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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MOS, a real-time signal control system developed in the 1990s, is an active way to resolve

traffic congestion and supports easing intersection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real-time 

traffic demand. However, due to safety and efficiency problems, most signalized intersections in

Korea operate as pattern-based fixed signal control based on TOD.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traffic pattern changes are occurring in real-time, the need for designing real-time signal control

strategies applicable to domestic infrastructure is increasing. Accordingly, in the research pro-

ject on the development of a smart signal operation system, a real-time signal control CAERUS

that supports the degree of saturation equalization of each vehicle movement using travel time 

history data developed. CAERUS supports cycle length increase, decrease and green time adjust-

ment based on the predicted demand volume.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image detection technology, calculating the degree of saturation of each vehicle movement in 

real time without separate historical data. Therefore, this study advanced CAERUS based on the

traffic demand collected using the latest image detection technolog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advanced CAERUS, a simulation environment was established for the Dogok-Daechi section of

Gangnam-gu, Seoul, where an image detector was install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AERUS

effectively improved the intersection communication situation while supporting the equalization

of delays in each vehicle m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ing demand volume compared to 

TOD. CAERUS design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delay improvement effect 

when operating at intersections with a large degree of saturation differences for each vehicle 

move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flexible signal control will be possible when 

expanding strategies considering right-turn mov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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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COSMOS는 1990년대 개발된 적극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으로, 실시간 교통수요에 대

응하여 교차로 소통 완화를 지원한다. 그러나 안전성 및 효율성의 문제로 국내 대부분의 신호교차로는 TOD 기준의 

패턴 기반 고정식 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교통 패턴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프라

에 적용 가능한 실시간 신호제어 전략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연구 과제에서는 통행시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각 이동류에 포화도 균등화를 지원하는 실시간 신호제어 CAERUS

를 개발하였다. CAERUS는 예측된 수요교통량을 바탕으로 신호주기 증가, 감소, 녹색시간 조정을 지원한다. 최근

에는 수준 높은 영상검지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별도의 이력자료 없이 실시간으로 이동류별 포화도 산정이 가능해

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신 영상검지 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한 수요교통량을 바탕으로 CAERUS의 녹색시간 조정을 

고도화하였다. 고도화된 CAERUS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영상검지기가 설치된 서울시 강남구 도곡-대치 구간

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CAERUS가 TOD에 비해 변화하는 교통량에 따라 각 이동

류의 지체 균등화를 지원하면서 효과적으로 교차로 소통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AERUS는 이동류별 

포화도 차이가 큰 교차로에서 운영 시 더욱 큰 지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우회전 이동

류를 고려한 전략 확대 시 더욱 탄력적인 신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CAERUS, COSMOS, 포화도 균등화, 영상검지기, 실시간 신호제어

서론

1900년대 후반 일반차량의 통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책으로 신신호시스템인 

COSMOS를 개발하였다. 이후 COSMO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안정성과 검치 체계에 대한 우려

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신호교차로는 고정식 TOD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TOD 운영 시 시간대

별 패턴을 고려하여 신호시간을 설계한다. 그러나 매시간대별 교통수요는 실제 계획 교통량과 상이한 경우가 많으

며 특정 이벤트로 교통수요 증가 시 불가피한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루프검지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인 COSMOS는 운영 시 중요 교차로의 경우 직진 및 좌회전 정지선 검지기, 대기

검지기, 앞막힘 검지기 등 많은 검지기를 요구한다. 또한, 루프검지기는 매설 시 도로를 재포장해야 하며 포장상태 

변형 시 검지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는 별도의 검

지기 없이 통행시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각 이동류의 포화도 균등화를 수행하는 CAERUS를 개발하였

다. CAERUS는 단일링과 이중링 체계에서 이동류별 녹색시간 비율을 고려하여 신호주기 증가, 감소, 녹색시간 조

정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수준 높은 다양한 차량 검지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특히 영상검지기의 경우 별도의 검지기 매설 없이 보

다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이동류별 통과교통량, 속도, 대기행렬, 점유율 등을 계측할 수 있다. 즉, 고도화된 영상

검지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실시간 신호제어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검지 기반 실시간 수요교

통량을 이용하여 기존 CAERUS의 녹색시간 조정 규칙을 바탕으로 조정 조건을 체계화하여 교차로 연동 체계를 유

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동류별 포화도 균등화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였다.

