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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or disaster on a busy urban road, it is inevitable to operate an

emergency vehicle for the safety of citizens. Trial operation of the emergency vehicle priority 

signal system to secure the golden time of emergency vehicles is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cities. However, general vehicles experience a longer delay time, and the total delay time at the

intersection due to the emergency vehicle priority signal. In this paper, a signal priority algorithm

considering the queue length in each direction of the intersection was developed. The algorithm

allows providing extended green time to compensate the traffic that has experienced longer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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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혼잡한 도심부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재난 상황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차량 운행은 필연

적이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시범 운영이 여러 도시에

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하여 일반차량들은 더 긴 지체시간을 경험하

게 되고 고정된 주기로 인해 교차로 전체 지체시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시간과 기존 현시의 중단시간을 산정하여 회복시간을 산정하고 긴급차

량 통과 후 기존 신호시간에 회복시간을 제공하여 중단된 기존 현시에 대기하고 있던 일반차량

의 지 ‧ 정체 시간을 보상하였다. 회복시간 제공 시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해당 교차로

의 방향별 대기행렬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신호 운영이 필요한 교통류에게 녹색신호를 우선 

제공하거나 연장함으로써 일반차량의 지 ‧ 정체를 감소시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주요어: 긴급차량, 우선권, 우선신호, 대기행렬, 회복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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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 차량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도심부 교통혼잡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혼잡한 도로상황 속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긴급차량(소방차, 앰뷸런스 등)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

이 필요하며,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시범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부 내 시간

대별로 교통상황이 다르며, 고정식 신호 운영의 비효율성, 도로상의 극심한 교통 지 ‧ 정체, 긴급차량 앞으로 끼어드

는 차량, 긴급차량 길 터주기에 비협조적인 차량 등 출동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

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부 도로에서 다양한 장애 요인들과 함께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를 운영할 경우 일반차량들에게 필연적으

로 지체시간이 증가한다. 도로망과 신호체계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출발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하지만 긴급차량

으로 인한 우선신호 운영으로 기존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통행시간이 증

가한다.

그러므로 일반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을 산정하여 긴급차량과 일반차량 모두 지체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신

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 우선신호로 인한 능동식 신호체계에서 평시에 운영

되는 주기, 연동, 현시 순서 등으로 구성된 고정식 신호체계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신호제어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과 함께 일반차량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

다. 먼저 교차로에 설치된 검지기를 기반으로 녹색시간 연장(Green Extension), 현시 삽입(Phase Insertion) 등 전통

적인 현장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신호로 인해 신호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일반차량의 지 ‧ 정체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를 제공한 시간과 긴급차량으로 인해 중단된 기존 

현시의 손실시간을 산정하여 회복신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차량의 교차로 내 방향별 대기행렬을 파악하여 회복

신호 운영 시, 일반차량의 지 ‧ 정체 해소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시를 운영함으로써 긴급차량과 일반차량 모

두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적�고찰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기존 연구 내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수단인 버스는 정시성, 신속성, 쾌적성 확보를 위해 버스우선신호 도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COSMOS)을 활용하여 각 교통류 별 포화도를 고려하여 녹색시

간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버스우선신호 알고리즘을 통해 지체시간 및 통행시간 감소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Han and Lee, 2006). 또한, 대중교통 수단 중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대상으로 Green Extension, 

Early Green 기법을 교통신호제어기 상에 탑재하여 HILS 시스템과 교차로 진출부에 검지기를 구축하였다. 실제 신

호제어 환경을 기반으로 현시 연장 및 조기 시작을 위한 우선신호 시간을 산정하여 시뮬레이션 효과를 입증하였다

(Jeong et al., 2018).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시스템은 긴급차량 검지 및 신호제어 범위에 따라 센터제어와 현장제어로 구분된다. 센

터제어의 경우 긴급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이동 경로의 각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시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차량을 효과적으로 소거할 수 있다. 각 현시 별 최소녹색시간을 보장하고 현시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 Green 

