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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Local Traffic Controller for Effective Operation of 

Trams at Signalized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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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신(新)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가 관심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면전차의 현장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 사업을 통해 노면전차 차량 및 부품소재 핵심기술이 마련되고 있다[1,2].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다양한 준비 노력이

있었으나 그 노력의 범주(domain)가 철도분야로 한정된다. 지금까지의 준비 노력이 차량, 선로 등 철도부문 기술개발로 제한된다. 

노면전차는 일반 철도와 달리 도로 위 궤도 공간을 차량과 공유한다. 주행 공간 내 통행우선권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일

반차량과 노면전차가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을 구분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적 교통안전에 대한 관

심은 평면교차로에서 강조된다. 일반 평면교차로에 적용되는 통행우선권 제어방식은 열차 건널목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건

널목에서는 통행우선권이 궤도열차에게 상시 부여된다. 그러나 평면교차로에서 노면전차 통행우선권은 그렇게 무조건적이

지 않다. 일반차량과 혼재되기 때문에 노면전차 진행이 허용되는 시간을 ‘신호등’을 통해 별도로 구분한다. 교차로에서 노

면전차 교통안전을 위한 ‘노면전차 전용신호’에 대한 연구가 노면전차 기술마련과 병행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전용신호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소프트웨어 운영(operation)에 무게를 둔다. 일반차량에 비해 노면전차가

보다 유리한 교통신호시간(priority 또는 preemption)을 가지게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3,4]. 이들 연구들의 특성은 ‘안

전(safety)’ 보다 ‘이동(mobility)’을 강조한다. 노면전차와 일반차량이 상충되는 공간에서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빠른

‘이동’을 강조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노면전차의 ‘안전’이 교차로에서 확보하기 위한 ‘교통신호’ 연구가

적극 수행된 바 없다.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은 국가법령 체계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된다[5]. 과거 세종특별시 바이

Abstract It has been subject to question whether a conventional traffic signal controller can support efficient operation at

grade intersections in which vehicles and tram lines cross concurrently. This study proposes a list of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 traffic signal controller to support effective operation of trams at such an intersection. The considered details includes

the combinations of geometric conditions at which vehicle, bus, and tram lines are aligned, the types of exclusive tram sig-

nals, and the combinations of various signal phases, including exclusive tram phases, which are currently undefined in the

n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troller should be capable of dealing with the NEMA standard overlap relays and a

quadruple-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Keywords : Trams, Signalized intersection, Traffic signals, Overlap phases, Phase representation scheme

초 록 일반도로와 노면전차가 교차하는 신호교차로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교통신호제어 운영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노면전차 교통신호와 일반차량 교통신호의 효율적 통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교통신호제

어기가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기능적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진단한다. 본 연구의 검토 내용은 도로 현장에서 발

생 가능한 일반차량과 노면전차의 다양한 교차상황,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의 등기단자 최소 구성, 교통신호현시

순서 운영상황 조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시표출방안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우회전 중첩현시 표출을 위한 중

첩현시 등기장치 및 노면전차와 일반차량 복합 현시운영을 위한 사중고리현시표출체계 기능을 포함하는 교통신

호제어기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노면전차, 평면교차로, 트램신호, 중첩등기단자, 현시표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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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 트램 전용신호도 경찰청에서 규정하며 표준교통신호제어기로 구동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리 주체인 경

찰이 규정하는 표준교통신호제어기가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을 제어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이 규정하는 ‘표

준교통신호제어기’ 규격은 노면전차가 없는 일반 교차로 신호운영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와 ‘일반 도

로교통신호등’의 효율적 통합제어가 가능한지 검토된 바 없다. 필요한 경우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등기출력 제어 및 현시

운용 기능을 ‘표준교통신호제어기’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등기단자 등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비정형 교

차로 상황에 설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 기초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일반차량과 노면전차가 다양한 조합 형태로 교차하는 신호교차로 운영상황(일반차량신호와 노면전차 전용신호