기존�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국내 인프라 환경에 도입 가능한 능동형 신호제어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실시간 신호제어에 관한 내

용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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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개발된 국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COSMOS(Cycle, offset, split, model of Seoul)는 서울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Seoul Metropolitan Police, 2002). COSMOS는 영국의 SCOOT, 호주의 

SCATS, 이탈리아의 UTOPIA, 미국의 OPAC 등의 실시간 신호시스템보다 다소 늦게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적합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였다(An and Lee, 2006). Baek et al.(2004)은 TOD 제어 방식의 신호교

차로로 인해 교통량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COSMOS를 적용하여 통행

속도와 대기행렬 길이를 개선하였다. Lee et al.(2003)은 과포화 시 COSMOS의 대기행렬 성장관리에 대한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미터링과의 병행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Song and Lee(2007) 또한 내부 미터링 전략을 이용하

여 과포화 시 네트워크 내 차량의 총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COSMOS

보다 더 나은 지체를 도출하였다. Kim and Kim(2019)은 교차로 단위 기준의 COSMOS 앞막힘 예방제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단위의 제어 전략을 개발하였다.

Byeon et al.(2007)은 운영자적 측면에서 COSMOS 실시간 신호운영시스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RC 운영의 경우 긴 횡단보도나 교통량 패턴 변동이 미미한 곳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좌회전 감응 제어의 경

우 횡단보도와 연계된 교차로, 좌회전 차량이 과다하거나 동시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부적절한 효과를 야기

함에 따라 해당 부문에 대한 알고리즘 기능 개선을 제언하였다. Kim and Kim(2016)은 교통조건, 기하구조 조건, 검

지기 설치 위치에 따른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포화도 추정 패턴을 분석하였다. 진단 결과 검지기가 모든 직진차로

에 설치되고, 공유차로가 포함되지 않고, 공유차로와 인접한 전용차로가 아닐수록 포화도가 안정적으로 추정되었

다. Park and Jeong(2016)은 COSMOS의 점유율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위해 통행시간 기반 

포화도와 루프검지기 포화도를 융합하여 신호시간을 산정하는 새로운 실시간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2019)는 교통정보 빅데이터 뱅크의 통행시간 자료를 이용해 예측한 수요교통량을 

바탕으로 실시간 신호제어를 수행하는 CAERUS를 개발하였다. CAERUS는 포화도 수준에 따라 신호주기 증가, 감

소, 녹색시간 조정을 지원하며, 녹색시간 조정 시 배리어와 상충 현시 간 포화도를 고려한다. 최근 객체 인식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루프검지기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검지할 수 있는 CCTV로 이동류별 수요교통량 

계측이 가능해졌다. Ahn(2022)은 교통 상황에 대응 가능한 신호제어 수행을 위해 영상검지 기반 실측 데이터를 이

용하여 통과교통량과 잔여교통량을 더한 신호주기 단위의 수요교통량 가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수요 추정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 잠재 교통수요로 잔여교통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녹색시간에서 적색시간 전환 시점에 검지영역

에 존재하는 해당 이동류의 차량대수를 잔여교통량으로 처리하였다.

기존 COSMOS는 수요교통량을 포화교통류율로 나눈 CDS 기준의 실시간 신호제어로, 신호에 의한 영향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호시간 업데이트 주기별로 녹색시간을 재산정함에 따라 주기별 녹색시

간 비율 변동성이 클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CAERUS는 통행시간 이력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DOS(Degree of saturation)에 따라 녹색시간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신호교차로의 소통 개선을 도모한

다. 최근에는 별도의 예측 과정 없이 영상검지기를 통해 각 이동류의 실시간 수요교통량 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영상검지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바탕으로 기존 CAERUS의 녹색시간 조정 규칙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CAERUS: Control Algorithm for Delay Reduction Using Travel Time

포화도 기반 신호시간 조정 알고리즘인 CAERUS의 흐름도는 Figure 1과 같다. CAERUS는 빅데이터 뱅크의 통

행시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예측한 수요교통량을 바탕으로 이동류별 포화도를 추정한다. 이후 각 포화도 수준에 

