOPS CONS UM 
ηWEX 

(VEH-KM/H) (YEH-메H) (VEH-H/H) (VEH-뻐H) (SEC-YEH) (VEH/H) (Ll/H) 

4655382 379.62 153.66 132.74 286.41 74.00 11519.8 1487.65 446.40 

표 4. 최적신호주기의 평가 
CYCLE EVALUATION SUMMARY PERFORMANCE 

Cycle Step Size Average Dealy Percent Stop Fuel Consumption Performance Number Satulated 
Len gt야th(Sec) (Step) (sec/veh) (%) (gal/hr) Index Links 

60 20 38.30 79 1147.2 313.8 6 

70 23 30.35 75 1047.7 275 .0 5 

80 27 29.14 72 I 021.6 262 .3 6 

90 30 29.36 71 1022.7 262.3 6 

100 33 30.47 73 1039.7 269.6 3 

110 37 32.52 72 1059.8 276」 2 

120 40 34.89 70 I 082.4 283 .2 2 

130 43 36.65 71 1105.4 292.4 2 

140 47 37.15 88 1100.8 288. I 3 

150 50 38.59 68 1115.3 292.9 2 

BEST CYCLE LENGTH = 80 SEC. CYCLE SENSlTIVITY = 4.9% ---PROGRAM NOTE --- TRANSYτ7F OPTIMIZES THE SYSTEM 

USING THE BEST CYCLE LENGTH AND HILL-CLα1B STEP SIZES AS INDICATED BY CARDTYP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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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상관없이 신호주기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동화시에는 최적신호주기와는 상관없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2 MOE의 개선효과 

사례지구에 있어서 첨두시를 중심으로 하여 연속진행 

시스템에 의한 신호 연동화가 실시 될 경우를 가정하고 

구간내의 모든 Node나 Link에 대한 off-set 정리방법과비ll

Climbing방법의 반복과정을 통하여 신호주기를 최적화 

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MOE의 개선효과를(TRANS YT-7F 

MANUAL, 1983) 얻을수 있었다. 

본 사례지구에 있어서 교통류 지체에 대한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신호주기에 의한 균일지체는 49.12%가 개선되 

었고 random delay, Average delay, Total delay는 각각 70.01%, 

60.60%, 58.88%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system 전체의 펀균보행속도는 20.79 m바1에서 

32.1 8 d바1로 시간당 11.39 km가 행상되어 45.21%의 개선 

효과를 가져왔고 연료소비도 1487.65 L/H에서 1025.78 LI 

H로 시간당 461.87L가 절약되어 30.04%의 연료비가 절감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호 연동화는 시간과 연료비를 

절감시키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흐름의 주요 지표인 P.l 지수의 경우 446.40에서 

264.92로 약 40.65%의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신호를 연동화하여 신호주기를 

최적화 하였을 경우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본 

사례지구는 연동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론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구간이 짧고 교통량이 많아 신호 

연동화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광주시 동문로의 일부구 

간인 3개 교차로를 사례지구로 선정히고 신호체계의 최 

4. 결 

그림 5. 현상태의 신호주기 

따、IDREW.C.M .HAO(l982)의 연구논문 결과와 같은 형 태 

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사례지구의 신호주기의 변화에 따른 차량당 평균 

지체시간 및 연료소비의 변화와 정지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 여기서 평균지제시간과 연료소비는 최적신호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최적신호주기 이전에는 급격하게 감소되 

지만 최적신호주기를 지나서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 

고 있어서 P.I.지수 변화의 특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지%는 연동신호 이전에는 최적신호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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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동화 설계시 신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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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OE 의 효과비교 

MOE Base simulation Optimization lmprovrment 

Total Distance Travel(Km) 4655.82 4953 ‘ 52 

Total Travel delay(시 ) 379.52 216.83 42 .86 

Total Uniporm delay(초) 153.66 78. 17 49.12 

Total random delay(초) 132.74 39.59 70.0 1 

Total delay(초) 286.41 11 7.76 58.88 

Average delay(초) 74.00 29.15 60.60 

Total Uniform stops 111519.80 (83%) 10595.90 (73%) 8.02 

Total fule consumption(L) 1487.65 1025.78 31 .04 

Pl 446.40 264.92 40.65 

Speed (km/h) 20.79 32. 18 4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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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모형인 TRANSY1-7F모형을 이용하여 연동화 Simulation 잠고문헌 

을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신호주기의 변화에 따른 교통류 특성을 분석해 보면 

P.I.지수, 지체도, 연료소비량의 변화는 최적신호주기를 

중심으로 하여 신호주기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경우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지율은 최적신호주기와 

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신호주기를 연동화 하였을 경우 연동화 주방향의 차 

량당 평균속도는 20.79 때피1에서 32.18 kl떼1로 시간당 11.39 km 

의 향상울 가져와 45.21%가 개선되었고 교통류 흐름의 

주요지표인 P. l.값은 446.40에서 264.92로 40 .65%가 감소 

하여 교통류의 흐름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3. 또한 전체주행시간은 379.52시간에서 216.83시간으 

로 약 42.86%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연료소비량은 

시간당 1487.651에서 461.871가 절약되오 3 1 .04%의 연료 

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사례지구에 있어 

서 신호체계를 연동화 시켰을 경우 평균주행속도의 증가 

와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경제뿐만 아니라 도심교통소통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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