포함)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규격 중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

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내용은 교차로에서 안전한 노면전차 운영을 위해 노면전차 현장 운영에 앞서 선결되어

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2. 문헌고찰

노면전차의 ‘안전성’ 문제는 (1) 차량 결함과 같은 노면전차 ‘시스템 내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2) 평면교차로에

서 일반차량과의 물리적 상충처럼 ‘시스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문제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2.1 노면전차 교통안전 부문

노면전차 안전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시스템 내부’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안전’ 문제를 강조한

다 [1]. 이들의 안전연구는 선로 및 차량과 관련된 철도 자체 안전으로 제한된다. 신호교차로에서 노면전차가 타 교통수단

과 교차하는 ‘시스템 외부’ 상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노면전차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2]’ 마련이 실

무수준에서 추진된 바 있으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노면전차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 근거마련을 위해 도로교

통법 개정[5]을 위한 노력이 수행된 바 있으나, 상세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총론적 수준으로 수행되어 실용적

제약을 포함한다.

2.2 평면교차로 교통신호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로 구분된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신호로 구분된다. 이

에 근거하여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면전차 전용

신호등’ 형태가 규정으로 확정된 바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노면전차 신호등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형태일 것이라 가정하며 본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가정은 세종특별시 바이모달 노면전차 노선에 설치된 전용신호의 형

태 역시 도로교통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모양 및 색상 내용을 준수한 과거 이력을 반영한다[3,4]. 

현재 우리나라 경찰청은 ‘표준교통신호제어기’의 등기표출체계 표준규격으로 Fig. 1의 ‘이중고리현시표출체계(dual-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사용을 규정한다. ‘이중고리현시표출체계’는 총 8개 현시(Phases)를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이들 현시들이 자유롭게 조합되며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중고리현시표출체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 ‘직진’ 및 ‘좌회전’ 움직임만을 반영한다. 중앙버스 전용신호등의 별

도의 전용신호등 운영이 필요한 경우 8개 이상의 움직임(movements)을 처리하는 현시표출체계가 필요하다. 김진태 [6]는 기

Fig. 1. Standard dual-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Fig. 2. Triple-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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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8개 ‘이중고리’ 현시에 별도의 대중교통 전용신호 현시를 추가로 지원하는 현시표출체계로 Fig. 2의 ‘삼중고리기반 현시

표출체계(triple-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사용을 제안하였다. ‘삼중고리기반현시표출체계’는 일반 간선도로 교차로

에 중앙버스 전용신호 추가 등기출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으며, 버스 배리어(bus barrier 1과 2)의 조건부 운용을 가

능하게 하는 ‘현시표출체계’이다.

Fig. 2의 ‘삼중고리신호현시표출체계’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 전용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노

면전차 전용신호등’ 등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단일 교차로에서 ‘중앙버스 전용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의 동시

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평면교차로에 필요한 신호현시를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2.3 트램 전용신호

노면전차의 통행우선권을 표출하는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의 형태는 해외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다. 여러 국가별로 다양

한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형태를 Fig. 3에 정리 제시하였다. 하나의 교차로에서 노면전차 노선이 두 개 이상 집중되지 않

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총 5가지 신호등 등화형태를 운용한다. 반면 하나의 교차로에 노면전차 궤도가 두 개 이상 집중

운영되는 유럽국가들은 도로교통 일반차량의 ‘동시신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Go All (모든 방향 주의진행)’신호형태를

추가 정의하며 총 6가지 신호등 등화형태를 사용한다.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등기 색상은 도로교통 차량신호등 등화의 색상(적, 황, 녹)과 같을 필요가 없다. UN에서 별도로 규

제하고 있지 않다. 국가별로 적색 및 황색 색상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신호등 색상과

전혀 다른 흑색 바탕에 백색 신호 색상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형태는 하나의 신호등면(面)에서 5~6

개 독립된 렌즈가 배열되며 표출되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신호등면에서 1개의 동일한 렌즈 공간에서 5~6개 신호형태가 변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7].

