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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and V2X (Vehicle-to-Everyting) 

technology,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to reduce vehicle delay time and unnecessary stop-

and-go phenomenon at the urban signalized intersection. In particular, current urban networks,

in which the fixed-time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is dominant, can not reflect the real-time 

traffic situation in the signaling system. Even if the autonomous vehicle is commercialized, it 

could not exhibit its performance. At this time,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based on accurate real-time vehicl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V2I technology is 

developed, more efficient traffic signal control will be possible and it will affect not only traffic 

flow but also the performance of the V2X technology-equipped vehicles. Especially, when 

there is unnecessary waiting time for the emergency vehicle in the urban intersection, it may 

affect the travel time to reach the destination. In case of driving while leaving the lane for the 

purpose of shortening the travel time, it can threaten the safety of a patient and surrounding 

vehicles. At this point, if the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that detects the entrance of the 

emergency vehicle to an intersection through the V2I technology and gives the priority signal 

to the emergency vehicle is developed, the safer emergency vehicle operation could be guaran-

teed. In this paper, the change of traffic flow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is analyzed based on micro traffic information at single signalized intersection with V2I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 reinforcement learning model that expresses the optimum 

signal in real-time by learning the traffic information at the single signalized intersection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deep learning through the tensor flow. The performance of the deve-

loped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was verified through Vissim. The developed reinforcement 

learning model expresses a specific signal phase through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and 

expresses appropriate signal display in the changed network situation. The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develop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e system optimization in a 

complex road network and to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traffic flow. In addition, i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smart city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operated in the future V2X 

environment.

ARTICLE HISTORY

Received: 25 November 2020

Revised: 27 January 2021

Accepted: 23 March 2021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Korean Soc. Transp.

Vol.39, No.3, pp.329-344, June 2021

https://doi.org/10.7470/jkst.2021.39.3.329

pISSN : 1229-1366

eISSN : 2234-42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9 No.3 June 2021330

•Article• The Real-Time Signal Control System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considering Priority Signaling for Emergency Vehicle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priority signal, reinforcement learning, traffic signal control, v2i

초록

최근, 자율주행차량 및 V2X 기술의 개발에 따라 도심부 신호 교차로에서 차량의 지체시간과 불필요한 stop-and-

go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가 주를 이루는 현재의 도시 네트워크

에서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신호체계에 반영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량이 등장하여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을 

모두 발휘할 수 없다. 이 때, V2I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정확한 실시간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한다면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신

호제어가 가능하며 교통류 흐름뿐만 아니라 V2X 기술 탑재 차량의 성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도심

부 교차로에서 긴급 차량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존재할 경우 현장까지의 통행 

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해 차선을 이탈해가면서 운행할 경우 오히려 긴급 차량에 탑승한 

환자 및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 V2I 기술을 통해 긴급 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감지하고, 긴급 차량

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한다면 보다 안전한 긴급 차량의 운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V2I 기술 상용화를 전제로 단일 신호교차로에서 미시적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제어 체계의 변화에 

따른 교통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일 신호 교차로에서 이동류별 실시간 교통 정보를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최적 신

호를 표출하는 강화학습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의 성능은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터인 Vissim

을 통해 측정하였다. 개발한 강화학습 모형은 이동류별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특정한 신호를 표출하고, 변화된 네

트워크 상황에 적절한 신호 현시를 표출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를 통해 복잡한 도로 네트워크에서 

체계 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는 바탕이 되고자 하며, 교통류 흐름을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V2X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운영될 때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강화학습, 신호 제어, 우선 신호, 인공지능, V2X

연구배경�및�목적

최근,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목표로 V2X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V2X 기술

은 도로 위의 시설 및 차량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량 탑승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된다면 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자율주행차량이 될 것이다. 도심

부 신호교차로 등 단속류 교통 환경에서는 차량의 출발과 정지를 신호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신중한 신호 운영이 

요구되지만, 설치 ‧ 관리에 있어 용이한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교차로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효율적인 신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Google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인간과의 바둑 경기에서 승리함으로써 기계학습 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고 있다. 알파고의 핵심 알고리즘인 강화학습은 다른 기계학습 방법론과는 달리 빅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달성해야할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어(Sutton and Barto, 1998), 실시간으로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교차로 지체를 최소화하는 신호 운영 

