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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에서의 속도제어 등 교통 리는 수집데이터와 개별차량 양방 통신환경 등을 고려할 때 효과에 

있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을 장에 구 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구축까지 시간이 소요될 망이다. 이에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이 장에 완 하게 구 되기 의 과도

기  상황에서 구동 가능한 속도 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  평

가하 다. 이러한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타당성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교통환경과 ITS 교통환경이 목된 

남양주시 장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실험이 진행 이다. 향후 장 테스트베드 실험이 완료되면 보다 효과 이고 정

교화된 속도 리 기술이 제시되고, 도래할 유비쿼터스 교통시 에 비하는 석이 될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It is thought traffic flow management under the ubiquitous transportation system has great potential in view of individual 

vehicle data availability and V2V, V2I two-way communication environment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deployment of the 

ubiquitous transportation system takes so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algorithm under the 

ITS environment. The speed management algorithm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is revised to fit for the ITS data collec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environment. And the feasibility of the algorithm is evaluated through simul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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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이하에서는 u-T 환경이라고 

칭함)이란, 유비쿼터스 교통 센서 네트워크(uTSN: 

Ubiquitous Transportation Sensor Network)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환경이다. 이 유비쿼터스 교통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차량과 노변장치 등이 ad-hoc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교통정보수집, 구성요소간 정

보교환, 센터에서 가공된 정보 달 등이 이루어지

게 된다[1]. u-T 환경에서는 개별차량의 치, 속도 

등 미세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V2V(Vehicle-to-

Vehicle), V2I(Vehicle-to-Infra) 양방통신이 가능해 짐

에 따라 개별차량 혹은 차량군단 의 미세 제어가 

가능해 진다[2].

자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3,4,5]에서 u-T 환경

에서의 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평가를 수행한 

결과 혼잡이 어들고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을 장에 구 하

고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구축까지 시간이 소요될 망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u-T 환경에서의 연

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기존 구축된 ITS의 

데이터 수집  정보 제공 환경에 목가능성을 평

가하도록 한다. 한 그 목 가능성에 입각하여, 

ITS 데이터수집  정보제공 환경에 합하게 기 

개발된 알고리즘 수정한 후 시뮬 이션 실험을 통

하여 교통 리효과 평가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u-T 환경 하의 연속류(이하에서

는 u-연속류라 칭함)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소

개하고, 제Ⅲ장에서 이 알고리즘의 ITS 환경에 

목가능성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는 ITS 환경에서 구동 가능한 형태로 수정한 알고

리즘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시뮬 이션 테스트

베드 상의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Ⅱ. u-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

선행연구에서는  u-T 환경 하에서의 교통류 안정

성(Traffic Flow Stability)을 지표로 연속류 정체 방

차원의 교통 리 방안을 제시하 고[2], 이를 바탕

으로 u-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제시한 바 

있다[3,4,5]. <그림 1>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

는 u-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은 수집, 처리, 단, 정보

생성, 정보제공 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구체

 내용은 지면 계상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1> u-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

<Fig. 1> u-uninterrupted flow speed manageme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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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계1: 개별차량 치, 속도 데이터 수집

② 단계2,3: 개별차량 치,속도 데이터 처리

   - 속도/교통량/ 도 로 일 추출

   - 차량군 로 일 추출

   - 충격  로 일 추출

③ 단계4: 교통류 안정성 모니터링  상태 단 

④ 단계5: 교통상태별 속도제어 략 도출

   - 교통상태별 정 속도 산정

⑤ 단계6,7: 시간 별/구간별 속도제어 략 모순 체크

           정속도 메시지 생성

 Ⅲ. 유비쿼터스 교통환경과 ITS 환경을

목한 교통 리 필요성

u-T 환경이 완 하게 구 되기 , 과도기  상

황으로 ITS 환경과 목한 교통 리 가능성을 타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u-T 환경과 ITS 환경의 데

이터 수집과 제어/정보제공 환경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u-T환경의 데이터 수집과 정보제공 

환경은 개별차량단 의 수집과 정보제공이 기본

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요구되는 수 에 따라 ITS 

환경보다 훨씬 미세한 단 의 정보제공과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 u-T 환경에서의 미세 데이터와 미