따라 신호주기 증가, 감소, 녹색시간 조정을 지원한다. 이때 녹색시간 조정은 배리어와 상충 현시 순으로 진행되며, 

최대포화도 위치 배리어에 +1초, 포화도가 높은 상충 현시에 +1초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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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ERUS flow chart based on travel time

고도화된�CAERUS: Control Algorithm for Delay Reduction Using Image Detection

본 연구에서는 기존 CAERUS의 녹색시간 조정 규칙을 바탕으로 2가지 측면에서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첫째, 포

화도 수준(state) 분할 구간을 체계화하였다. 기존 CAERUS의 포화도 수준은 경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0-0.49, 

0.5-0.79, 0.8-1.0, 1.0 이상을 각각 동일한 수준으로 그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rlok(1978)의 포화도별 서

비스 수준에 의거하여 0-0.44(LOS A, B), 0.45-0.84(LOS C, D), 0.85-1.0(LOS E), 1.0 이상(LOS F)을 각각 동일 

포화도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녹색시간 조정 알고리즘 내 최소녹색시간 검토 조건을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녹색시간 조정 시 두 배리어 간 최대포화도 차이가 기준값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배리어간 조정과 필수적

으로 발생하는 상충 현시 간 조정의 최소녹색시간 검토 조건을 이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상충 현시 간 조정 시 감소 

대상 현시가 최소녹색시간인 경우는 조정값을 0으로 처리하며, 배리어 간 조정 시 감소대상 현시가 최소녹색시간인 

경우는 상충 현시를 대상으로 최소녹색시간을 추가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세부화한 CAERUS의 흐름도는 Figure 2

와 같이 영상검지기를 통해 특정 주기 동안 이동류별 수요교통량이 수집되면 이를 이용하여 녹색시간 조정을 수행

한다. CAERUS는 포화도 균등화를 목적으로 4지 교차로 기준 8개 이동류의 개별적인 지체를 고려하여 녹색시간 조

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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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ERUS flow chart based on image detection

단일링(Single-ring) 기준의� CAERUS

특정 주기 동안 수요교통량 수집이 완료되면 CAERUS가 활성화됨에 따라 배리어 간 녹색시간 조정이 실행된다. 

4지 교차로 기준 각 접근로별 좌회전, 직진 8개 이동류 중 한 이동류의 포화도가 0.85 경우 배리어 간 조정이 활성화

된다. 활성화는 Morlok(1978)의 불안정한 교통류 수준을 나타내는 포화도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각 배리어 간 

최대포화도 차이가 0.3 이상인 경우 최대포화도가 큰 배리어에 1을, 작은 배리어에 -1 값을 부여한다. 배리어 간 조

정 조건은 Equations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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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gree of satu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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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rier adjustment time (sec)

상충 현시 간 녹색시간 조정 시 상충 현시 간 수준이 동일한 경우 Equation 3과 같이 녹색시간을 조정하며, 상이

한 경우 Equation 4를 기반으로 한다. 상충 현시 간 녹색 시간 조정 시 감소 대상 현시가 현재 최소녹색시간인 경우 

Equation 5와 같이 두 현시 조정 시간 변수(

)에 모두 0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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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Minimum green time (sec), ∀   

상충 현시 간 조정이 완료되면 배리어 조정 유무에 따라 현시별 최종 녹색시간이 결정된다. 두 배리어의 조정 시

간(bar1, bar2)이 모두 0인 경우에는 추가 실행 없이 CAERUS가 종료되며, 배리어 조정이 있는 경우 감소 대상 배리

어의 최소녹색시간 검토가 활성화된다. 이때 배리어 조정 값은 증가 대상 배리어인 경우 해당 배리어 내 최대 포화도

가 위치한 현시에 +1초, 감소 대상 배리어인 경우 최소포화도가 위치한 현시에 -1초를 더한다. 배리어 조정에 따른 

감소 대상 현시가 최소녹색시간 조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충 현시에 -1초를 부여한다. 만약 상충 현시 또한 최소녹색

시간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배리어 간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각 현시별 녹색시간은 CAERUS 시행 전보다 최대 2

초까지 차이가 난다. CAERUS 시행 시 교차로별 사전 설정된 offset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도로 직진 현

시를 1번 현시로 설정하였다. 주방향이 EB-WB 방향인 경우 단일링 체계에서 CAERUS의 각 현시별 이동류와 변수

들은 Figure 3과 같이 형성된다.