체계를 개발시키는 학습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8년 1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푸르에 City Brain 솔루션을 적용하

였다. City Brain은 대규모 컴퓨팅 엔진을 기반으로 영상 및 이미지 인식, 데이터 마이닝 및 인공지능을 통해 도시 공

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Smart City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다. 특히, 쿠알

라 룸푸르의 AI 신호 제어 체계를 도입하여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대수 및 교차로까지의 접근 시간을 계산함으로

써 신호 시간을 최적화하여 단속류 흐름을 개선한다. 또한, City Brain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차량이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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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하는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Zhang et 

al., 2019).

끊임없이 빅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

한 문제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인 Vissim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강화학습을 실시하여 4지 교차로에서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하며, 특히 긴급차량의 접근이 감지될 경우 긴급차량을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적 신호를 표출하는 신

호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검토

1. 실시간�신호�제어�체계

Park and Jeong(2016)은 통행시간을 통해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포화도를 산정하는 프로세스

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루프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포화도 정보와 결합하여 신호시간을 산정하였다. 지점 검지의 문

제점을 구간 검지를 통해 극복하였으며, 비포화 및 과포화 상태에서도 원활한 신호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주기 길이 및 현시 녹색시간 배분의 변동은 가능하나 현시체계가 고정되어, 불필요한 이동류에 현시에 배분되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Lee(2017)는 평균 통행시간 정보를 통해 신호교차로의 방향별 평균 지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통량

을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방향별 평균 지체시간과 추정된 교통량을 통해 다음 분석주기에 예상되는 지체변화량

을 산정하고, 현시시간 및 주기길이를 조정하여 최적의 신호시간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초 정보로 사용하

는 평균지체시간이 5분 간격으로 수집되므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더욱 짧은 시간간격의 정보를 사용한다면 더욱 

정밀한 신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Han et al.(2016)은 V2X 환경에서 수집되는 교통정보인 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이용하여 주기, 현시, 현시 순서

를 결정하는 신호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로 단순히 정지하고 있는 차

량의 대수를 통해 산정한 정지지체 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제어 지체 등을 고려하지 못해 정밀한 운영이 불가능하

다는 한계점이 있다.

Alvarez et al.(2007)은 교차로에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비협력 게임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두 개의 일방통행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두 행위자가 -Nash 평형을 찾아 각각의 도로의 대기행렬 길이를 최소화하려는 방법론

이다.

James and Daniel(1997)은 도로 네트워크 상의 교통량을 통해 근사시킨 각 교차로의 대기행렬 내 차량 수 및 주

기 당 도착 교통량, 이전 최적 신호 전략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여 9개의 신호 교차로를 최적화

하였으며, 기존 고정식 신호 제어에 비해 도로 네트워크 내 평균 차량 대기시간에 10%의 감소가 있었다.

Jan-Dirk et al.(2007)은 fuzzy logic 알고리즘의 membership function을 유전자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 유전

자 정보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신호제어를 위한 최적 파라미터의 탐색에 이용하였다.

Lee and Lee(1999)는 검지기를 통해 교통량 정보를 수집하여 현시 순서 및 시간을 최적화하는 퍼지 이론을 적용

하였으며, 차량의 평균 지체시간을 최소화하는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를 모의 네트워

크에 적용한 결과, 감응형 신호 체계에 비해 균일 교통량 상황에서는 3.5%에서 8.4%, 교통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는 4.3%에서 13.5%의 지체 시간 개선이 이루어졌다.

Jian et al.(2011)은 신호 제어의 효율성과 교차로의 공평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2단계로 이루어진 퍼지 논리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가 감응형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낮은 차량 

당 지체 시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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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ming et al.(2009)은 도심부 신호제어를 위해 Multi-objective Discrete Differential Evolution(MDDE)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신호 현시 및 주기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도심부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차량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Choy(2006)는 complex hybrid evolutionary fuzzy NN을 이용한 계층적, 분산적 다중 행위자 기반 신호 제어 체

계를 개발하였으며, 각각의 행위자는 fuzzy 시스템의 추론 가능성과 인공 신경망의 학습 가능성을 통해 독립적인 실

시간 의사 결정을 내린다. 또한, 행위자의 인지 과정은 실시간 강화학습을 통해 조정되었다. 게임 이론은 다중 행위

자 강화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기여하였으며, 게임 도중 학습하는 원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다중의 행위자의 

보상치 최대화에 대한 이론이다.