세제어 수 을 ITS 환경에서 가능한 수 으로 환

하 을 때, 자가 수행한 선행연구[5]에서 제안한

항목 u-T 환경 ITS 환경

데이터

수집

·연속  수집환경

·개별차량 데이터의 

단구간 집락

 ( 컨  50m 정도)

·불연속  일정간격 

지 수집

·지 검지기 

집락데이터

 (500m–1km 정도)

제어/

정보제

공

·개별차량과 노변 

인 라간 양방 

통신환경

·개별차량/차량군 단  

정보제공/제어 

· VMS를 통한 일방  

정보제공/제어 환경

· VMS 설치간격 단  

정보제공 환경

<표 1> u-T 환경과 ITS 환경의 수집  제어 환경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u-T and ITS

environments

u-연속류 정속도 제어 알고리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u-T 환경의 알고리즘을 ITS와 

목된 환경에서 구동가능하게 수정한 후 구체  실

험 상지를 선정하고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그 목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들 실험 방법 

 결과는 Ⅳ장과 Ⅴ장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Ⅳ. ITS 환경의 정속도 리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u-T 교통 환경이 장에 구 되기 

 ITS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수정된 알고리

즘을 제시한다. <표 1>에서 u-T 환경과 ITS 환경

의 차이를 설명한 바와 같이, Ⅱ장에서 소개한 u-

연속류 정속도 리 알고리즘을 ITS 수집  정

보제공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 다. 

<그림 2>은 ITS 환경에서의 정속도 리 알고

리즘의 흐름도이며,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상술

하도록 한다. 

<그림 2> ITS 환경에서의 정속도 알고리즘 흐름도

<Fig. 2> Revised Algorithm for IT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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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1: 검지기 수집자료 처리

 1-1. 원시자료 1분 집락: 검지기 유율, 속도 

 1-2. 평활화: 5분주기 1분 자료 (단순이동평균)

 ① 속도 : 과거 5분동안의 속도의 합/5

        ex)  
        

 ② 유율 : 과거 5분동안의 유율의 합/5

2. 단계 2: 균형속도식 갱신

 2-1. 요일별 시간 별 유율-속도 1차 회귀식 생성

   - 검지기에서 수집된 유율과 속도 데이터에 

의해 회귀식을 생성하여 거시교통류이론의 

균형속도(Equilibrium speed)라 가정.

   - 이때 수집된 검지기 유율-속도 데이터는 

혼잡과 비혼잡 역에서 상이한 추세를 나

타내므로, 각 역에 따라 두 개의 회귀식

을 생성 (<그림 3> 참고). 

   - 혼잡과 비혼잡 역 경계는 장 데이터 특

성에 맞게 도출하도록 함. 

<그림 3> 유율-속도 데이터 Plot 1차 회귀식

<Fig. 3> Linear Regression for Occ-speed data

   - 실제 장에서 용한다고 하면, 구축 기에

는 하루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균형속도식

을 갱신하고 안정화된 후에는 결정된 균형

식 지속 으로 이용하고 간헐 으로 갱신.

 2-2. Scaling factor 용

   - 균형속도식을 낮게 설정할 경우 오히려 소

통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는 을 감안

하여, 생성된 균형속도식에 필요하다고 

단될 경우 Scaling factor를 용할 수 있도

록 함. 

   - <그림 4>는 Scaling factor 용 시이며, 

Scaling factor 값은 장상황에 따라 해당구

간 지체, 구간통행시간 등 MOE를 최 화 할 

수 있는 값으로 시행착오방법(Trial and error)

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

<그림 4> Scaling factor 용 시

<Fig. 4> Scaling factor Application Example 

3. 단계 3: 구간별 정속도 정보 생성

 3-1. 구간별 균형속도 생성

   - 해당구간 검지기에서 수집된 실시간 유율 

값을 단계 2 <그림 3>와 같이 생성된 해당

구간 유율-속도 회귀식에 용하여, 해당

구간 해당시간 의 균형속도 생성.

   - <그림 5>에서와 같이, 실시간 유율 값을  

속도- 유율 회귀식에 입하여 해당구간   

해당시간 의 균형속도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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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구간별 정속도 정보 생성

   - 해당구간의 정속도는 하류부 교통상황에 

한 한 응으로, 격한 속도 하

(Speed drop)와 충격  형성을 억제하는 목

으로 설정함.