Extension과 Early Green만을 적용하였으며, 개발된 센터제어 알고리즘 적용 시 긴급차량의 지체시간이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et al., 2017). 또한, 우선신호 운영 시 센터제어와 현장제어를 결합하는 융합형 우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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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되었으며, 1차적으로 센터제어 방식을 통해 우선신호를 적용하고 센터제어의 예측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현

장제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긴급차량 내 차량단말기(OBE)의 GPS 장치를 

활용하였으며, 우선신호 영향권 내 각 교차로 별 긴급차량의 도착시간을 예측하고 대기시간을 추정하여 통과를 위

한 현시의 녹색시간을 조정하였다(Lee et al., 2018). 이어서 중앙제어방식에 따른 긴급차량의 GPS 궤적을 분석하여 

속도에 따른 교차로 도착 예정 시간을 산정하고 녹색시간을 연장하는 우선신호 운영으로 통행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우선신호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Lee et al., 2019).

이와 같이 긴급차량이 통과하기 위해 사전 이동 경로에 따른 도착시간 추정 및 범위 내 녹색시간 조정으로 우선신

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우선신호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

과한 이후 어떤 방법론을 통해 기존 신호형식으로 전환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우선신호가 적용

되고 기존현시로 전환될 때 회복신호 제공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긴급차량이 진행하는 신호교차로의 지체를 고려하면서 회복주기를 거쳐 정상 현시로 전환시키는 긴급차량 우선

처리 신호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우선처리 순서도를 기반으로 긴급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을 산정하여 회복주기 신

호시간을 산정하였다(Park and Lee, 2005). Early Green, Extended Green 외 다른 방법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부여하면 긴급차량은 빠른시간 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으나 긴급차량 진행 방향과 다른 진행 방향에 대기 중인 차

량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지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신호 이후 1주기를 회복주기로 선정하

여 지체시간을 보상해주었는데 이 결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해 유발된 지체시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

었고 교차로가 포화상태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Oh and Lee, 2006).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신호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전략을 검토한 결과 우선신호 제어 후 2-3주기에 걸쳐 

회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우선신호 제어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시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Yun et al., 2007).

이렇듯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행시간 단축과 함께 일반차량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고려하

면서 대기행렬 길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우선신호 운영을 위해 대부분 Preemption 제어를 활용하며(Lee 

et al., 2011; Cho et al., 2006), 대기행렬 소거시간 및 긴급차량 합류시간을 산출하여 현시를 유지하거나 종료시키

는 Preemption 제어 방법으로 긴급차량의 연속주행 확보와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을 최소화하였다. 대기행렬 소거시

간의 경우 일반 검지기로부터 수집되는 점유율과 차량대수, 차간간격 등을 통해 소거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시뮬레

이션 기반 효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긴급차량의 지체도가 감소하고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Lee 

et al., 2009).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우선신호 효과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

해 긴급차량 통과 후 일반차량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부 방향과 같은 도로의 대향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대기행렬 길이를 분석하였다. 현장 적용에 따른 대기행렬 분석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운영할 때 도로의 특성과 

교통량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우선신호 적용 이후 기존신호로 복귀 시 일반차량의 지체 감소를 위한 추가적

인 운영기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제시하였다(Kim et al., 2017).

기존 우선신호 관련 연구는 대부분 긴급차량이 지체시간을 감소시켜 통행할 수 있도록 센터제어 방식의 우선신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복신호 관련 연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해 발생된 시간으로 기존 현시 

내 최소녹색시간을 고려하여 현시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우선신호 운영

도 중요하지만 우선신호를 받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개선시킬 뿐 우선신호로 인해 대기하고 있는 일반차량들의 증가

된 지체를 해소시키는 신호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우선신호 운영 후 2-3주기에 걸쳐 기존 신호체

계로 돌아가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도로망과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신호로 복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심부 교통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제어 방식으로 

교차로 내 진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검지기를 구축하여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우선신호로 인한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공시간과 우선신호로 인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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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존 현시의 손실시간을 부여하는 회복신호를 운영하고자 한다. 회복신호 운영 시 교차로 내 일반차량의 방향별 

대기행렬 길이를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지체 해소가 필요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먼저 부여하도록 하여 긴급차량과 일