Figure 3. Single-ring phase system in CAERUS

이중링(Dual-ring) 기준의� CAERUS

이중링 체계에서 CAERUS 운영은 단일링과 유사하나 오버랩 현시가 허용됨에 따라 8개 이동류의 개별적인 포화

도를 고려하여 녹색시간 조정이 실시된다. 배리어 간 조정은 각 배리어 내 최대포화도 현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단

일링과 동일하다. 각 현시 내 2개 이동류 중 더 큰 포화도를 보이는 이동류를 기준으로 상충 현시 간 녹색시간 조정

이 이루어진 단일링과 달리 이중링의 경우 Equations 6-8과 같이 ring 별로 상충 현시 간 조정값이 결정된다. 이후 

배리어 조정 유무에 따라 최소녹색시간을 고려한 후 최종 확정된 이동류별 녹색시간을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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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링의 경우 Figure 4와 같이 8개 이동류를 대상으로 CAERUS가 시행됨에 따라 각 이동류의 개별적인 지체를 

고려한 효율적인 녹색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Figure 4. Dual-ring phase system in CAERUS

시뮬레이션�분석�및�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상검지 기반 실시간 수요교통량을 이용하여 CAERU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영상검지기가 설

치된 서울시 강남구 ‘도곡-대치’구간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였다. 수요교통량은 Ahn(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동류별 통과교통량과 잔여교통량의 합을 30분 단위로 가공한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곡-대

치 구간은 평일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 사이에 이동류 별로 유사한 교통량 분포를 보임에 따라 분석 시간을 현황 

신호 TOD 계획을 기준으로 패턴 1(07:00-10:00), 패턴 2(10:30-13:30), 패턴 3(17:00-20:00)으로 분할하였다.

시나리오는 진입 교통량의 변동성에 따라 2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분석 시간 동안 진입 교통량

이 일정한 경우로 패턴별 초기 30분 단위 수요교통량을 네트워크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요교통량 30분 단위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상에 30분 단위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변동되도록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CAERUS의 포화도 균등화 진행 여부 파악을 위해서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변화

하는 수요교통량에 따라 CAERUS가 효율적으로 신호 제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 시 교통 시뮬레

이션인 VISSIM을 이용하였으며, 초기 40분 동안 네트워크에 교통량 유입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4지 교차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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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이동류만을 고려하기 위해 도곡역 교차로와 대치역 교차로의 우회전은 모두 0대로 처리하였다. CAERUS 운

영 시 COM interface를 이용해 3주기 단위로 녹색시간을 업데이트하였다. 시나리오별 교차로 지체는 VISSIM에 설

치된 검지기를 통해 얻었으며 이동류별 수요교통량과 포화도는 COM interface를 통해 산정하였다.

CAERUS의 포화도 균등화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패턴 2에서 현시 운영 체계별 8개 이동류의 포화도를 나타

낼 경우 Figure 5와 같다. 대치역과 달리 이동류별 포화도 차이가 큰 도곡역은 CAERUS 운영 시 포화도 균등화가 효

율적으로 수행되었다.

Figure 5. Degree of saturation by vehicle movements in pattern 2

분석 시간 동안 진입 교통량이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각 신호 패턴별 교차로 지체는 Table 1과 같다. 대부분의 교차

로에서 TOD 운영에 비해 CAERUS 운영 시 교차로 지체가 개선되었다. 이는 CAERUS가 포화도 균등화를 목적으로 

녹색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이동류별 포화도 편차가 큰 교차로일수록 교차로 지체 감소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유사할

수록 효과가 감소하거나 지체가 소폭 증가하였다. 패턴 2의 대치역의 경우 단일링과 이중링 운영 시 모든 이동류의 

포화도 단계가 유사하여 배리어 간 조정은 일어나지 않으나 패턴 1에 비해 이동류별 포화도 편차가 커 CAERUS 적용 

시 교차로 소통상황이 개선되었다. 도곡역에서 단일링 체계 신호 운영 시 Figure 6(a)에서와 같이 8개 이동류 중 EBL, 

WBL, NBL이 전반적으로 높은 포화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CAERUS 운영 시 Figure 6(b)에서와 같이 시간이 경과

될수록 해당 이동류가 위치한 현시 시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링 체계에서 도곡역의 경우 또한 CAERUS 