Cheng et al.(2006)은 CoSign이라는 평행 연동 신호 방법론을 적용하여 게임 도중 Nash 평형을 계산하며, 각 의

사 결정자는 신호 지속시간을 제어하는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시뮬레이션은 Michigan주 City of Troy의 75개 신호 

교차로에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현실 세계로의 확장이 가능함을 보였다.

2. 강화학습을�이용한�신호�제어�체계

Baher et al.(2003)은 Q-학습을 이용하여 독립 교차로에서 강화학습을 사용한 신호제어 체계의 이점을 소개하

고, 간단한 네트워크에서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현시로 구성된 간단한 네트워크에서 Q-학습을 구현

하여 최적 신호를 표출하는 신호체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교차로 네트워크에

서는 정밀한 신호 현시의 구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존재한다.

Chen et al.(2009)은 강화학습 및 적응 동적 프로그래밍 기반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여 고정식 신호 제어 체계

를 통해 도출한 최적 제어전략에 비해 상당한 차량 지체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적응 동적 프로그래밍만을 적용한 

강화학습 방법론은 기존 강화학습 방법론에 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상태에 대한 

까다로운 수렴 조건 및 긴 계산 시간을 보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lise van der(2016)는 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하여 독립 교차로 및 연동 교차로에 

대한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교차로가 단순히 모든 방향에 대해 직진 1차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교

차로의 상태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 차량의 위치를 0 또는 1로 나타내는 이진 위치 행렬(Binary position matrix)로 

나타내어 교차로의 형태가 복잡해졌을 때에는 실제적인 적용이 힘들 수 있다.

Enrique and Pradeep(2000)은 다중 행위자를 통한 모형 기반 강화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개의 신호 교차로

를 각각의 행위자가 제어하며 다른 행위자와 교통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동을 거쳐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

는 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기존�연구의�한계점�및�본�연구의�차별점

기존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 연구에서는 정보 수집 간격, 지체 산정 방안 등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간단한 교차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신호 현시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교차

로 네트워크에서는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향의 접근로

에서 각각 좌회전, 직진, 우회전 이동류가 접근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고, 차량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수집하

는 모듈을 개발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지체시간을 연속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는 예측값이 아닌 시뮬레

이션 상의 실측값이 실시간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신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강화학습을 이용한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 연구는 행위자의 빠른 학습을 위한 학습 파라미터 설정 등에 치중

되어 있어 적절한 학습 목표 설정에 한계점을 보였다. 신호 운영 교차로의 효과척도는 차량의 지체시간으로, 강화학

습에서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상치 또한 차량의 지체 시간을 비교하여 산출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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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차량 정보를 입력값으로, 교차로 네트워크의 지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 현시

를 출력값으로 하는 강화학습 모형을 포함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강화학습 모형은 신호 현시 표출 전후의 

지체 시간을 비교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Alibaba Cloud의 City Brain과 같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긴급 차량의 네

트워크 진입을 파악하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모듈을 추가하였다. 앞서 설명한 교차로의 지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강화학습 모형은 교차로 네트워크 내 긴급차량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작동하며, 긴급차량이 진입하면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모듈이 작동을 시작한다.

연구�방법론

1. 모형�구축

1) 알고리즘�개발

실시간 신호제어를 위해 Python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게 5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의 전반적인 구성은 Figure 1과 같다.

먼저, VissimEnv 모듈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초기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불러오고 랜덤 시드(Random Seed)

를 초기화한다.

Vissim 모듈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함수와 변수를 정의하며, 차량 정보 수집 함수, 각 이동류별 지체시간 산정 

함수, 신호 변경 함수 및 시뮬레이션 실행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긴급 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 부여를 위해 긴

급 차량의 네트워크 진입 인식 및 긴급 차량의 희망 경로 정보를 수집하는 함수를 설정하여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

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Simulation 모듈에서는 VissimEnv 모듈에서 불러온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차량 정보 수

집 함수 및 각 이동류별 지체시간 산정 함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현시를 바꾸며, 달라진 지체시간을 

토대로 보상을 산정한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긴급 차량 유무에 따라 DDQN 모듈과 Emergency 모듈의 작동이 

선택된다.

