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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램과 일반차량의 통합신호운영을 위한 트램 우선신호 알고리즘의 개발과 시험
선을 이용한 효과평가를 수행하였다. 도시부 간선도로에 중앙트램 전용궤도가 설치되는 상황을 고
려하여 트램 우선신호로 Early Green, Green Extension 알고리즘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1.5km 규모의 트램 시험선에 4개 신호교차로를 구축하여 트램 우선신호의 운영효과를 평가하였
다. 트램 우선신호 운영에 따라 트램 지체는 미운영시 대비해 평균 76% 까지 개선된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일반차량 지체는 평균 9%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트램과 일반차량의 재차
인원을 고려한 사람당 지체는 23% 감소하였으며, 우선신호 운영으로 트램과 일반차량의 개별 탑
승자 관점에서의 지체는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Keywords | 트램, 우선신호, 시험선, 평가, Early Green, Green Extension

[영문요약]
In this study, the tram signal priority algorithm for integrated operation of tram
and general vehicles was developed and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tram test-rail. As active tram signal priority algorithms for median tram rail
of urban arterial, Early Green and Green Extension techniques were developed. We
built a tram test-rail of 1.5 kilometer-long and four virtual signal intersections.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tram delay has been improved by an average of 76% and
the person delay considering the number of occupants of trams and general vehicles
has been reduced by an average of 23%.
| Keywords | Tram, Priority, Test-Rail, Evaluation, Early Green, Green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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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선행 연구 고찰

트램 우선신호는 재차인원이 많은 대중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신호 운영전

통에 대해 신호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권을

략 및 효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

부여하기 위한 신호운영 전략에 해당한다. 대

였다. 첫째, 트램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기법을

중교통 우선신호는 1960년대 영국 등 유럽,

확인하였다. 트램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기법

1970년대 북미 지역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

은 Early Green, Green Extension, Phase

으며, 철길 건널목과 인접한 신호교차로에서

Insert이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철도차량의 안전한 교차로 통과를 위한

해당한다 [4-9]. Early Green 기법은 그림

Preemption 개념의 신호운영 전략이 주류를

1의 ①과 같이 대중교통이 적색시간 동안에

이루었다 [1, 2]. 이후, 1990년대부터 트램 및

도착하였을 때, 트램 신호를 정상상황 보다

버스에 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을 제공하기

일찍 시작하는 방법이며, 트램 진행신호를 앞

위한 Priority 개념의 신호운영 전략으로 발

당겨 트램의 신호교차로 지체를 줄이는 방식

전되어 왔다 [3, 4].

이다. Green Extension 기법은 그림 1의 ②

최근 국내에서는 위례, 대전, 수원, 판교 등

와 같이 신호를 연장하는 방법이며, 진행신호

다수의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일

를 연장해 트램의 신호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

환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트

록 하는 기법이다. 본 기법은 트램이 진행신호

램 도입에 앞서 트램 운영시스템 개발과 관련

종료 전 까지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

한 연구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용화, 자동차와

한 경우 유용한 우선신호 운영방식에 해당한

트램 교통신호 통합운영기술 개발 등의 연구

다. Green Extension은 Early Green 대비

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도로교통과 철도교통

지체 감소 효과가 우수하나 발생가능 시간대

의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운영

가 Early Green 대비 짧아 발생빈도는 상대

기술개발이 수행된바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적으로 낮으나, 지체 감소효과가 우수한 특징

도시부 간선도로에서 도로 및 트램의 통합 신

이 있다. 능동형 대중교통 우선신호에서는 차

호운영을 위한 트램 우선신호 기술을 개발하

량의 검지, 우선신호의 요청 및 허용, 우선신

였으며, 트램 시험선에 구축된 가상의 신호교

호 구동 등 일련의 과정이 차례로 수행되며,

차로를 대상으로 우선신호 효과평가를 수행

대중교통이 검지되었을 때에 한해 조건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

우선현시를 제공하게 된다 [7]. 우선신호의 시

에 탑재될 수 있는 형태의 트램 우선신호 운영

간길이는 비우선현시의 승용차 지체 증가를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충북 오송의 한국

고려하여 최대 크기를 지정하여 적용하며, 일

철도시설공단 내에 구축된 1.5km 규모의 트

반적으로 10초 내외의 시간이 적용된다. 일례

램 시험선 상의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트램

로 Melbourne에서 운용되고 있는 SCATS에

우선신호에 대한 효과평가를 시행하였다.

서는 대중교통 현시 녹색시간의 확대를 위해
비우선현시의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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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며, Tronoto에서는 중요교차로는

도입 시 Early Green 및 Green Extension을

최대 30초, 비중요교차로는 최대 16초를 적

근간으로 하는 능동식 트램 우선신호 운영전략

용하고 있다 [6].