   - 이에 해당구간의 정속도는 단계3-1의 구

간별 균형속도식에 의해 생성된 하류구간의 

균형속도를 용 (<그림 6> 참고).

 3-3. 제약조건식에 의한 정속도 조정

   - 시공간 으로 정속도의 변동이 커서 운

자가 혼란스럽고, 교통류의 격한 변화에 

의한 충격  생성을 방하기 해 다음의 

제약조건식을 용하여 정속도를 조정. 

단 제약조건들은 감속상황에만 용하고 가

속상황에서는 제약조건 없이 가속되도록 함.

   ① 제약조건1: 해당구간 검지기속도와 정속도

의 차가 10km/h 이하가 되도록

     IF (검지기속도- 정속도 > 10)

     THEN ( 정속도 = 검지기속도 - 10)

   ② 제약조건2: 하류구간 정속도와 해당구간 

정속도의 차가 10km/h 이하

가 되도록

     IF (하류구간 정속도-해당구간 정속도>10)

     THEN (해당구간 정속도=하류구간 정속도-10)

<그림 5> 구간별 균형속도 생성과정

<Fig. 5> Equilibrium Speed Generation 

<그림 6> 구간별 정속도 정보생성

<Fig. 6> Optimal Spee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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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약조건3: 이 시간 와 시간  정속

도의 차가 10km/h 이하가 되도록

     IF (이 시간  정속도- 시간  정속도>10)

     THEN ( 시간  정속도=이 시간  정속도-10)

  

 - 수집과 제공이 ITS에 비해 짧은 시간간격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u-T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용하여 교통류의 격한 

변동과 운 자 혼란을 방하는 것이 

으로 필요한 요소이나,

   - ITS 환경에서 정보제공의 간격이 500m 이

상이 되는 경우, 의 제약조건으로 용하

지 않아도 정속도 정보의 변화에 운 자

의 혼란이라 충격  생성이 래되지 않음

으로 의 제약조건은 생략해도 무방함. 

4. 단계 4: 구간별 정속도 정보제공

   - 구간별 생성된 정속도를 각 구간 내 

UVS(Ubiquitous Vehicle Sensor) 차량 단말기

와 VMS(Variable Message Sign)에 정보 제공

   - UVS 차량단말기에 하류구간들에 한 정

속도정보 부가 제공

   Ⅴ. ITS 환경에서의 정속도 리

시뮬 이션 실험

1. 실험방법

알고리즘 실험 평가를 해 구축한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의 개념은 <그림 7>과 같다.  실험네트

워크를 VISSIM에서 구축하고 Ⅳ장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은 별도의 C#코드로 로그래 하고, 이를 

COM(Component Objcect Model) Interface로 연결한

다. VISSIM 시뮬 이션을 통해 실험네트워크 검지

기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COM Interface를 통해 C# 

코드로 불러들이고 C# 코드를 수행한 후 도출된 

정속도 정보를 COM interface를 통해 다시 VISSIM

으로 들여보내 알고리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

록 하는 개념이다.

<그림 8>은 실험을 해 작성된 C# 코드의 모듈 

구성과 각 모듈의 코드 일부를 이해를 돕기이해 발

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선행연구[5]에서도 유비쿼

터스환경의 정속도 리 알고리즘 평가를 해 시

뮬 이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를 수정하 다. 

즉 VISSIM에서 개별차량 데이터가 아닌, 검지기 데

이터 Objects를 COM interface를 통해 꺼내고, C# 코

드도 Ⅳ장의 알고리즘 로세스로 수정하 다. 

<그림 7>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 실험 개념

<Fig. 7> Simulation Testbed Concept

<그림 8> C# 코드 모듈 구성

<Fig. 8> C# Code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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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상 구간

<그림 9>는 ITS 환경에서의 정속도 리를 구

하기 한 시스템을 도식화한 그림이며, Ⅳ장의 

알고리즘 성능 평가가 효과 으로 수행되기 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상습정체구간이 존재하는 구간이어야 함.

   - 총 구간길이가 상습정체 발생구간보다 길어 

소통 원활한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함.