Figure 1. Flow chart of modules for real time sig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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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네트워크 내 긴급 차량이 없을 때 작동하는 DDQN 모듈에서는 Double Deep Q Network를 구성하고 학

습 파라미터를 정의하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최적 신호 현시를 예측한다. 반대로 긴급 차량이 존재할 때는 

Emergency 모듈이 작동하여 긴급 차량의 희망 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경로와 조합 가능한 이동류 중 가장 높은 지체 

시간을 갖는 이동류와 조합하여 신호 현시를 선택하고 우선 신호를 부여한다.

정해진 학습 시간이 끝나면 학습된 행위자가 단독으로 신호 운영을 실시하며, 검증 시뮬레이션동안 얻은 보상치

를 토대로 행위자의 점수(Score)를 산출한다.

2) 강화학습�방법론을�이용한�Double Deep Q Network(DDQN) 모듈

강화학습은 행위자(Agent)가 환경(Environment)의 상태(State)를 인식하여 특정한 행동(Action)을 취하고 그 결

과로 달라진 미래 상태 및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Reward)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보상을 최대화하

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한다(Sutton and Barto, 1998).

강화학습의 한 종류인 Q-학습에서는 주어진 상태 에서 어떤 행동 전략 에 속하는 행동 를 취했을 때의 가치

인 기대 보상치를 추정하게 되며, 환경의 역학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상태-행동쌍가 무한히 많을 경우, 시뮬레

이션을 통한 표본 추출을 사용한다. 행위자가 경험한 상태-행동쌍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치가 저장되며, 연속

적인 상태 에서의 기대 보상치  는 지도학습을 통해 Q-함수에 대한 함수 추정으로 행위자에게 학습된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기대 보상치의 편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동의 기대 보상치를 예

측하는 평가 함수와 최적 행동을 선택하는 조정 함수(선택 함수)를 분리하여 최적화를 실시하는 Double Q-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Double Q-학습은 와 라는 두 가지 Q-함수를 사용한다. 두 함수 모두 평가 함수와 조정 함수를 포함하고 

같은 문제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지만, 두 함수에 저장되는 상태-행동쌍과 이에 따른 보상치의 집합이 서로 다르

고 하나의 Q-함수를 갱신할 때 반대편 함수로부터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과대 추정과 같은 편향을 줄일 수 있다

(Van Hasselt et al., 2016).

한편, 기존의 Q-학습은 수렴 조건이 까다롭고 지체 시간과 같은 연속적 변수에서는 이에 따른 상태 표현과 상태-

행동쌍이 무한히 많아져 모든 행동의 기대 보상치 예측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Deep Q Network는 

Q-함수의 학습 시 딥 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Q-함수에 대한 함수 추정 시 빠르고 정확한 최적 

행동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Mnih et al., 2015). Double Q-함수의 갱신은 Equation 1, Equation 2와 같으며, 

Double Q-함수를 Deep Q Network의 손실 함수에 적용하면 Equation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rg
 (1)

← 
′ (2)

   arg
′ 


 (3)

여기서,  : 시간 에서의 상태

 : 시간 에서 취한 행동

 : 할인율을 포함한 미래 기대 보상치 함수

 : 보상치의 장기적/단기적 고려를 위한 할인율 변수

 : Q-함수의 함수 추정시 이용되는 파라미터

 : Q-함수의 갱신에 사용되는 학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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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함수()는 어떤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치()가 최대인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의 예측 보

상치와 실제 관측된 보상치의 차이를 나타내며, 최적화를 통해 손실 함수의 수치를 최소화하여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최대 보상치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강화학습에서 행위자의 학습 목표는 장기적으로 누적 보상치를 최대로 하는 것으로, 보상치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행위자의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보상치를 적

절하게 설정하여 행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환경의 상태 는 모든 이동류 중 가장 큰 평균 지체 시간을 보이는 

