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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과거 도시부 도로 교통흐름을 이해하고 운 리하기 해서 교차로 지체도, 간선도로 통행속도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공학 이론 지표들이 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지표들은 지능형교통체계 구

축 이  교통공학 연구측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었다. 재 ATIS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별도의 교통공학 기술의 소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공학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혼잡강도’를 활용하여 단속류( 근로, 교차로, 제어군, 간선도로 축)에도 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도시부 도로 근로, 교차로, 제어군, 간선도로 축 상 교통신호운  

개선 효과 여부 진단 용지표를 도출  제안하 다. 도출된 혼잡강도 지표 검증을 하여 2가지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 다. (1)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과 (2)혼잡강도를 이용한 교차로 개선 축단  사 -사후 

분석 검증을 수행하 다. 검증을 통해 과거 수동 이고 인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교통신호 운  리

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5분 단  속도자료를 이용한 도시부 단속류에서의 혼잡강도 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심어 :∣ATIS∣이력정보∣신호교차로∣혼잡강도∣효과평가∣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and manage traffic flows in urban areas in the past, a variety of traffic 

engineering theoretical indicators such as intersection lag and highway speed have been applied. 

However, these theories and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under the constraints of traffic 

engineering research before the constr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Since the ATIS 

system currently exis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eparate traffic engineering technology 

that utilizes the data. In this paper, it is aimed to confirm whether it is applicable to intermittent 

flow (approach road, intersection, control group, main road axis) by using 'congestion intensity' 

which is already used in traffic engineering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raffic signal improvement effect of urban road access road, intersection road, control group, 

Two verification studie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derived congestion intensity index. (1) 

verification of congestion intensity threshold value analysis and (2) crossing improvement using 

the congestion intensity. Through ver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ongestion intensity in the inter - city intermittent flow using the 5 - minute unit speed data 

so as to be able to escape from the existing traffic signal operation management which is past 

passive and manpower limit.

■ keyword :∣ATIS∣History Data∣Signal Intersection∣Intensity of Congestion∣Effec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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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도부터 시작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인하여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 端交通情報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ATIS) 

등의 최신 기술이 우리들의 생활을 많은 변화를 가져

다주었다. 이처럼 과거에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존재

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에 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효율 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 연구배경

과거 도시 지역 도로 교통흐름을 이해하고 운 리

하기 해서 교차로 지체도, 간선도로 통행속도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공학 이론 지표들이 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지표들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이  교통공학 연구측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었다. 재의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과 같이 소

통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ATIS 시스템이 존

재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별도의 교통공학 

기술의 소개가 필요하다. 이에 센터에 된 소통정

보를 이용하여 도시부 내의 교통류 흐름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용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존재했다.

2.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교통공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

표인 ‘혼잡강도(intensity of congestion; IOC)’를 활용

하여 단속류( 근로, 교차로, 제어군, 간선도로 축)에도 

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는 

과거 사람이 직  움직여 교통류 흐름을 악하는 것으

로부터 탈피하여 센터 단 의 에서 도시부 교차로

를 체계 으로 리하고 운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빅 데이터의 정확도에 따른 신뢰성에 해 교통 빅 

데이터를 이용한 구간통행속도 결측치 보정 알고리즘

을 통해 앙교통정보센터 교통 리시스템의 교통정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패턴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를 활용하여 신뢰성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한 알

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되었고[1] 장실험을 

실시해 얻은 표 값을 결정하기 한 가  평균값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 앙값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

확도가 높다고 제시했다.

교통 빅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 혼잡지도 구 을 통하

여 축 된 용량 교통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

을 통해 특정 시간, 요일별, 출근시간, 퇴근시간, 행사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에서 혼잡지도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상세한 교차로 단 까지의 혼잡지도를 표

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존재했다[2].

교통 빅 데이터 분석과 교통정체 변화 별 알고리즘

에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과거 교통정체 패턴을 

용하여 정체구간인지 비정체구간인지를 별하는 알

고리즘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에 된 방 한 교통 

데이터를 알맞은 정체패턴 데이터로 재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체의 기 을 속

도 증감으로 해석하여 명확한 정체 기 을 정하지 못했

다[3].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OPIS)의 운 황과 발 방향

에 한 방안으로 (1)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생산해야하며, (2) 과학  교통정책 지원을 한 시스

템 개발  시민편의 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4].