<그림 9> ITS 환경에서의 정속도 리 구 을 한 시스템 개요

<Fig. 9> System Outline

<그림 10> 시뮬 이션 실험 Layout

<Fig. 10> Simulation Testbed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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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1000m의 일정한 간격으로 수집장비(지

검지기)가 존재하여야 함. 

  - 정보제공 장비(VMS)는 일정한 간격으로 3개 

이상 구축되어야 함.

실험 상 구간은,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남양주시 인근의 국도46호선

의 서울방향 호평IC에서 진 IC까지 총 연장 7.5km

를 선정하 다(<그림 10>참고). 이 구간은, 출퇴근시

간 에 국도43호선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진 IC에

서 상습 으로 정체가 시작되며, 진 IC에서 시작된 

정체는 상류부 사능IC까지 되고, 그 길이는 약 

3km정도이다. <그림 10>의 VDS, VMS 등 ITS 장

장비 치와 개수는 시뮬 이션 실험 목 에 부합

하게 추가  조정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 장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3. 시뮬 이션 실험 시나리오

ITS 인 라 환경에서 구동가능하게 수정된 알고리

즘의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표 2>와 같이 9개의 

실험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데이터 수집 장비인 

VDS 설치간격과 정보제공 장비인 VMS 설치개수에 

의해, 그리고 교통수요 패턴에 의해 시나리오를 설정

하 다. 여기에서 수집장비 간격 500m와 제공장비 

개수 3개인 시나리오 1은 시뮬 이션 실험 상구간

의 하류 병목지 으로부터 VMS 3개가 치하고, 그 

이후 상류부에는 VMS가 존재하지 않는 안이다. 

수집- 제공장비 교통량(1300pcphpl)주)

수집장비

간격

제공장비

개수
균 일

종형

(증가-감소)
불규칙

500m
3개 시나리오1 시나리오1 시나리오1

6개 시나리오2 시나리오2 시나리오2

1000m 3개 시나리오3 시나리오3 시나리오3

<표 2> 시뮬 이션 실험 시나리오

<Table 2> Simulation Scenarios

주) 교통량 1300pcphpl 수 에서 <그림 11>과 같이 균일,종형, 

불규칙 3개의 교통량 분포패턴을 시뮬 이션

<그림 11> 실험구간 교통량 시나리오

<Fig. 11> Scenario for Traffic Pattern

4. 실험결과

<그림 12>, <그림 13>는 실험시나리오에 의해 속

도 리를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13>는 시나리오

별 속도 로 일을 나타낸 것으로서, 정속도

리 알고리즘에 의해 속도 로 일이 안정화됨을 

보여 다.

<그림 12> (a), (b), (c)는 시나리오별로 시간 별 

통행시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실험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수요패턴이 균일한 <그림 12>(a)의 경우, 그

지 않는 (b)나 (c)에 비해 통행시간 증가가 

어 상 으로 속도 리의 효과가 게 나타남.

   2) 교통수요패턴에 상 없이, 시나리오 1은 시나리

오 2와 3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속도 리에 있어, 정보제공이 병목에 근 한 

곳에 국한되는 것보다 병목 상류에서부터 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남.

   3) 시나리오 2와 3을 통행시간과 속도 로 일 측

면에서 비교해 볼 때, 교통 수요 패턴에 따라 그 

효과가 비슷한 거나 시나리오 2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ITS 환경에서 속도 리시, 

정속도 정보제공이 1000m 간격까지 두고 이루

어져도 가능함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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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통행시간 로 일

<Fig. 12> Travel Time Profiles

Ⅴ.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교통환경이 장에 

완 하게 구 되기 의 과도기  상황에서 구동 

가능한 속도 리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시뮬 이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  평가하

다. ITS와 목된 환경에서도 속도 리 효과가 

나타났으며, 병목에 국한하는 것보다 상류부에서 

진 으로 리하는 것이 효과가 컸으며 정보제공

간격이 1000m까지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타당

성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교통환경과 ITS 교통환

경이 목된 남양주시 장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실험이 진행 이다. 향후 장 테스트베드 실험이 

완료되면 보다 효과 이고 정교화된 속도 리 기술

이 제시되고, 도래할 유비쿼터스 교통시 에 비

하는 석이 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3> 속도 로 일 (3차원)

<Fig. 13> 3-D Speed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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