3. 노면전차 신호제어 요구사항 진단

3.1 노면전차 교통신호 운영주체

노면전차 전용신호 운영을 지원하는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행정여건을 검토한다. 노면전차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범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도입된다. 즉 노면전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럼에도

노면전차용 전용신호제어기를 경찰청 도로교통신호제어기와 별개로 행정 구분하여 하나의 교차로에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합리적이지 않다. 해당 상황의 경우 두 제어기 간 별도의 통신이 수반된다. 이들 제어기 간 통신에서 지체 및 오류가 발생

하는 경우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유발된다. 또한 이들 제어기 간 통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책임 소재 구

분(노면전차 신호제어기 또는 교통신호제어기)이 실무적으로 모호하다. 우리나라 경찰은 교통사고 관련 행정책임 문제의 모

호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의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제어기와 노면전차 전용신호제어기가 구분 설치되는 방식은 편의적 접

근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교통신호등 제어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가 경찰에게 강제 위임된다[8].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은 경찰청이 규정하는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규격과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

Fig. 3. Comparison of various tram signals used in other nations. Fig. 4. Proposed shape of a tram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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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규격을 반영하며 도로교통 교통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이 함께 통제되는 상황을 준비한다.

3.2 노면전차 교통신호 형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 전용신호등의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Fig. 3에 제시된 해

외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형태를 가정한다. 이는 노면전차 전용신호등 등기 출

력 수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복잡한 노면전차 선로 망(網)을 보유한 유럽국가 경우 직, 좌, 우 모든

방향 동시진행을 의미하는 신호를 함께 활용한다. 그러나 하나의 교차로에 노면전차가 단순하게 운용되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직, 좌, 우 모든 방향 동시진행을 의미하는 신호를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노면전차 선로망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기가 어렵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와 유사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노면전차 전용신호등형태는 여러 방향으로 ‘동시 진행’을 의미하는 ‘Go all’ 신호

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형태일 것이라 가정한다(Fig. 3 참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5가지 형태 신호등은 노면전

차 전용신호등은 하나의 신호등면(面)에서 (1) 일련의 5개 렌즈를 통해 표출될 수 있으며, (2) 단일 렌즈에서 가변하며 표

출될 수 있다. Fig. 4는 후자의 경우, 5개 신호등 형태와 연계되는 5개 출력단자(Solid State Relay; SSR) 연계를 도식화하

여 제시한다.

우리나라 교통신호제어기는 Fig. 4에 제시된 5개 출력단자를 통제하는 등기출력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기능확보

를 통해 우리나라 노면전차 전용신호가 현장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3.3 노면전차 교통신호 운영상황 분석

노면전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하는 정책 및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모습으로 현장에 설치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마다 노면전차 운영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여건을 선별하여 Fig.

5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맞춤형 신호제어기 연구개발이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노면전차 전용신호

등 등기신호를 제어하는 교통신호제어기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 변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설치된 후에는 필요한 일반 교통신호와 노면전차 전용신호의 조합운영 상황에 따라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노면전차 선로는 Fig. 5(A)와 같이 도로의 중앙에 배치될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 Fig. 5(B)와 같이 가로변에 배치될

수도 있다. Fig. 5(C)와 같이 평면교차로와 일정 거리 이격(離隔) 배치될 수 있으며, Fig. 5(D)와 같이 독립적으로 도로와 교

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Fig. 5(E)와 같이 노면전차 선로가 상호 교차할 수도 있으며, 대중교통의 중요성

이 강조되는 지역의 경우 Fig. 5(F, G, H)와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 함께 설치될 수도 있다. 이들 상황은

크게 노면전차 궤도가 (1)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2) 도로의 가로변에 위치하는 경우, (3)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