시행 시 Figure 6(c), (d)와 같이 포화도가 높은 EBL, WBL, NBL 이동류의 녹색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포화도가 낮은 EBT, WBT, SBL, SBT 이동류의 녹색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Intersection delay in scenario 1

Signal TOD pattern Phase system Intersection
TOD

(sec/veh)
CAERUS
(sec/veh)

Improvement rate
(%)

Pattern 1 (07:00-10:00) Single-ring Dogok 89.9 72.2 19.6%

Daechi 51.7 51.6 0.2%

Dual-ring Dogok 90.1 67.7 24.8%

Daechi 52.0 52.5 -0.9%

Pattern 2 (10:30-13:30) Single-ring Dogok 386.4 353.7 8.4%

Daechi 308.1 270.0 12.4%

Dual-ring Dogok 531.4 449.0 15.5%

Daechi 296.8 257.4 13.3%

Pattern 3 (17:00-20:00) Single-ring Dogok 198.8 167.8 15.6%

Daechi 148.9 158.7 -6.6%

Dual-ring Dogok 278.5 265.1 4.8%

Daechi 146.1 145.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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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rift of degree of saturation and green time in pattern 2

30분 단위로 수요교통량이 변동되는 경우 상충 현시 간 포화도 차이가 큰 도곡역은 Table 2에서와 같이 TOD에 

비해 낮은 교차로 지체를 보였으며 포화도 차이가 작은 대치역은 교차로 지체 개선 효과가 미미하였다. 신호 TOD 

패턴 3에서는 두 교차로 모두 적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Figure 7(c)와 같이 대치역 교차로의 지체를 1시간 단

위로 표출할 경우 CAERUS 운영 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교차로 지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7(a), (b)를 보면 교통량은 많으나 상대적으로 포화도가 낮은 NBT의 녹색시간을 교통량이 적고 포화도

가 높은 SBL에 배분함에 따라 CAERUS 운영 초기에는 교차로 지체가 TOD에 비해 소폭 증가한다. 그러나 이후 

Figure 7(d)에서와 같이 SBL 이동류의 지체 개선 효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차로 소통상황이 개선되었다.

Table 2. Intersection delay in scenario 2

Signal TOD pattern Phase system Intersection
TOD

(sec/veh)
CAERUS
(sec/veh)

Improvement rate
(%)

Pattern 1 (07:00-10:00) Single-ring Dogok 188.7 101.1 46.4%

Daechi 69.5 68.9 1.0%

Dual-ring Dogok 90.1 67.7 51.0%

Daechi 52.0 52.5 1.3%

Pattern 2 (10:30-13:30) Single-ring Dogok 380.6 340.5 10.5%

Daechi 295.9 276.3 6.6%

Dual-ring Dogok 508.7 431.5 15.2%

Daechi 287.5 270.8 5.8%

Pattern 3 (17:00-20:00) Single-ring Dogok 281.0 266.3 5.2%

Daechi 148.3 144.9 2.3%

Dual-ring Dogok 178.1 169.5 4.8%

Daechi 153.6 156.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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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 of pattern 3 in scenario 2: Daechi

결론�및�향후연구

본 연구는 포화도 균등화를 지원하는 실시간 신호제어인 CAERUS를 영상검지 기반 실시간 수요교통량이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고도화하였다. 세부화된 CAERUS는 단일링과 이중링에서 각 이동류의 포화도 수준 경계에 따라 

배리어 간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최소녹색시간을 고려하여 상충 현시를 조정한 다음 배리어 조정 유무를 고려

하여 현시 시간을 최종적으로 조정한다. 교통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대치 구간을 대상으로 

CAERUS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AERUS 운영 시 대부분 TOD 운영에 비해 교차로 소통상황

이 개선되었으며 이동류별 포화도 차이가 큰 교차로일수록 더욱 큰 교차로 지체 감소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향후 국내 신호교차로에 실시간 신호제어 도입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동류별 포화도 차이가 큰 

교차로에 적용 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CAERUS가 포화도 균등화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시 우회전 이동류를 제외하였다. 추후 우

회전 이동류의 교통량 수준에 따라 CAERUS 시행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시 기존 CAERUS 모

듈 중 녹색시간 조정만을 대상으로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호주기 증가, 감소에 대한 기능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녹색시간 조정 시 경험적으로 설정한 기준값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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