반차량 모두 지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의�방법론

기존에 운영 중이던 현시에서 긴급차량 우선처리 요청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운영되면서 기존 TOD 현시로 운

행하는 신호 현시에 녹색시간이 손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반차량의 손실된 녹색시간을 회복해주기 위해 다음 

주기에 회복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즉, 긴급차량과 일반차량을 모두 고려하는 우선신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우선신호 알고

리즘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위 내용을 포함하는 우선신호 알고리즘 흐름도는 Figure 1과 같으며, 교차로의 진입부 검지기로부터 긴급차량이 

검지가 되면 현재 교차로의 운영 중인 신호현시를 판단하고 현시의 최소녹색시간(보행점멸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다. 최소녹색시간이 지나면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로 전환되고 진출부 검지기로부터 긴급차량이 검지될 때까지 

신호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때, 긴급차량을 검지하는 진입 및 진출부 검지기로부터 중단된 기존 현시시간을 산정하

여 회복신호 운영 시 제공하도록 한다. 긴급차량이 통과된 후 기존신호로 전환되어 운영되며, 첫 현시 순서로 돌아갈 

때 회복신호로 운영하고 현시 순서를 대기행렬 길이가 긴 순서대로 변경하여 산정된 손실시간을 고려한 녹색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Figure 1. Signal priority algorithm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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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신호�제공시간�및�손실시간�산정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부 검지기에 검지되면 기존에 운영 중이던 현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때 현시의 보행점멸시

간을 확보했는지 먼저 판단한다. 이후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를 제공한 후,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무사히 빠져나

가면 진출부 검지기에서 차량이 검지된 시간을 통해 우선신호 제공시간을 산정한다. 우선신호 제공시간 산정 식은 

Equation 1과 같다.

  detdet (1)

여기서, det : 교차로 진출부 검지기에서 긴급차량이 검지된 시간

det : 교차로 진입부 검지기에서 긴급차량이 검지된 시간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으로 인해 기존신호의 현시는 중단되며, 이로 인해 현시의 손실시간이 발생한다. Equation 

2는 현시의 손실된 녹색시간을 산정하는 식이며, 현시의 기존 녹색시간에서 긴급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현시의 진행 

중인 녹색시간을 산정하고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은 보장된 시간이다.

   

  

 (2)

여기서,  

 : 교차로 각 현시의 녹색시간

  

 : 긴급차량 진입 전 현시의 녹색시간

우선신호 운영 시, 긴급차량과 일반차량이 함께 통행하며, 이로 인해 신호 우선권을 받은 일반차량 교통류의 제공

시간(Priority Time)과 중단된 신호를 받은 일반차량 교통류의 손실시간(Loss Time)을 다음 신호 운영 시 이를 고려

한 회복신호를 산정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공시간과 손실시간 개념도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Concept of signal priority provision time and loss time

2. 회복시간�산정

우선신호로 인해 중단된 기존신호의 손실된 녹색시간은 교차로 내 대기하고 있는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을 증가시

키므로 기존신호로 돌아갈 때 우선신호 제공시간과 손실시간으로 산정되는 회복시간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Equation 3과 같이 회복시간은 우선신호로 운영된 제공시간(Priority Time)과 중단된 기존신호의 손실시간(Loss 

Time)을 중단되었던 현시의 기존 녹색시간에 계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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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 교차로 각 현시의 녹색시간

  : 긴급차량으로 인한 우선신호 제공시간

  : 긴급차량으로 인한 중단된 기존신호 현시의 손실시간

우선신호 운영 후 기존신호로 전환에 따른 회복신호 제공 시, 기존신호의 고정주기의 연동을 고려하여 2-3주기

를 거쳐 산정된 회복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우선신호 운영에 따른 회복시간 제공 개념도는 Figure 3과 같다.