다양한 COSMOS 운  안들을 평가하기 하여 교

통신호제어시스템 온라인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객

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은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System (HILSS) 

모형을 이용하여 운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는 온라인 평가 모형으로 앙장치로부터 직  

모의실험 모형으로 부터 제어를 받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Cycle, Offset, Split Model of Seoul; COSMOS)

을 구동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신호제어기의 평가로 국한되며 도시부 도로 교통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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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상태에 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 다[5].

교통혼잡상태를 악하기 해 통행 도를 기반으로 

한 혼잡지표를 개발하 으며[6], 고속도로 가변교통정

보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를 활용하여 지

정체도 산출방안을 개발하고 장 용성 검토를 수행

하 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구간을 탐색 가능하며 

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고속도로 연

속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

신호 교차로 시스템의 설계  분석 평가를 해지체

도, 기 행렬, 서비스 수 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나 과거부터 사용되던 기존 평가 지표를 사용되었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8].

따라서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연속류에 한정 이었

던 교통신호운 평가 방안을 수동 인 단속류에 용

하여 객 인 교통 신호 운  안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하여 자료

를 수집하 다. TOPIS에서 보유한 정보를 토 로 해당 

도시 도시부 도로 근로, 교차로, 제어군, 간선도로 축 

상 교통신호운  개선 효과 여부 진단 용지표를 도

출  제안하 다. 제안 지표의 검증을 하여 혼잡강

도 임계값 분석 검증과 서울시 신호 교차로 운  평가 

로그램(Enhanced Software for Productive and 

Reliable Evaluation of Seoul Signal Operation; 

ESPRESSO)을 활용한교차로 개선 축단  사 -사후 

분석을 수행하 다.

1. 자료 수집

서울특별시 TOPIS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5분 단 로 

기록된 2016년 한 해 서울시 체 교통소통 자료 1식 

 서울시 TOPIS 교통정보 기반자료(링크 자료) 로 1

개월 당 3개의 텍스트 일, 총 1년 36개 일로 구성된

다. 하나의 텍스트 일의 길이는 155,228,409행이며, 크

기는 개 당 약 500MB 정도에 해당한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서울특별시 TOPIS 자료는 서울시 

내 업용 차량에 장착된 Digital Tacho Graph 

(DTG) 장치로부터 수집되는 원시자료를 5분 단 로 

가공한 가공자료로 주행 날짜, 주행 시간, 주행 링크 ID, 

속도 자료 등을 포함한다.

3. 지표 설계

기존 연속류 구간에서 혼잡지표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혼잡의 강도개념을 추가하여 새로운 지표 개발

이 이루어졌다. 이에 혼잡강도를 구하는 수식은 식 (1)

과 같다.

혼잡강도∙통행밀도 (1)

여기에서  포화통행밀도


상기 연속류에 용되고 있는 혼잡강도 수식을 기반

으로 도로의 등 , 지역  특성, 특수 일에 따라 주행 속

도가 다른 단속류에 응할 수 있는 혼잡강도 수식을 

설계하 다.

TOPIS 자료의 각 링크는 매 5분마다 속도 자료를 

시키고 있다. 단속류 혼잡강도 설계에 순수한 속도 

자료를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속도 자료가 매 5분마다 

되고 있으며 이 량을 이용하여 단속류 혼잡강

도를 설계할 수 있었다. 각 링크가 하고 있는 5분 

단  속도자료의 수는 [Table 1]과 같다. 

Division Numer of link 5-minute speed data

1 hour 12

1 day 288

7 days 2,016

30 days 8,640

1 year 105,120

Table 1. link 5-minute speed data’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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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체 5분 단  속도 자료 수 비 임계 속

도에 미치지 못하는 5분 단  속도 자료의 수는 수집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단속류 혼잡강

도의 수식을 식 (2)와 같이 도출하 다.