및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트램 우선신호의 효과평가 사례를 확인

또한, 국내에서는 트램 우선신호의 효과평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트램 도입에 앞서 대중

가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시험

교통 우선신호 기능을 탑재한 교통신호제어기와

선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요구됨을 확인하

도로교통 시뮬레이터 VISSIM을 연계한 형태의

였다.

HILS(Hardware-In-the-Loop-Simulation)
를 이용해 트램 우선신호 시뮬레이션 평가를 시
행된바 있다. 수원시의 트램 도입 대상 도로를

Ⅲ. 트램 우선신호 알고리즘

이용한 효과평가에서 우선신호의 적용으로 트램
지체가 평균 35%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본 연구에서는 트램 우선신호 기법 중

있다. 국외 연구로 UITP의 보고에 따르면, 표

Green Extension, Early Green 기법을 알

1과 같이 런던, 오클랜드 등 다수의 도시에서 우

고리즘 형태로 개발하였다. 트램 우선신호를

선신호의 적용으로 10% 내외의 대중교통 정체

위한 검지기 체계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교차

개선 효과가 확인된바 있다 [8, 9].

로 150m 전방에 트램 우선신호를 요청하기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국내 트램 우선신호

위한 진입부검지기와 교차로 진출부에 트램

<표 1> 대중교통 우선신호 관련 효과평가 사례
도시 / 국가
Aalborg / Denmark
London / UK
Auckland / New Zealand
King County / USA

우선신호 적용
교차로
51
3,200
174
28

① Early Green

대중교통 차량대수
249
8,000
734
1,400

지체절감 효과
(sec/transit/intersection)
5.8
3-5
11
25-34%

② G reen E xten sion

[그림 1] Early Green과 Green Extension 기법의 적용 과정(자료: K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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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출부 검지기



     

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현시로 정의하였으며, 비우선현시의 여유녹
정하도록 정의하였다.
Green Extension 기법은 그림 3의 ①과
같이 우선현시의 녹색시간 종료직후에 트램
이 교차로에 도착하는 경우 구동된다. 이때

 

 

 



    

같이 1현시를 우선현시로 2~4현시를 비우선
색시간에서 우선현시를 위한 신호시간을 산





 

(2)
(3)

이때 우선신호가 구동되는 조건에서 비우
선현시의 신호시간  는 수식 (4)에서와 같이
정상 녹색시간  에서 우선신호  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된다. 이때 비우선현시
의 녹색시간 감소량을 결정하는  의 감소비

수식 (1)과 같이 트램의 진입부 검지기 검지시

율  의 합은 수식 (5)와 같이 1.0이 되며, 우

각  , 검지기부터 정지선까지 통행시간  ,

선신호 구동에 따른 조정된 비우선현시의 녹

우선현시 녹색시간  , Extension의 최대 시

색시간은 수식 (6)과 같이 녹색시간 범위에서

간  를 이용하여 Extension의 허용 및

결정된다.

종료 시간이 표현된다. Extension은 트램의




         

검지시각  가 우선현시 미제공시 트램이 교차



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시점인    에서부
터

최대

Extension

시간이

(4)



 

(5)

 ≤  ≤ 

(6)

 

더해진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구동

되도록 정의하였다.



Early Green 기법은 그림 3의 ②에서와
같이 차량의 검지시각  가 수식(7)과 같이



   ≤  ≤          
   ≤  ≤  
 ≤  

(1)

Green Extension의 구동가능 시간이 종료
된 이후를 의미하는      에서부터

Green Extension을 위해 제공 가능한 최
대시간  는 수식 (2)와 같이 주기  에서
우선현시의 녹색시간  과 비우선현시의 최
소녹색시간  , 황색시간  를 제외한 여
유녹색시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Green Extension을 위한 적정 우선신호 길
이  는 수식 (3)과 같이 트램의 정지선 도착
예정시간       와 우선현시  간의
차이로 정의되며, 트램이 교차로를 무정차 통
과를 위한 시간에 해당한다.

녹색시간이 시작되는    의 범위에서 구
동된다.



       ≤       
     ≤    
 ≤ 

(7)

Early Green을 위해 제공 가능한 최대 시
간  은 수식 (8)과 같이 비우선현시의 여
유녹색시간 합계로 정의되며, Early Green
은 적정 우선신호 길이 은 수식 (9)와 같이
주기길이에서부터 우선현시,  시점에 완료된
   현시의 신호시간, 현재 현시를 의미하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103

교통안전연구 제37권

 현시의 누적진행시간, 다음 현시를 의미하

로 가중치의 합은 수식 (12)와 같이 1.0으로

는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을 제외한 시간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신호를 위해 조정

차이로 정의된다.

된 비우선현시의 녹색시간은 수식 (13)과 같
이 정상 및 최소녹색시간 범위에서 결정된다.