예를 들어 긴급차량이 검지되었을 때 4현시로 구성된 기존신호의 운영 현시는 2현시로 최소녹색시간을 보장한 

상황이다. 여기서 진출/진입 검지기로부터 긴급차량의 우선신호 제공시간(Priority Time)과 중단된 2현시의 손실시

간(Loss time)을 산정한다. 즉, Figure 3의 2 cycle과 같이 1현시 운영 후 2현시가 운영되다가 긴급차량으로 인해 우

선신호 제공시간(Priority Time)이 부여되고 이후 3현시, 4현시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때, 교차로의 고정된 주기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손실시간(Loss time)에서 우선신호 제공시간(Priority Time)을 뺀 회복시간(Recovery Time)

이다. 따라서 회복신호 운영 시 산정된 회복시간(Recovery Time)을 제공하여 기존신호 주기와 연동체계를 유지하

여 기존신호체계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한다.

Figure 3. Diagram of recovery time

3. 대기행렬�분석

회복신호는 교차로 내 방향별 진입 교통류의 대기행렬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신호 운영이 필요한 교통류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현시를 전환하도록 한다. Figure 4와 같이 일반차량의 회복신호 운영을 위한 대기행렬 분석은 교

차로 내 방향별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검지기를 구축하여 방향별 일반차량의 대기행렬을 분석한다.

차량 길이는 6m로 가정하고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4-5대가 대기하였을 때, 대기행렬이 어느 정도 생성되었다고 

가정하여 차량길이(6m)와 차량대수(4-5대)를 통해 검지기 설치 간격을 24-30m로 산정하였다.

방향별 대기행렬은 구축된 전방 및 후방 검지기의 점유율로 비교 분석하여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방향별 전방 검지기의 점유율과 후방 검지기의 점유율이 높은 교통류가 가장 우선권이 높으며, 후방 검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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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낮거나 검지가 되지 않은 교통류일수록 우선권이 낮다.

Figure 4. Normal vehicle recovery signal operation considering queue length

Simulation 구현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 효과 평가를 위해 미시적 교통 분석용 차량추종모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

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나리오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신호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VISSIM에서 제공하는 

VisVAP 모듈을 활용하였다(Guo and Ma, 2016).

교통상황은 실시간으로 검지되는 VDS로부터 수집된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량이 많은 오전첨두 시(08-

09)로 정립하였다. 모형 정산은 이전 사업(대전광역시 2019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을 통해 정산

된 값을 적용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값의 무작위성을 배재하기 위하여 10회의 Random seed를 수행하였다.

1. 분석�대상지�설정

분석 대상지 구간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서부소방서-서대전역 사거리(①-⑩) 부근 약 3.21km 구간으로 

Figure 5와 같다. VISSIM의 Vehicle Travel Times 기능을 활용하여 통행시간과 통행속도 효과지표를 비교하였다.

Figure 5. Case study site (West,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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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설정

본 연구에서는 우선신호 제공 시, 중단된 기존신호의 현시를 파악하여 손실된 녹색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회복신

호 운영방안으로 교차로 내 방향별 일반차량의 대기행렬 고려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Figure 6은 긴급

차량 검지로 인해 신호현시 순서와 길이가 변경되는 우선신호 시나리오의 개념도이다.

• 우선신호 1 시나리오 : 기존신호의 현시에 우선신호 운영의 총 시간을 감소시키고 우선신호로 인해 중단된 기존 

현시에 손실시간 제공

• 우선신호 2 시나리오 : 교차로 측면에서 방향별 교통류의 대기행렬을 파악하여 대기행렬 해소가 필요한 교통류

부터 손실시간 제공

Figure 6. Signal priority scenarios

Simulation 분석�결과

우선신호 운영에 따른 회복시간 제공 시 대기행렬 고려 여부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선신호 시나리오 

1(대기행렬을 고려하지 않은 우선신호 운영)의 통행속도는 우선신호 시나리오 2(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

영)에 비해 다양하게 데이터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Table 1에 데이터값을 제시하였다.