가. 신호교차로 접근로 혼잡강도

혼잡강도는 체 교통류 측 시간  특정 기 속도

(임계속도; critical speed) 보다 낮은 정체 상황이 측

되는 시간의 비율로 정의하 다. 이를 산정하는 수식은 

식(2)와 같다.


























































     (2)

여기에서      ≤  

 = 임계 속도



= 교차로 o로 유입하는 링크 l의 혼잡강도

 = 분석 상 연도

 = 분석 시작 연도

 = 분석 종료 연도

 = 분석 상 월

 = x년도에 해당하는 분석 시작 월

 = x년도에 해당하는 분석 종료 월

 = 분석 상 일

 = x월에 해당하는 분석 시작 일

= x월에 해당하는 분석 종료 일

 = 분석 상 시간

 = x일의 분석 시작 시간

 = x일의 분석 종료 시간

 = 5분 단  분석 시간

 = h시간 내 x번째 5분단  분석 시간

 = 분석 링크 ID

개발된 지표 수식은 빅 데이터 자료에서 시간 변수, 

링크 변수, 속도 변수를 이용하여 1개 교차로 근로 

단 의 5분 단  속도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나. 신호교차로 혼잡강도

식 (2)를 통해 수집된 근로 혼잡강도를 활용하여 교

차로 단 의 혼잡강도 수식을 식 (3)과 같이 개발하 다.

  
 
 





              (3)

여기에서   = 가 치 계수

 = 교차로 의 혼잡강도

 = 교차로 의 링크수

다. 연동제어군 혼잡강도

식 (3)을 통해 수집된 신호교차로 혼잡강도를 활용

하여 연동제어군 단 의 혼잡강도 수식을 식 (4)와 같

이 개발하 다.

  
 
  




  








          (4)

여기에서  = 연동제어군 G의 혼잡강도

 = 교차로 o의 링크수

 = 연동제어군 G 내 교차로 수

라. 간선도로 축 혼잡강도

식 (3)을 통해 수집된 신호교차로 혼잡강도를 활용

하여 간선도로 축 단 의 혼잡강도 수식을 식 (5)와 같

이 개발하 다.

  
 
  




  








         (5)

여기에서  = 간선도로 A의 혼잡강도

  = 교차로 o의 링크수

 = 간선도로 A에 포함되는 교차로 수

신호교차로는 주도로, 부도로 특성 외에도 많은 특성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을 극복하기 해 수식 3, 

4,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 치 계수(Weight fac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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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해 각 링크 별로 가

치를 용하도록 변수 공간을 마련하 다.

Ⅳ. 연구 검증

1. 검증 방법

혼잡강도 지표 검증을 하여 2가지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 다. (1)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과 (2)혼잡강

도를 이용한 교차로 개선 축단  사 -사후 분석 검증

을 수행하 다.

가. 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

[Fig. 1]과 같이 임계 속도 수 과 분석 기간에 따라 

혼잡강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집된 신호교차

로 운 상황 갱신 이력정보자료를 참조하여 갱신 일을 

기 으로 사 -사후 임계값 분석을 수행하 다.

Fig. 1. Change of IOC according to threshold speed

본 연구에서 2016년 서울시 체 평균 통행 속도(공

간평균속도; space-mean speed)인 24.2 km/h를 기 으

로 도심부 통행 속도를 고려하여 분석 임계 속도 항목

을 10 km/h, 15 km/h, 20 km/h, 25 km/h, 30 km/h로 

나 어 분석하 다.

분석 기간에 해서는 사 -사후 비교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의미를 보이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 단했

다. 실제로 간선도로 내 교차로의 신호시간, 연동값, 그

룹 련 변경 이력이 같은 날에 갱신된 표본을 검토했

다. TOPIS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분류 체계(간선도

로, 보조간선도로, 기타도로)를 용하 다. 그러나 기

타도로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엔 TOPIS에서 기타도

로라 정의한 기타도로의 규모  의미가 다양하고 불명

확했다. 동일한 비교 분석을 해 각 분석 집단마다 5개

의 교차로를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강북권역 보조 간

선도로에는 5개 교차로가 변경 이력이 같은 날에 수행

된 집단을 찾을 수 없었고 5개에 가까운 4개의 교차로 

변경 이력이 있는 집단을 [Table 2]와 같이 ‘신 로’, ‘강

남 표’, ‘학동로’  ‘노해로’로 선정하 다.

Division Update date

Gangbuk
Arterial Shinchon arterial 2016.10.11

Collector road Nohae collector road 2016.09.19

Gangnam
Arterial Gangnam arterial

2016.10.18
Collector road Hakdong collector road

Table 2. Signal Operational Database Update History

[Fig. 2]와 [Fig. 3]은 강북권, 강남권의 간선도로내 

치한 분석 상 교차로를 나타낸다.