     



   


 

 





        

    







(8)

도착하는 경우 우선신호는 구동되지 않는다.
(9)




     



  

   
     


   



  ≤
     

  


       






트램이 수식 (14)와 같이 녹색시간 내에 이





(11)



 

(10)

이때 트램이 검지된  시각 시점의  현시





 

(12)

 ≤  ≤ 

(13)

 



         

(14)

에서 도출 가능한 여유녹색시간은 수식 (10)
과 같이 현시 진행시각이 최소녹색시간을 경
과하지 않은 경우 여유녹색시간 전체를 이용
가능 하며, 최소녹색시간을 경과한 경우  현
시의  시간 까지 누적녹색시간  를 제외
한 녹색시간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때 우선신
호 제공 이후의 비우선현시의 녹색시간  는
수식 (11)에서와 같이 정상현시의 녹색시간에
서 Early Green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 녹색
시간 에 가중치  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이때 Green Extension에서와 동일한 경우

① 교차로 구조 및 검지체계 레이아웃

Ⅳ. 트램 시험선 및 가상교차로 구축
본 연구에서는 트램 우선신호 알고리즘에
대해 시험선 상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하는 효
과평가를 수행하였다. 충북 오송의 한국철도
시설공단 내에 설치된 1.3km 규모의 트램 시
험선 상에 그림 4와 같이 4개의 신호교차로를
구축하였으며, 우선신호 적용에 따른 트램의
교차로 통행 효율성, 정시성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시험선 상에 총 4개의 신

② 신호운영체계

[그림 2] 능동식 우선신호를 위한 교차로 운영체계의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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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reen Extension의 구동 조건

② Early Green의 구동 조건

[그림 3] Green Extension 기법의 적용 과정

호교차로에서 A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

같이 신호교차로에 정류장이 함께 운영되는

우 지선으로 분기하여 A, B, C, D 교차로를

경우에 해당하며, 교차로 B는 그림 6과 같이

차례로 경유하며, D에서 A 방향은 본선만을

트램 분기신호가 신호교차로 내에 운영되는

이용하여 D, B, A 교차로를 경유하는 운행경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교차로 C는 단일로 횡

로를 설정하였다.

반보도와 트램 정류장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트램 시험선 상의 신호교차로에는 국내의

에 해당하며, 교차로 D는 일반적인 신호교차

일반적인 도시부 간선도로 상황을 반영하기

로 형태로 정류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해 중앙트램 전용궤도가 설치되며, 일반차

교차로의 신호운영 조건은 그림 7과 같이

량을 위한 차로운영은 직진 3개 차로, 좌회전

주방향과 부방향 모두 직진, 좌회전 순서의

1개 차로를 적용하였다. 교차로 A는 그림 5와

일반적인 선직진 신호체계를 적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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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램 시험선 구조

① 교차로 구조

② 시험선상의 가상교차로 구조

[그림 5] 교차로 A의 기하구조

① 교차로 구조

② 시험선상의 가상교차로 구조

[그림 6] 교차로 B의 기하구조

① Intersection A

② Intersection B

[그림 7] 시험선 가상교차로의 신호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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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길이는 120초로 설계되었다. 트램 현시는

지체를 분석하였다. 또한 트램 및 일반차량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유사한 구조로 일반차량

지체를 평균한 교차로 차량지체와 재차인원

직진현시와 동시에 제공되는 형태로 정의되었

을 고려한 사람당 지체를 산정하였다.

으며, 트램 직진현시와 일반차량 직진현시를
1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트램 우선신호 적용에 따른 트램 효율성 관
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트램 지체는 그림 8의

트램 진행신호는 일반차량 직진 신호와 동

①과 같이 A에서 D방향이 우선신호 적용 전

일한 크기로 운영되며, 신호변환 시간을 10초

34초, 적용 후 9초, D에서 A 방향이 적용 전

로 적용해 트램의 가감속 조건이 반영되었다.

43초, 적용 후 9초로 방향별로 각각 74%,

시험선에서는 트램 궤도만 존재하나, 신호운

78%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트램

영은 그림 5, 6과 같은 교차로 설계조건을 고

통행시간은 그림 8의 ②과 같이 A에서 D 방향

려되어 트램 우선신호에 따른 일반차량의 신

이 우선신호 적용 전 341초, 적용 후 237초,

호시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D에서 A방향이 적용 전 203초, 적용 후 102
초로 방향별로 각각 30%, 50%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종점간 트램의 표정속도는 통

Ⅴ. 우선신호 효과평가

행시간의 변화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그림
8의 ③과 같이 A에서 D방향이 우선신호 적용

본 연구에서는 트램 시험선 상의 신호교차

전 10 km/h, 적용 후 14 km/h, D에서 A방

로를 대상으로 Early Green 및 Green

향이 적용 전 17 km/h, 적용 후 34 km/h로

Extension의 우선신호 적용에 따른 효과를

방향별로 각각 43%, 97% 개선된 결과를 나타

평가하였다. 트램 우선신호의 평균적인 효과

내었다. 트램의 교차로 정차율은 지체 15초

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로의 신호 주기 중 다양

이하는 무정차, 15초 이상은 정차로 판정하여

한 시간대에 트램이 도착할수 있도록 A 및 D

산정하였으며, 그림 8의 ④와 같이 A에서 D

교차로에서의 트램 출발시각을 조정하였다.