이동류의 평균 지체시간으로, 행동 는 표출할 신호 현시로 설정하였으며, 독립 신호교차로를 개선할 때의 주요 평

가지표가 차량 지체시간이므로 행위자의 행동 결정 기준이 되는 보상치 는 신호 현시 표출 후의 네트워크 상의 

이동류별 지체 시간의 변화량으로 설정하여 이 보상치를 최대화하는 최적 신호 현시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

라서 신호 제어 체계는 신호 현시 표출을 통해 개별 이동류의 지체 시간을 감소시키려고 하며, 그 결과 교차로 전체

의 지체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상태 와 보상치 의 설정은 Equation 4, Equation 5와 같다.

 max





  



 (4)

    (5)

여기서,  : 시간 에서의 상태

 : 이동류 의 각 차량

 : 각각의 이동류

 : 시간 에서 이동류 에서의 각 차량 의 지체 시간

 : 이동류 의 차량 대수

 : 시간 에서의 상태 에서 행동 를 취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치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신호 표출 이전 상태()와 표출한 신호 현시(), 보상치(), 신호 표출 이후 상태()

는 누적되었다가 일정 시뮬레이션 시간 이후 무작위로 추출되어 학습에 사용되며, 행위자는 추출된 정보를 일정 횟

수만큼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표출할 신호 현시를 결정한다. 선택 가능한 8가지 신호 현시는 Table 1과 같으며, 최종

적으로 8개의 신호 현시 중 1개의 신호 현시를 선택하여 표출한다. 또한, 지체 시간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흐름도는 Figure 2와 같다.

Table 1. Selectable traffic signal phase

Traffic signal phase

#1 (EB/WBTH) #2 (EBTH/LT) #3 (WBTH/LT) #4 (NB/SBTH)

#5 (SBTH/LT) #6 (NBTH/LT) #7 (EB/WBLT) #8 (NB/S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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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chart of system for minimizing delay time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행위자의 탐색과정(Exploitation & Exploration)을 위해 학습 초반에는 임의의 신호 현시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표출되어 이에 따른 보상치 목록이 구성되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확률로 행위자의 결정이 선택된다. 이를 

통해 어떤 상태에서 다양한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치 목록을 활용하여 최적의 행동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해

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신경망 구조 내의 임의의 노드를 일정 비율에 따라 학습에서 배제(Drop 

out)하여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상치에 할인율(Discount factor)을 적용하여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 간에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서 설정한 보상치는 지체 시간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며, 지체 시간을 많이 감소시킬

수록 다음 상태에서 높은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교차로 접근로에 정지하거나 대기하는 차량이 줄어드는 방향으

로 학습이 진행되며 신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보상치 설정은 강화학

습의 학습 척도로 타당할 수 있으나, 학습이 진행될수록 의도적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이를 한 

번에 처리하여 높은 보상치를 얻으려는 행위가 일어났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범위에

서 어느 정도 학습 속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휴리스틱 탐색을 통해 학습 파라미터를 조정하였다. 학습 과정 

및 시뮬레이션 수행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Parameters used for learning and conducting simulation

Parameter Description Value
max_episode Duration of simulation 1,200 (learning)

3,600 (validation)
e The parameter choosing probabilistically between the optimum traffic signal 

and the random traffic signal 



Learning_interval Learning interval 30

Times Learning duration 50

Batchsize Batch size to retrieve from accumulated data 10
Input_size Node size of input layer 8

Output_size Node size of output layer 8

Hidden_size Node size of one hidden layer 256
Hidden_number The number of hidden layers 4

Learning_rate Learning rate 0.001

Dropout_rate The proportion of drop-out nodes in learning 0.7
Discount Discount factor considering the future reward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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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차량�우선�신호�부여�모듈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를 위해 긴급 차량이 통행을 희망하는 경로가 포함되는 이동류에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

여하는 Rule-based 모듈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긴급 차량이 교차로 네트워크에 진입하면 긴급 차량의 희망 경로 정보를 수집한다. 동시에 실시간 신

호 제어 체계의 운영이 중지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부여 모듈을 통해 신호를 운영하며, 긴급 차량의 통행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희망 경로가 포함되는 이동류에 신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신호 현시는 2개이며, 이 중 

더 높은 지체 시간을 가지는 이동류 조합으로 구성된 신호 현시를 표출한다. 만약 긴급 차량이 교차로 네트워크를 빠

져나갔다면,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의 운영이 재개된다.