Table 1. Traffic travel speed data (unit: km/h)

Type
General vehicle Emergency vehicle

Current signal Priority signal 1 Priority signal 2 Current signal Priority signal 1 Priority signal 2

1 17.68 18.87 16.70 34.09 38.47 39.78 

2 18.59 16.32 17.46 35.17 42.42 42.46 

3 17.21 16.70 20.78 36.08 41.91 37.60 

4 19.82 17.46 18.14 33.93 26.36 26.39 

5 19.69 20.78 23.58 35.30 42.89 41.93 

6 18.02 18.14 18.87 36.27 33.09 38.42 

7 18.82 16.58 16.32 32.64 38.47 38.27 

8 20.50 18.87 16.70 34.35 42.42 40.91 

9 16.58 16.32 17.46 25.05 41.91 31.61 

10 20.03 16.70 20.78 34.83 26.36 40.42 

Average 18.70 17.68 18.68 33.77 37.43 37.78 

10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Figure 7과 같이 분석 데이터를 상자 수염 그래프 

화하였다. 현황신호 대비 우선신호 시나리오 1(대기행렬을 고려하지 않은 우선신호 운영)과 우선신호 시나리오 2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4호, 2021년�8월 417

SEO, Jiyeong ･ KIM, Donghyun ･ KANG, Seoungu ･ LEE, Juhyun ･ LEE, Seonha •Article•

(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차량의 경우 우선신호 시나리오 1, 2 모두 통행

속도가 감소하였으나 감소량이 크지 않고 우선신호 2(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는 현황과 유사한 통행속도

로 분석되었다. 긴급차량의 경우 현황신호보다 우선신호 운영 시 시나리오 모두 통행속도가 증가하였다.

Figure 7. Traffic speed comparison between general and emergency vehicles

현황신호 대비 우선신호를 도입하였을 때, 긴급차량의 경우 우선신호 시나리오 1(대기행렬을 고려하지 않은 우선

신호 운영)의 구간통행속도는 33.77km/h→37.43km/h로 3.66km/h 증가하였으며, 우선신호 시나리오 2(대기행렬

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의 구간통행속도는 33.77km/h→37.78km/h로 4.01km/h 증가하였다. 일반차량의 경우 

우선신호 시나리오 1(대기행렬을 고려하지 않은 우선신호 운영)의 구간통행속도는 18.70km/h→17.68km/h로 1.02

km/h 감소하였으며, 우선신호 시나리오 2(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의 구간통행속도는 18.70km/h→

18.68km/h로 0.02km/h 감소하였다. Table 2와 같이 우선신호 시나리오 모두 기존신호보다 통행시간은 약 1분 감

소, 통행속도가 약 4km/h 증가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Travel time and travel speed comparison

Type
Current signal

(A)
Priority signal 1

(B)
Priority signal 2

(C)
Difference

(B-A)
Difference 

(C-A)

Emergency 
vehicle

Travel time (min)  6.36  5.87  5.93 -0.49 -0.42 

Travel speed (km/h) 33.77 37.43 37.78 +3.66 +4.01 

General 
vehicle

Travel time (min) 11.41 11.71 11.52 +0.29 +0.11

Travel speed (km/h) 18.70 17.68 18.68 -1.02 -0.02

또한, 일반차량을 기준으로 교차로 내 일반차량의 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교차

로 측면의 지체시간을 비교하였다. Table 3과 같이 현황신호 대비 우선신호 시나리오 1(대기행렬을 고려하지 않은 

우선신호 운영)의 지체시간은 평균 32.02초→43.34초로 11.33초 증가하였으나 우선신호 시나리오 2(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를 도입하였을 때, 평균 15.26초로 16.76초 감소하여 우선신호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의 지체시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복신호를 고려한 우선신호 운영 시, 긴급차량의 통행속도는 증가하였으며, 일반차량의 경우 대기행렬을 고려

하지 않은 우선신호 시나리오 1보다 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 시나리오 2가 긴급차량 통행속도 증가와 함께 일

반차량의 통행속도가 현황신호 운영 시와 유사한 통행속도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차로 측면에서 우선신호 운영으

로 변경된 신호체계를 대기 중인 일반차량의 대기행렬을 고려하여 회복신호를 운영함으로써 일반차량의 지체시간

을 크게 감소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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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lay time comparison (general vehicle)

Type Current signal (A) Priority signal 1 (B) Priority signal 2 (C) Difference (B-A) Difference (C-A)