Fig. 2. Shinchon arterial analysis intersection

Fig. 3. Kangnam arterial analysis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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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과 [Fig. 5]는 강북권, 강남권의 보조 간선도

로내 치한 분석 상 교차로를 나타낸다.

Fig. 4. Nohae collector road analysis intersection

Fig. 5. Hakdong collector road analysis intersection

특정 교차로의 신호 개선이 존재할 경우 단기 으로 

소통이 나아졌다고 단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며 

교통량 분배되어 다시 정체가 발생될 것으로 단되어 

60일 이상은 분석 기간에서 제외하 다. 60일 이하의 

기간으로 주말과 주일 특성을 구분하지 않도록 하기 

해 1일, 7일, 14일, 30일, 60일로 나 어서 분석하 다. 

한 각각의 분석 기간마다 오 , 오후첨두시와 오후, 

야간비첨두시로 나 어 시간  특성을 반 하 다.

임계값 도출을 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나는 각 

임계값으로 분석된 사 -사후 혼잡강도 값의 차이를 

구하여 이를  값으로 나타냈다. 상기  값을 기

반으로 통계 인 차이 과 특이 경향을 보이는 데이터

를 추출하기 해 일원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비모수 라미터(non parametric) 

통계분석(Duncan’s Test)을 수행하 다.

Fig. 6. Comparison of IOC pre-post updating

간선도로 교차로 10 개 지 , 보조간선도로 9 개 지  

총 19개의 교차로를 임계속도, 분석 기간 별로 분석해

야 했다. 한 각 분석기간의 첨두시와 비첨두시를 구

분하여 총 1,900회(19×5×5×4) 분석을 수행 하 다. 그

러나 분석을 통해 산출된 자료의 양이 방 하 고 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어 SPSS 통계 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나. 혼잡강도 기반 축단위 신호운영 개선 검증

검증을 해 PostgreSQL을 기반으로 설계된 혼잡

강도 수식들이 구축된 서울시의 ESPRESSO를 활용

하 다. 도출된 임계값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실제

로 신호제어기 DB 갱신이 있던 날을 기 으로 사 -

사후 분석을 축단 로 수행하 다.

[Table 3]은 평일 특성과 주말 특성만을 반  할 수 

있도록 특수일이 발견되지 않은 사  사후 2주의 분석 

기간을 나타낸다.

Division Pre-Analysis period Post-Analysis period

Gangbuk
Shinchon 
arterial

2016.09.28.~10.10. 2016.10.12.~10.25.

Gangnam
Gangnam 
arterial

2016.10.04.~10.17. 2016.10.19.~11.01.

Table 3. IOC Pre-post analysis period

[Fig. 7]과 [Fig. 8]은 분석 상 간선도로인 신 로

와 강남 로의 교차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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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inchon arterial analysis intersection

Fig. 8. Gangnam arterial analysis intersection

가 치의 경우 교차로의 주도로, 부도로 특성  

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수식 설계 

단계에서 마련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 조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 치를 이용하여 연구 검증을 

반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그 기 때문에 부도로의 

분석은 제외한 주도로 링크별 혼잡강도를 산출하 다. 

산출된 혼잡강도의 차이 값을 통해 교차로 개선 사  

사후 변화를 확인하 다.

2. 검증 대상

가. 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

앞서 선정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검증 상 

교차로는 [Table 4]와 같다.

Int.
Arterial Collector road

Area A
1)

Area B
1)

Area A
2)

Area B
2)

1 Yangjae Dongkyo-Dong
Nonhyeon 
station

Chang 4 dong 
office

2 Bangbang
Changchun

-dong
Hak-dong 
station

Dobong Police 
Station

3
Woosung 

APT
Sinchon station 

entrance
Seoul Customs

Dobong 
E-mart

4
Gangnam 
station

Sinchon Rotary
Gangnam 

Office Station
Changwon 
school

5
Kyobo 
Tower

Ewha Univ. 
Station

Cheongdam 
park

N/A

Area A1) : Gangnam arterial
Area B1) : Shinchon arterial

Area A2) : Hakdong collector road
Area B2) : Nohae collector road

Table 4. Taget intersections of arterial and collector

road

나. 혼잡강도 기반 축단위 신호운영 개선 검증

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에서 분석된 간선도로를 

상으로 ESPRESSO를 이용하여 축단 의 분석을 수

행하 다. [Table 5][Table 6]은 혼잡강도 지표 검증을 

한 축 단  시험 상 교차로를 나타낸다.