긴급 차량의 희망 경로와 조합 가능한 이동류 중 더 높은 지체 시간을 가지는 이동류에 현시를 부여하여 긴급 차

량의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되 교차로 네트워크의 지체 시간 또한 감소시키려 하였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

여 모듈의 작동(예)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Operation of emergency vehicle priority signaling module (example)

2. 시뮬레이션�분석의�범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을 통해 구현하였다. VISSIM은 

COM Interface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개발언어를 통해 직접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를 COM Interface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COM Interface 기능을 사용할 경

우, 시뮬레이션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집된 차량 및 네트워크 정보를 바탕으

로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여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어가 가능하다. 따라서 VISSIM을 이용하여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을 V2I 환경으로 가정하였다.

VISSIM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해 구성한 네트워크는 toy network이며 좌회전 전용차로를 포함한 4지 교차

로로, Figure 4와 같다.

북측/남측 방향 접근로는 2개의 직진차선, 1개 차선의 좌회전 포켓과 1개의 우회전 도류화 차선으로, 동측/서측

방향 접근로는 1개의 직진차선, 1개 차선의 좌회전 포켓과 1개의 우회전 도류화 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자에

게 주어지는 상태는 각 이동류별 총 지체시간으로 표현하였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이동류는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 방향당 직진과 좌회전 이동류로 구성되어 NBTH, NBLT, SBTH, SBLT, EBTH, EBLT, WBTH, WBLT 등 총 8

개의 이동류를 이룬다. 따라서 상태는 8개 이동류별 평균 지체시간으로 주어진다. 각 이동류는 각각 다른 교통량을 

가지며, 신호 운영 시 선택될 수 있는 신호 현시는 각 이동류 별 조합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화학습 모형의 학습을 

다양한 교통량 수준에서 실시하여 교통류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화학습 모형의 학습에 사용된 

접근로별 교통량 수준에 따른 좌회전, 직진, 우회전 교통량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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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etwork for conducting simulation

Table 3. Traffic volume of each movement flow in the network

V/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WB
(←)

LT 71 142 213 284 355 426 497 568 639 710

TH 98 196 294 392 490 588 686 784 882 980

RT 64 128 192 256 320 384 448 512 576 640
EB
(→)

LT 71 142 213 284 355 426 497 568 639 710

TH 87 174 261 348 435 522 609 696 783 870

RT 74 148 222 296 370 444 518 592 666 740
NB
(↑)

LT 71 142 213 284 355 426 497 568 639 710

TH 174 348 522 696 870 1,044 1,218 1,392 1,566 1,740

RT 74 148 222 296 370 444 518 592 666 740
SB
(↓)

LT 71 142 213 284 355 426 497 568 639 710

TH 174 348 522 696 870 1,044 1,218 1,392 1,566 1,740

RT 74 148 222 296 370 444 518 592 666 740

3. 비교�모형�설정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터 상에서 구현한 동일한 단일 교차로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와 

기존 전통적 신호 제어 체계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실험군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시간 신호 제어 체

계이다. 모형 2는 대조군으로, 신호 최적화 패키지인 Passer Ⅴ를 통해 대상 네트워크에 대해 도출한 최적 신호 현시

를 적용하였다. 두 모형의 실행 시간(에피소드), 교통량, 보상치 산정법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긴

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제어 체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체계를 모형 3

으로 설정하고 모형 1 및 모형 2와 긴급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의 평균 지체 시간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 강화학습�결과

Double Deep Q Network 강화학습 모형을 1,200회 동안 학습하였으며, 강화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다양한 교통량 수준에서의 학습 도중 교차로의 지체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통량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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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진행될수록 교차로 내의 지체 시간은 감소하여 안정적인 교차로 신호운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처음 

800회 동안의 신호 운영 결과 지체 시간과 나중 400회 동안의 신호 운영 결과 지체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마지막 400

회 동안의 지체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체 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V/S가 0.8-1.0에서는 지체 시간이 다른 교통량 수준의 지체 시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체 시간을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호 제어 체계의 교통량 수준별 지체 시간 변

화는 Table 4 및 Figure 5, Figure 6과 같다.