1 44.75 41.88 32.46 -2.88 -12.29 

2 39.69 33.28 26.57 -6.42 -13.12 

3 6.26 39.17 20.87 +32.92 +14.62 

4 45.36 68.33 9.71 +22.97 -35.64 

5 1.85 4.68 1.57 +2.83 -0.28 

6 4.96 17.62 3.58 +12.66 -1.38 

7 56.72 72.39 20.67 +15.67 -36.05 

8 32.99 54.22 21.15 +21.23 -11.83 

9 42.43 43.22 11.00 +0.79 -31.43 

10 45.16 58.63 4.97 +13.47 -40.19 

Average 32.02 43.34 15.26 +11.33 -16.76 

즉, 우선신호 운영 시, 긴급차량의 통행속도를 증가시키고 일반차량의 통행속도가 현황과 유사하며, 우선신호로 

인한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로 내 방향별 대기행렬을 고려한 회복신호를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호에 의한 지 ‧ 정체를 최소화하며,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과 함께 일반차량의 대기시간을 해소

하여 실제 신호제어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교차로에 설치된 검

지기를 기반으로 Green Extension(녹색시간 연장), Phase Insertion(현시 삽입) 등 전통적인 신호제어의 현장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신호로 인해 신호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일

반차량의 지 ‧ 정체 시간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선신호를 제공한 시간과 긴급차량으로 인해 중단된 기존 현시의 손

실시간을 산정하여 회복신호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교차로 내 대기하는 일반차량의 대기행렬을 파악하여 회복신호 

운영 시 일반차량의 지 ‧ 정체 해소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현시를 운영함으로써 긴급차량과 일반차량 모두 원활

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차량이 통과한 후 정상적인 기존 현시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

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긴급차량을 위한 우선신호 운영 시 발생되는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을 해소하고 중단

된 현시의 손실시간을 보상해주기 위한 교차로 내 방향별 대기행렬 길이 기반의 회복신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서부소방서를 대상으로 대기행렬을 고려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시, 우선신호만 적용하였을 때보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기행렬을 고려한 우선신호를 적용하였을 때 긴급차량의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일반차량의 

통행속도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및 후방 검지기에 차량이 검지되면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신호제공 우선권을 제공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지의 교통상황을 알지 못하고 실시간 검지기의 검지 

여부와 점유율 데이터로만 교차로의 대기행렬을 판단하여 회복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차로 내 일반차량의 대기행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복신호로써 TOD 내 설정된 

보행점멸시간을 확보하나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횡단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듯이(Sung and Ha, 2016) 실시간 검지기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교차로 방향별 검지기 구축방

안 도입에 앞서 실제 지자체 도심부 교차로 기하구조나 네트워크 측면의 교통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사전 교차로 내 

발생되는 대기행렬 길이를 산정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시 이를 고려하여 우선신호 및 회복신호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즉, 교차로 내 지체시간 및 대기행렬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 대기행렬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환경

에 적용함으로써 우선신호 효과를 입증하고 골든타임 확보 및 교통문제를 해결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오전첨두 교통량을 활용하여 우선신호 운영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심부에는 비첨두시,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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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황 등 다양한 교통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 내 포화상태에 따른 우선신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알

고리즘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녹색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을 위한 것으로 긴급

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검지기를 구축하여 보행자 수요를 고려하는 긴급차량 우

선신호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교통시스템에서 우선신호와 같은 특정 신호를 포함한 신호제어를 통해 실제 교차로 

내 영상검지기가 설치되어 교통상황(실시간 교통량, 대기행렬 판단 등) 판단 및 상황별 신호를 운영하는 스마트 신

호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호체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긴급차량의 위치 정보 데이터와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 알고리즘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상검지기 기

반의 교차로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시간 신호운영과 함께 네트워크 측면의 효율적인 신호체계를 위해 

UTIS, DSRC 시스템 등 다양한 교통데이터와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긴급차량, BRT 등 우선신호를 제공하면서 전반

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량의 V2V, V2I 서비스가 구현되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도입하더라도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시스템이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 플랫폼처럼 체계적인 교통관리시스템 도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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