된 도로 가로변에 설치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노면전차 전용신호를 지원하는 교통신호제어기는 이러한 다양한 운영상황 모두를 일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

Fig. 5. Various conditions at grade-vehicle-tram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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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통신호제어기가 제어하는 신호등의 종류는 (1) 일반차량신호, (2) 보행자 횡단신호, (3) 노면전차

전용신호, (4) 중앙버스 전용신호, (5) 자전거 횡단신호를 포함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주도로, 또는 부도로, 또는 주도로

및 부도로 모두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중 가장 많은 신호현시 수가 요구되는 상황을 보수적으로(conservative) 파

악하여 제어기 기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상황에서 필요한 신호현시 조합을 검토한다. 현시조합 점검을 통해 노면

전차 전용신호를 지원하는 교통신호제어기가 최소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신호현시 수량을 진단한다.

3.3.1 도로 중앙에 위치

노면전차 선로가 도로 중앙에 배치되는 경우의 차로 활용 상황은 Fig. 6(A)과 같다. 노면전차가 도로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차량 좌회전이 회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직진과 상충한다. 해당 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Fig. 6(B) 좌측 그

림과 같이 노면전차 직진과 일반차량 직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노면전차 전용신호

와 일반차량 직진신호 등기출력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면전차 직진신호와 일반차량 직진신호의 등기출력이 별도 구분되는 상황은 교통신호현시표출체계에서 노면전차 전용신

호 현시가 별도로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Fig. 6(B) 우측 그림은 해당 상황에 필요한 전체 신호현시 수를 제안한다. 회

색으로 표현된 일반차량 신호현시 8개에 흑색으로 표현된 노면전차 전용신호 현시 4개가 추가하여 총 12개(8+4) 신호현시

가 소요된다. 기존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용하는 신호현시 수는 총 8개(Fig. 1 참조)이다. 노면전차 선로가 도로 중앙에 위치

하는 경우 총 12개 신호현시가 필요하게 되어 교통신호제어기 현시표출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Fig. 6. Median tram line on an approach.

3.3.2 도로 가로변에 위치

노면전차 선로가 도로 가로변에 배치되는 경우 차로 활용 상황은 Fig. 7(A)와 같다. 노면전차가 도로 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차량 우회전이 회전하는 경우 노면전차 직진과 상충한다. 해당 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Fig. 7(B) 좌측 그림과

같이 노면전차 직진과 일반차량 직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노면전차 전용신호와 일

반차량 직진신호 등기출력이 별도로 구분되는 상황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직진신호 적색등화 시에도 우회전 진행이 허용

된다. 노면전차 직진 시 일반차량 우회전을 별도의 적색신호로 통제하여야 한다. 일반차량 우회전 전용신호의 해당교차로

에 추가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Fig. 7. Curb-side tram line on an approach.

노면전차 직진과 일반차량 직진 등기출력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며, 우회전 전용신호등 등기출력 기능이 추가 확보되어

야 한다. 이는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용하는 교통신호현시표출체계에 별도의 노면전차 전용신호 현시와 우회전 현시가 추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Fig. 7(B) 우측 그림은 (1) 회색으로 표현된 ‘일반차량 신호현시’ 8개에 추가하여 (2) 흑색으

로 표현된 ‘노면전차 전용신호’ 현시 4개와 (3) 밝은 회색으로 표현된 ‘우회전 전용신호’ 현시 4개가 추가된 상황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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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용하는 신호현시는 총 8개(Fig. 1 참조)이다. 노면전차 선로가 도로의 가로변에 위치하는 경

우 총 16개 신호현시(8+4+4; Fig. 7(B)참조) 사용이 필요하여 교통신호제어기 현시표출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3.3.3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가로변에 위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가로변에 Fig. 8(A)와 같이 노면전차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일반차량 우회전 진행 시 노

면전차 직진과 상충한다. 해당 상충을 통제하기 위하여 Fig. 7(B) 좌측 그림과 같은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요구된다. 중