Intersection name ID Remarks
Chungjeongno Station, H’

Seoul TOPIS link 
order (A'-H') 

was re-arranged 
in order of 
arterial 

intersection 
order

Ahyeon E’

Gulebangdari A’

Ewha Womans Univ. Station F’

Sinchon Station entrance C’

Sinchon rotary D’

Changcheon-dong G’

Donggyo-dong B’

Table 5. IOC-validated intersection (Shinchon arterial)

Intersection name ID Remarks
Yeomgok K

Seoul TOPIS 
link order 
(A'-H') was 

re-arranged in 
order of arterial 

intersection 
order

AT Center A

AT Center(Connected) B

Yeongdong 1Bridge L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ntrance

E

Seocho-gu center H

Yangjae Station J

Bangbang G

Woosung APT N

Gangnam station C

Kyobo Tower D

Yeongdong market M

Nonhyeon Station F

Sinsa Station I

Table 6. IOC-validated intersection (Gangnam ar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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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 결과

가. 혼잡강도 임계값 분석 검증

이들 임계값 사이에 통계 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해당 자료를 1일, 7일, 14일, 30일, 60

일로 정렬하고 10 km/h 군집, 15 km/h 군집, 20 km/h 

군집, 25 km/h 군집, 30 km/h 군집으로 분류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가설검정

실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계값 차이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여 무의미 하다

  : 임계값 차이의 의미가 다른 값이 어도 하나 존재한다.

ANOVA 분석을 통한 상기 가설검정 실험 결과, F 비

가 F 기각치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기각, F비가 F 기각

치를 넘는 경우엔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상기 ANOVA 분석을 통하여 신호교차로 운 상태 

개선  후 ‘비교분석 기간’과 ‘혼잡강도’에 사용되는 각 

‘임계값’들에 따라 특이 군집들을 악하 다. 악된 

군집들을 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임계값들  보다 나

은 효율성을 담보하는 값들을 확인하기 하여 던컨 검

증 분석(Duncan’s Test)을 수행하 다.

[Table 7]은 간선도로의 가설 검정 분석 결과이다. 주 

간선도로의 경우 7일, 14일, 30일은 특이 이 생긴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1일, 60일의 경우 특이 이 생기지 

않은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

Evaluation Pre-post comparison period (unit: days)

Time period Area 1 7 14 30 60

Peak

a.m. 
Area A

1)
R - R R R

Area B
1)

- R R R -

p.m.
Area A

1)
- R - R R

Area B
1)

- R R R R

Non-p
eak

day
Area A1) R R R R R

Area B1) R R R R -

night
Area A

1)
R R - R R

Area B
1)

R - R R -

R : Reject the null hypothesis

Table 7. The test results from the arterial data

[Table 8]은 주간선도로의 던컨 검증분석 결과를 제

시한다.

Table 8. Threshold speed values of Duncan groups for 

arterials

Method / Period Before-and-after comparison period

time Area
14 days
(2 weeks)

30 days
(1 month)

60 days
(2 months)

Peak

a.m.

Area A1) 20 25 20 25 20 25

Area B1) 25 25 30
10 15 20
25 30

Note 25

p.m.

Area A1)
10 15 20
25 30

15 20 15 20

Area B1) 15 20 15 20 15 20

Note 15 or 20

Non
peak

Day

Area A
1)

15 15 20 20

Area B1) 15 20 20 20

Note 20

Night

Area A
1) 10 15 20

25 30
25 30 25 30

Area B1) 25 30 20 25
10 15 20
25 30

Note 25

오  첨두의 경우 부분의 분석 기간이 25 km/h를 

임계속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타

냈다. 오후 첨두의 경우 부분의 분석 기간이 20 km/h

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

타냈다. 주간 비첨두의 분석 결과 부분의 분석 기간

이 20 km/h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교통량이 부분의 분석 기간이 25 

km/h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

를 나타냈다. 