Table 4. Average delay time variation in learning process

V/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verage delay time 
(sec/veh)

2.28 2.53 2.89 10.50  8.13 19.78 21.28 55.81 137.72 126.60

Average delay time of 
first 800 learning times 
(sec/veh)

3.03 3.12 3.74 13.69 10.65 25.41 27.67 75.82 181.58 165.93

Average delay time of 
last 400 learning times 
(sec/veh)

0.80 1.35 1.18  4.11  3.09  8.53  8.49 15.80  50.01  47.93

Figure 5. Delay time variation in learning process

Figure 6. Delay time variation in learning process (every 100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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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간�비교분석�결과

1) 지체시간�비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체시간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를 대상 신호 교차로에 적용했을 때(모형 

1)와 신호 최적화 패키지인 Passer Ⅴ를 이용하여 도출한 신호 현시를 적용하였을 때(모형 2)에서 나타난 지체시간

을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았다. 동일한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신호를 운영했을 때 두 모

형의 평균 지체시간을 비교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교통량 수준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신호 제어 체계가 기존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 1을 통해 신호 교차로를 운영했을 때 각 교통량 수준별 지체 시간은 Figure 7과 같다. 모형 1은 V/S가 

0.7 까지는 낮은 지체 시간을 보였으나, V/S가 0.7을 초과하면 지체 시간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적절한 신호 운영

에 어려움을 보였다. 모형 2에서의 각 교통량 수준별 지체 시간은 Figure 8과 같다. 모형 2는 교통량 수준이 높아질

수록 대체로 높은 지체 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S가 0.8-0.9부터 지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7. Average delay time variation of Model 1

Figure 8. Average delay time variation of Model 2

다음으로, 모형 1과 모형 2의 각 교통량 수준별 지체 시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형 1은 모형 2에 비해 V/S가 

0.7까지는 낮은 지체 시간을 보였으나, V/S가 0.7을 초과할 경우 모형 1이 모형 2에 비해 높은 지체 시간을 보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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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통량 수준에서는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통량 수준이 

높을 때에는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낮은 교통량 수준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시

간 신호 제어 체계는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의 단점인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과 모형 2의 다양한 교통량 수준에서의 지체 시간 비교는 Table 5 및 Figure 9와 같다.

Table 5. Comparison between delay times of the Model 1 and 2

V/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Average delay 
time (sec/veh)

Model 1  4.28  5.53  9.73 15.47 20.21 33.66 38.75 57.59 67.59 87.35

Model 2 31.00 32.59 34.39 35.52 38.93 40.95 44.74 50.28 62.21 81.09

Figure 9. Comparison between delay times of the models

2) 긴급�차량�우선�신호�운영�결과

긴급 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제어 체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모듈이 포

함된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를 모형 3으로 설정하고 모형 1 및 모형 2와 비교하였다. 교통량 수준은 세 모형 모두 동

일하게 V/S가 0.5인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긴급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의 통행 시간 및 교차로의 평균 지체 시간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내용은 Table 6 및 Figure 10과 같다.

비교 결과, 모형 3의 긴급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의 통행 시간은 모형 1 및 모형 2에 비해 모두 짧았으며, 모형 1에 

비해서는 46.8%, 모형 2에 비해서는 22.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형 3의 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은 모

형 1에 비해 높았으나 모형 2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모형 3이 모형 1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긴급 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의 통행 시간을 보였으므로 긴급 차량에 대해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제어 체계는 긴

급 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도울 수 있으며, 모형 2에 비해 교차로 지체 시간이 낮아 기존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

계에 비해서도 어느 정도의 교차로 지체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Comparison between Models 1, 2, and 3

Model 1 Model 2 Model 3

Average travel time of emergency vehicle in intersection (sec) 19.04 39.56  8.91
Average delay time of ntersection (sec/veh) 20.21 38.93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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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verage travel time and average delay time of emergency vehicle in intersection

연구�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Double Deep Q Network(DDQN)를 이용하여 단일 신호 교차로에 대해 행위자의 단독 신호 운

영이 가능하도록 강화학습을 실시하였다. 강화학습 시의 목적은 교차로 네트워크 내 차량의 평균 지체시간의 최소

화였으며, 개별 차량의 정보는 VISSIM의 COM Interface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하였

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개별 차량의 정보를 이동류 별로 가공하여 강화학습 모형에 입력하였으며, 강화학습 모형은 

교차로 차량의 지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와 신호 최적화 패키지인 Passer V를 통해 도출한 신호 현시를 적용한 신호 제

어 체계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는 지체 시간 측면에서 개선된 신호 운영이 가능하였다. 