앙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중앙버스전용신호등 설치도 요구된다. 또한 노면전차 진행 허용

/금지를 통제하기 위한 노면전차 전용신호 설치도 요구된다. 이들 전용신호등은 서로 다른 별도의 독립된 등기출력으로 제

어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차량 교통신호등에 추가하여 (1) 우회전 전용신호, (2) 중앙버스 전용신호, (3)노면전차 전용신호 등기출력을 별

도로 제어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용하는 교통신호현시표출체계에 별도의 (1) 우회전 전용신호 현시, (2) 중

앙버스 전용신호 현시, (3) 노면전차 전용신호 현시의 추가가 요구된다. Fig. 8(B) 우측 그림은 (1) 회색으로 표현된 ‘일반

차량 신호현시’ 8개에 추가하여 (2) 흑색으로 표현된 ‘노면전차 전용신호’ 현시 4개, (3) 밝은 회색으로 표현된 ‘우회전 전

용신호’ 현시 4개, (3) 백색으로 표시된 ‘중앙버스 전용신호’ 현시 4개가 추가된 상황을 도식화한다. 기존 교통신호제어기

가 사용하는 신호현시는 8개(Fig. 1 참조)이다. 노면전차 선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존재하는 도로 가로변에 위치하는 경

우 총 20개 신호현시(8+4+4+4; Fig. 8(B)참조)가 필요하여 교통신호제어기 현시표출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현재 경찰청 표준교통신호제어기는 총 8개 신호현시를 운용하는 이중고리현시표출체계(dual-ring phase representation scheme)

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노면전차가 운영되는 현장상황에 따라 교통신호제어기가 관리하여야 하는 신호현시의 수는 총 8

개 에서 12~20개까지 증가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신호현시가 사용되는 상황을 보수적으로(conservative) 반영하며 교

통신호제어기 현시표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Fig. 8. Curb-side tram and median bus lines on an approach.

3.3.4 우회전 전용신호

노면전차가 도로 가로변에 위치하는 경우 일반차량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차량 우회전 전

용신호등의 운영은 단순하지 않다. 노면전차가 진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보행신호 상황을 고려하며 조건부로 ‘녹색등

화’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신호주기에 두 번 이상의 현시에 걸쳐 타 방향 움직임(노면전차 신호, 보행자 신호, 상충이 없

는 신호) 조건에 따라 등기가 결정된다. Fig. 9는 사례 상황을 제시한다. Fig. 9 신호교차로 동서방향 우회전 전용신호는 Case

1의 동서방향 ‘직진신호’에 ‘적색등화’된다. Case 2의 동서방향 ‘좌회전신호’에는 ‘녹색등화’된다. 그러나 다시 Case 3 남북

방향 ‘직진신호’에 또다시 ‘적색등화’되며, Case 4 남북방향 ‘좌회전신호’에 다시금 ‘녹색등화’된다. 경우에 따라 남북방향

보행자 신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교차로 기하구조 여건이 허용(도류화)하는 경우 Case 5와 같이 ‘우회전신호’는 남북방향 ‘직

진신호’와 함께 ‘녹색등화’ 되기도 한다.

이는 한 번의 교통신호 주기 안에 우회전 전용신호 현시가 여러 번 등기되는 상황이다. 한 번의 신호주기에 한 번씩 등

기하는 기존의 교통신호제어기 현시운영 방식과 달리 조건부로 우회전 전용신호를 여러 번 등기하는 새로운 기능을 필요

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표준교통신호제어기에서 정의되는 현시표출체계 운영방법으로는 구현 불가능하다.