[Table 9]는 보조 간선도로의 가설 검정 분석 결과 이

다. 보조 간선도로의 경우 1일, 7일, 14일, 30일, 60일은 

분석기간 부분이 특이 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 그러

나 강북권의 오후 첨두시에는 특이 이 생기지 않은 경

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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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Pre-post comparison period (unit: days)

Time period Area 1 7 14 30 60

Peak

a.m. 
Area A

2)
R R R R R

Area B
2)

R R R R R

p.m.
Area A2) R R R R R

Area B2) - - - - -

Non-
peak

Day
Area A

2)
R R R R R

Area B
2)

R R R - R

Night
Area A

2)
R R R R R

Area B
2)

R R R R R

R : Reject the null hypothesis

Table 9. The test results from the collector road data

 

[Table 10]은 보조간선도로의 던컨 검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10. Threshold speed values of Duncan groups for 

collector roads

Method / Period Before-and-after comparison period

time Area
14 days
(2 weeks)

30 days
(1 month)

60 days
(2 months)

Peak

a.m.

Area A
2)

25 30 25 30 25 30

Area B
2)

30 30
10 15 20
25 30

Note 30

p.m.

Area A
2)

15 20 15 20 20

Area B
2)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Note 20

Non
peak

Day

Area A2) 10 15 20 15 20 20 25

Area B2) 20 25
10 15 20
25 30

15 20

Note 20

Night

Area A
2)

30 30 25 30

Area B
2)

25 30 25 30
10 15 20
25 30

Note 30

오  첨두의 분석 결과는 분석 기간이 30 km/h를 임

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타냈

다. 오후 첨두의 경우 부분의 분석 기간이 20 km/h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타

냈다. 간 비첨두의 경우 부분의 분석 기간이 20 km/h

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를 나

타냈다. 야간 비첨두의 경우 부분의 분석 기간이 30 

km/h를 임계속도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결과

를 나타냈다. 이를 분석기간 설정에 따른 표 임계속

도 값으로만 정리하여 [Table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11. Threshold speed of IOC for the evaluation 

period

Highway type Evaluation time period
Critical speed
(unit: km/h)

Arterial

Peak
a.m. 25

p.m. 20 

Non peak
Day 20

Night 25

collector road

Peak
a.m. 30

p.m. 20

Non peak
Day 20

Night 30

1) A comparison period should be longer than a day

나. 혼잡강도 기반 축단위 신호운영 개선 검증

혼잡강도 지표의 의미인 교차로의 혼잡 정도를 악

하기 하여 ESPRESSO를 이용해 앞서 분서된 임계속

도  20km/h 수 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2]

는 신 로 사  사후 14일간의 링크별 혼잡강도와 그 

차이를 나타낸다.

Table 12. Comparison of IOC of link pre-post 

update(Shinchon)

Division Before 
update
(14 Days)

after 
update
(14 Days)

IOC 
DifferenceDirection ID

Approach 
bound

Up-
stream

H’ Northeast 0.13 0.12 -0.01

E’ East 0.90 0.90 -0.00

A’ East 0.40 0.40 -0.00

F’ East 0.64 0.59 -0.05

C’ East 0.76 0.72 -0.04

D’ East 0.86 0.84 -0.02

G’ Southeast 0.01 0.02 0.01

Down-
stream

A’ West 0.95 0.95 -0.00

F’ West 0.30 0.28 -0.02

C’ West 0.70 0.67 -0.03

D’ West 0.69 0.65 -0.04

G’ Northwest 0.67 0.65 -0.02

B’ Northwest 0.65 0.63 -0.02

하행 방향의 굴 방다리 교차로 서향 근로의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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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0.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 으

로 이번 신호운  개선을 통해 혼잡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역 동향 근로의 경우 혼잡강도가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천동삼거리의 경

우 혼잡강도가 0.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신 로 개선 후 링크별 혼잡강도 수 에 따라 색상을 

시계열로 표 한 것이다.1

Fig. 9. Level of IOC of link pre-post update(Shinchon)

B’, E’, H’ 링크는 간선도로에 속하는 링크로 1개 결

과 값만 표기되나 나머지 링크는 상행과 하행으로 2개

의 결과 값으로 표기되었다. 가운데에 있는 검은 색 선

을 기 으로 좌측은 개선 , 우측은 개선 후를 나타낸

다. [Fig. 9]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 기차역 입구와 아

교차로가 어두운 색상이 많이 나타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기차역의 경우 오  시간 에 혼

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아 교차

로의 경우 오후 늦은 시간 에 혼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3]은 강남 로 사  

사후 14일간의 링크별 혼잡강도와 그 차이를 나타낸다.