특히, 교통량 수준이 높을 때에 비해 교통량 수준이 낮을 때에 더욱 효율적인 신호 운영이 가능했으며 교통량 수준이 

높을 때에는 오히려 기존의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가 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 

고찰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호 제어 체계는 높은 평균 지체 시간을 보이는 이동류를 

포함하는 신호 현시를 표출하여 교차로 전체 지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많은 교통량이 교차로 네트워크에 

진입하게 되는 높은 V/S 수준에서는 기존에 형성된 차량의 대기행렬로 인해 새로운 차량이 도착하여 정지할 경우 

해당 이동류의 평균 지체 시간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최적 신호를 표출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V/S 수준에서는 지체 시간만을 통해 신호를 운영할 경우 교차로 네트워크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점

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강화학습 모형의 입력값으로 차량 대기행렬 길이나 포화도 등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을 보다 정

확히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체 시간 최소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반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모듈을 추가하여 운

영했을 때, 기존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어느 정도의 긴급 차량 통행 시간 감소 효과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모듈이 추가된 모형의 긴급 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간은 기존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 및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낮고, 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은 기존 정주기식 신호 제어 체계에 비해 낮아 긴급 차량

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교차로 신호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적용한 DDQN을 개선한 새로운 강화

학습 방법론을 제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모형의 학습을 도모하여야 한다. DDQN은 기존 실시간 신호 제어 체계와 

비교했을 때 해결 대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최적화가 가능하며, 기존 Q-학습에서의 기대 

보상치 예측의 편향 문제와 학습 시간의 단점을 각각 Double Q-학습과 딥 러닝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이다. 그러

나 강화학습 모형은 현재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DDQN을 개선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필

요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계량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면 교차로 지체시간 최소화에 있어 더

욱 효율적인 학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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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 파라미터인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한계점이 있었다. 딥 러닝의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는 격자 탐색

(grid search), 랜덤 탐색(randomized search),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입력값과 결과값이 단순해 직관과 경험에 기반한 휴리스틱 탐색을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휴리스틱 탐색은 개발한 모형을 적절하게 수행된다면 다른 방법론에 비해 빠른 학습 시간을 보일 수 있

으나, 학습 모형의 규모가 커지면 알고리즘 기반 탐색법이 정확도 면에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과 같은 알고리즘에 기반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학습 모델 간 성능

을 비교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면 모형의 학습 및 최적화에 있어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차로가 아닌 toy network에서 수행되었다. 비록 더욱 현실과 가까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Vissim에서 교차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나, 강화학습 기반 모형은 한 번 학습된 모형을 재사용하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하구조와 실제적

인 교통량 수준을 가지는 여러 실제 교차로 네트워크에서의 성능을 분석한다면 개발된 모형의 효과를 더욱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교통량을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실제 교차로 환경에서는 다양한 교통량 수준이 혼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현실에 가까운 분

석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높은 교통량 수준에서는 오히려 기존 정주기식 신호 운영 체계가 더 좋은 성

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S가 높은 상황에서도 지체 시간만을 입력값으로 설정하였고, 교차로의 상황

이 강화학습 모형에 정확히 전달되지 읺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지체 시간 외에도 차량의 대기행렬 길이, 통행 

속도, 포화도 등 단속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입력값을 추가로 조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차로 네트워크의 오염물질 배출

량 감소를 위한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 시간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치를 설정하고 

신호 제어를 최적화하였다. 그러나 지체 시간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상치 설정에 결합하여 학습을 진행

한다면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신호 제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

되는 차량 정보를 통해 교차로 네트워크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는 함수를 구축한 뒤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

화하되 지체 시간은 서비스 수준 C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도로 인프라를 이용할 때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량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지체 시간과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

다. 이들 차량이 시장에 도입된다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 및 V2X 기술 미탑재 차량과 혼재하여 도로 인프라를 이용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시장 점유율에 따른 신호 제어 체계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다면 

보다 정확한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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