4. 교통신호제어기 요구기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 신호교차로에서 일반차량과 노면전차의 조화로운 신호운영을 담보하는 교통신호제

어기는 두 가지 기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첫 째는 현재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용하는 이중고리현시표출방식의 8

개 현시 수 제한을 넘어 최대 20개까지 현시를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신호현시표출체계의 확보이다. 둘 째는 한번의

교통신호 주기 안에서 필요한 조건에 따라 일반차량 우회전 전용신호를 여러 번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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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중고리현시표출체계 사용

필요한 총 20개 교통신호 현시조합 중 일반차량 우회전 전용신호 현시 4개를 제외한 16개 신호현시 운영방식으로 ‘사중

고리현시표출체계’ 사용을 제안한다. Fig. 10은 사중고리현시표출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해당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

용되는 기존 ‘이중고리현시표출체계’에 별도의 대중교통 전용신호 운영을 위하여 두 개의 고리(ring)를 추가 확보한다. 이

때 추가되는 내용을 통해 (1) 노면전차 전용신호 운영기능과 (2) 중앙버스 전용신호 운영기능을 확보한다.

‘사중고리현시표출체계’는 ‘중앙버스 전용신호’가 (1) 필요한 신호교차로와 (2) 필요 없는 신호교차로 모든 상황에서의 안

정적 노면전차 신호운영을 담보한다(현장에 중앙버스전용신호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체계에 할당된 중앙버스 신호현시는

자연스레 무시됨). 일반적인 교통신호제어기에 해당 교통신호현시표출체계 방식을 적용함으로 ‘노면전차’가 (1) 중앙 차로, (2)

가로변 차로, (3)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가로변차로 중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어도 필요한 교통신호 등기출력을 가능하게 한다.

4.2 중첩등기단자 사용

일반차량 우회전 전용신호 운영기능을 확보하는 기능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신호제어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교통신호제어기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중첩등기단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지 않아 노면전차가 가로변에 위

치하는 경우 우회전과의 상충을 통제하는 기술을 지점마다 다르게 변칙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 문제를 일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우회전의 중첩(overlap)등기출력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전기협회(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중첩등기방식을(중첩등기

단자 Overlap A, Overlap B, Overlap C, Overlap D) 국가표준으로 규정 하여 사용하고 있다[9]. 해당 방식을 통해 한 번의

신호주기 안에서 특정 신호현시가 최대 3개까지 다른 신호현시와 연등되어 표출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9에 제시

된 동서방향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1) Case 2에 해당하는 ‘동서방향 좌회전’ 현시와 함께 연등됨과 동시에 (2) Case 4에 해

당하는 ‘남북방향 좌회전’현시와 함께 연등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한 개의 신호주기 안에서 두 번의 녹색신호 등화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교통신호제어기도 효율적인 노면전차 신호운영을 위해 해당 기술을 표준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해외에서

이미 표준으로 규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5. 결 론

노면전차가 일반 차량과 함께 교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최소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면전차 전용신호 등기신

호를 출력하는 새로운 교통신호제어기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합 형태로 교차하는 신호교차

로 운영상황(일반차량신호와 노면전차 전용신호 포함)을 점검하고 현재의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규격 중 개선이 필요한 내

용을 진단하였다. 진단결과 (1) 사중고리현시표출체계 도입 및 (2) 중첩등기단자 도입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노면전차가 중앙버스가 없는 도로의 중앙 및 가로변에 위치하거나, 중앙버스가 있는 도로 가

로변 등 다양한 상황에 배치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필요한 교통신호 등기출력이 기본적으로 확보되게 한다. 사중고

Fig. 9. Combination of exclusive tram and exclusive right-turn

phases.

Fig. 10. Graphical representation of NEMA overl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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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현시표출체계 도입은 일반차량 좌회전과 노면전차의 상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첩등기단자 도입은 일반차량 우

회전이 노면전차와 상충되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첩등기단자 장치기술 확보방법으로 NEMA에서 표준으로

규정하는 중첩등기단자(Overlap A, B, C, D) 기술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술과 호환

되는 우리나라 교통신호제어기 확보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도입 항목을 반영하는 교통신호제

어기 기술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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