1) 흰색에 가까운 경우 소통 좋음, 어두운 색에 가까울 경우 소통 어려

움

Table 13. Comparison of IOC of link pre-post 

update(Gangnam)

Division Before 
update
(14 Days)

after 
update
(14 Days)

IOC 
DifferenceDirection ID

Approach 
bound

Down-
stream

K Southeast 0.31 0.30 -0.01

A South 0.52 0.50 -0.02

B Southeast 0.49 0.50 0.01

L South 0.62 0.61 -0.01

E Southeast 0.36 0.34 -0.02

H Southeast 0.36 0.34 -0.02

J South 0.15 0.17 0.02

G South 0.75 0.62 -0.13

N South 0.75 0.75 -0.00

C South 0.82 0.86 0.04

D South 0.77 0.78 0.01

M South 0.77 0.78 0.01

F South 0.78 0.78 -0.00

I South 0.62 0.6 -0.02

Up-
stream

A Northwest 0.30 0.31 0.01

B Northwest 0.48 0.51 0.03

L North 0.22 0.16 -0.06

E North 0.78 0.78 -0.00

H Northwest 0.45 0.51 0.06

J Northwest 0.45 0.51 0.06

G North 0.70 0.68 -0.02

N North 0.96 0.96 -0.00

C North 0.74 0.78 0.04

D North 0.80 0.80 -0.00

M North 0.65 0.68 0.03

F North 0.65 0.68 0.03

I North 0.72 0.71 -0.01

상행 방향의 우성아 트 앞 사거리 북향 근로의 혼

잡강도가 0.9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

으로 이번 신호 운  개선을 통해 혼잡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재역과 서 구민회 (보)의 북

향 근로의 경우 혼잡강도가 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뱅뱅사거리의 남향 근로의 경우 혼잡강도가 

0.13 감소한 것으로 혼잡이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강남 로 개선 후 링크별 혼잡강도 수

에 따라 색상을 시계열로 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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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evel of IOC of link pre-post update(Gangnam)

K 링크는 간선도로에 속하는 링크로 1개의 결과 

값만 표기되었다. [Fig. 10]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개

발원 입구와 우성아 트 앞 사거리가 어두운 색상이 많

이 나타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 

입구의 경우 오  첨두시, 오후첨두시에만 혼잡이 높게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성아 트 앞 사거

리의 경우 심야시간 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에서 

부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과거 수동 이고 인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교통신호 운  리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5분단

 속도자료를 이용한 도시부 단속류에서의 혼잡강도 

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장에서 활용할 경우, 독립교차로 

단 의 신호운  리를 떠나 교차로의 운  상태를 활

용한 네트워크 단 의 역 인 교통류 흐름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신호운 인 에서 

리자가 직 인 조사에 따른 리가 아닌 체계 인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운 자의 부담이 어들 것으로 기

한다. 특히 교통공학  에서 도시부 내의 교차로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를 통해 선지 인 신호 운  한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도로  부도로의 가 치

와 임계값에 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정확한 혼잡

강도 분석에 해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시간  제약 

상 검증에 사용된 표본수가 많지 않았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과 같이 각 도로가 갖고 있

는 특성과 도시부  지방부의 지역  특성 그리고 첨

두시와 비첨두시의 특성을 반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앞서 [Table 11]에서 언 한 

표 임계속도는 강남권, 강북권 4개 축 표본을 사용하여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표 임계속도를 실제 다른 

지역에 용되었을 때 용 가능성에 한 분석이 필요

하다. 혼잡강도 기반 축단  신호운  개선 검증에서 

축단  교차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  간 연계나 

향에 해 고려될 필요성이 있었다. 빅 데이터를 이

용한 분석을 수행할 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결과

에 큰 향을 미쳤다. 이를 해 특이치를 고려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확성과 신

뢰성을 해 체계 인 장 리가 보장되어야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호 교차로 운 에 있어 상기 제시한 한

계 들을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한다면 최  혼잡강도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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