방향이 우선신호 적용 전 91%, 적용 후 34%,

교차로의 신호주기 120초를 15초 단위로 8개

D에서 A방향은 우선신호 적용 전 91%, 적용

시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시간대 영역 별

후 36%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로 2회 출발하여 총 16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

트램의 실제 주행궤적 정보를 이용하여 배

였다. 트램의 평가지표는 표 2와 같이 트램,

차간격을 그림 9, 10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일반차량, 교차로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확인

15초 단위로 트램의 주행궤적을 확인하였다.

하기 위해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트램은 지체,

매 15초 단위로 출발한 트램을 5분 간격으로

통행시간, 통행속도, 교차로 정지비율의 지표

배치하여 우선신호 적용으로 인한 배차간격

가 적용되었으며, 시험선의 트램 주행 실측자

의 균일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트램 우선신호

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승용차의 경우

가 트램의 정시성 확보와 함께 트램 정류장의

우선신호 구동에 따른 신호시간 변화를 도로

승객관점에서도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

용량편람의 신호교차로 지체모형에 적용하여

용한 운영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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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효과평가 지표
①
②
트램
③
④
일반차량 ⑤
⑥
교차로
⑦

평가지표
트램 지체
트램 통행시간
트램 통행속도
트램 교차로 정차율
일반차량 지체
트램과 일반차량의 평균지체
트램과 일반차량의 사람당 지체

산정방 법
실측 통행시간 – 자유속도 통행시간
실측 통행시간
시험선 주행거리 / 실측 통행시간
교차로 정차횟수 / 교차로 통과횟수
신호시간 변화에 따라 도로용량편람의 지체모형 적용
트램과 일반차량의 차량 기준 평균지체
트램과 일반차량의 재차인원 기준 평균지체

① Delay

② Travel Time

③ Travel Speed

④ Stop Ratio at Intersection

[그림 8] 우선신호 적용에 따른 트램의 통행패턴 분석결과

[그림 9] 트램 우선신호 미적용 시 주행궤적 분석결과(A→D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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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트램 우선신호 적용 시 주행궤적 분석결과(A→D 방향)

① Intersection A

② Intersection B

③ Intersection C

④ Intersection D

[그림 11] 우선신호 적용에 따른 일반차량의 통행패턴 분석결과

일반차량 지체는 그림 11과 같이 교차로의

였으며, 전체 교차로 평균의 경우 9% 증가한

포화도 0.15 ~ 0.75까지 0.15 단위로 구분하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트램과 일반차량의

여 분석되었으며, 트램 우선신호로 인한 평균

교차로 지체는 우선신호 적용으로 4% 증가한

신호시간 변화를 적용해 도로용량편람의 신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트램의 재차인원을 고

호교차로 지체산정 방식에 따라 교차로 지체

려한 사람당 지체는 우선신호 적용으로 23%

변화를 확인하였다. 트램 우선신호의 적용에

까지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차

따라 일반차량의 지체는 교차로 A에서 5%,

량의 재차인원을 차량당 1.5인, 트램의 재차

교차로 B에서 7%, 교차로 D에서 17% 증가하

인원을 차량당 180인으로 적용하여 트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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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상황에서 재차인

의 지체를 추정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 1인당 지체를 분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우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트램 우선신호로 인한

선신호의 적용에 따라 트램과 일반차량을 모

일반차량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두 고려한 개별 탑승객 관점에서 지체가 감소

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선의 시험선을 대상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 실험이 이뤄져 한쪽 방향에서만 트램 우선
신호가 요청되는 실험 조건으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일반 노선버스와 보행자 까

Ⅵ. 결 론

지 고려한 사람당 지체를 분석하여 전체 도로
이용자 관점에서 트램 우선신호로 인한 영향

본 연구에서는 트램과 일반차량의 통합신

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트램

호운영을 위한 트램 우선신호의 전략개발과

우선신호로 인해 지체가 증가하는 부방향 이

시험선을 이용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동류를 위한 신호시간 보상과 관련한 분석이

도시부 간선도로에 중앙트램 전용궤도가

필요하다.

설치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트램 신호의 Early
Green, Green Extension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으며, 트램 시험선의 4개 신호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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