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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if there are no causing factors such as car crash and road works, traffic congestion come from traffic

growth on the road. In this case, estimation of traffic flow helps find the solution of traffic congestion problem.

In this paper, we present a optimization model which used on traffic equilibrium problem and studied the

problem of inverting shortest path sets for complex traffic system. And we also develop pivotal decomposition

algorithm for reliability function of complex traffic system. Several examples are illustrated.

Keywords : traffic equilibrium, shortest path, OD pair(Origin Destination Pair), pivotal decomposition rule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효

율적이지 못한 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교통체증으로 인

한 경제적 손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

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인하

여 국고를 낭비하기도 한다. 교통의 흐름을 정확히 예

측하여 교통량을 분산한다면 정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동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왔다. 2008년 일본의 스기야마 박사는

교통량과 교통 체증과의 관련성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

였다. 어떠한 신호등과 장애물도 없는 길이 230m의 원

형도로에서 22대의 승용차를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하게 한 채 시속 30km로 운행하게 한 결과 시

간이 흐르자 대열의 한 지점에서 홀연 정체가 나타났

으며, 차량 수를 증가시키니 정체가 출현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 실험을 통하여 그는 교통유입량이 교

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처럼

교통사고나 도로공사, 병목 등의 교통정체 유발 요인이

없다할 지라도 도로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

교통정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유령정체(phantom

congestion)라고 한다. 이같은 유령 정체를 없애려면

교통의 흐름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한다. 교통량

의 예측은 교통의 정체를 없애거나 도로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기초정보 제공 차원으로 필수적이 요소이다.

특히, OR(Operations Research)분야에서는 도로망을

몇 개의 결합점(node)과 이들을 맺는 선(link)의 집합으

로 구성되는 network로서 표현하며, 도로망을 이용하

는 차량의 흐름을 network상에 flow(이용자수)로 취급

하는 교통망의 수학적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 균형의 최적화 모

델을 연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가지 사례의 균형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09 남서울대학교 연구진흥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이성철,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M․P: 010-9413-2040, E-mail: sclee@nsu.ac.kr

2011년 1월 20일 접수; 2011년 3월 9일 수정본 접수; 2011년 3월 11일 게재확정



교통흐름의 수학적 모형 이 성 철128

2. 교통량 균형 이론

교통량 균형문제(traffic equilibrium problem)는 차량

운전자(도로망 이용자)가 혼잡상황에 관한 정보에 의하

여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가지 경로(route)

중에서 최적인 경로(예: 소요시간이 최단이 되는 경로)

를 선택하여 운행할 때에 달성되는 교통 흐름의 상태

를 구하는 문제이다. 교통량 균형문제의 기본 개념은

1952년 J.G. Wardrop에 의하여 제안된 이용자 균형

(user equilibrium, ;Wardrop 균형이라고도 한다.)에서

비롯되었다[8]. 이 개념은 게임이론에서 잘 알려진 Nash

균형과 같다. 이제 Wardrop의 이용자 균형의 개념은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만족을 수반한다.

첫째, 모든 이용자는 항상 여행코스트(가령 소요시간,

이하 단지 코스트라 함.)가 최소인 경로를 선택한다.

둘째, 모든 이용자는 모든 이용 가능한 경로에 관한

완전한 정보(혼잡 상태 등)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이용자는 도로망에 관한 정확한 정

보(각 도로의 혼잡상황이나 소요시간)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코스트를 최소화 한다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

라 행동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이상화된 상

황은 기대 할 수 없으나, 이 가정 아래 다음의 Wardrop

의 제 1원리(Wardrop's first principle)이라 불리는 조

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생각한다.(Wardrop의 제 2원리

는 “도로망의 모든 이용자의 코스트 합계가 최소가 되

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가령 교통 같은 중앙집권적

인 관리조직에 의하여 도로망 전체의 최적화를 달성하

려는 경우에 해당된다.)

Wardrop의 제 1원리

도로망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경로의 소요시간은 모두

같고, 이용 안 되는 경로의 소요시간 보다 같거나 적다.

이 원리에 의하면 ‘교통량균형 상태에서는 어느 이용

자도 자신이 선택한 경로를 변경함으로서 현재의 소요

시간을 개선 할 수는 없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

가 곧 game 이론에서의 Nash 균형에 해당한다.

3. 교통량 균형의 최적화 모델

출발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의 대응(origin

destination pair, OD페어)과 이들을 맺는 3개의 도로 1,

2, 3으로 되는 도로망을 생각하여 보자.

만일, 도로가충분한대수의자동차의통행이가능하고(즉용

량의제한이없이), 도로의혼잡이없으면, 모든이용자는가장

코스트가적은(소요시간이짧은) 도로(경로) 2를선택할것이다.

이것이곧최단경로문제(shortest path problem)문제이다.

[그림 1] 3-path parallel transportation network

[그림 2] Travel cost function : congestion effect

그러나 실제는 많은 이용자가 경로 2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혼잡현상이 발생하여 경로 2의 코스트는 커진

다. 그 결과 다른 경로 1이나 3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나타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이용되는 경로의 코스트가

모두 같아진다.”는 상태, 즉 Wardrop 균형이 달성된다.

이와 같이 도로의 코스트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

동차의 대수(교통량)에 의존하는 것을 나타내는 코스트

함수는 다음과 같다.

  



 (1)

단,

 : 도로 의 흐름(flow;이용자의 수)

 : 도로 에서의 자유주행 코스트

(다른 이용자가 없는 경우의 코스트)

 : 도로 의용량을나타내는파라미터

 : 코스트 함수의 꼴을 정하는 양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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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보기는 세 개의 경로가 있고, 각각의 경

로는 하나의 도로로 되어있다. 따라서

 : 도로      의 흐름(flow;이용자의 수)

 : 도로 의 흐름(flow)이  일 때의 코스트

 : 출발지(origin)에서목적지(destination)까지의최소코스트

 : 출발지-목적지(O-D)간의 이용자 수(교통수요량)

로 기호를 정의 하면,

각 도로의 이용자의 합계가 수요량과 같으므로

  (2)

 ≥  ≥  ≥ (3)

가 성립한다(flow 보존법칙).

또한 Wardrop의 원리에 의하여 균형 상태에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  

  ⇒ ≥

(4)

여기서 함수      를






 (5)

로 정의하면

∇  (6)

이므로, 식 (2) - (4)는 다음 최적화 문제의 최적 조건

(Karush-Kuhu-Tucker conditions; KKT 조건)을 나타

낸다.(Karush-Kuhu-Tucker conditions(KKT)조건이란

최적화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의 하나이고, 최적화

문제의 최적해가 만족 할 조건이다.)

minimize 
  





subject to 
 



  (7)

 ≥      

따라서, Wardrop 균형은 최적화 문제(7)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보통의 도로망은 [그림 1]과 같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수의

도로를 경유해서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림 3]에서 점 1

은 출발지, 점 4는 목적지, 점 2와 3은 분기점이고

    는 도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6-path bridge transportation network

이제 그래프 이론의 용어를 써서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의하자.

= {1, 2, 3, 4} : 노드(node)의 집합

(1, 4) : 출발지 - 목적지의 페어(pair) (OD 페어)

 : OD페어 간의 교통량(교통 수요)

      : 경로(route)의 집합

                     

 : 경로(route) 을 지나는 교통량(flow)

     
 : 경로 흐름(flow) 벡터

 : 도로(link) 를 지나는 교통량(flow)

      
 : 도로 흐름(flow) 벡터

       
 : 경로 코스트 함수

         
 : 도로 코스트 함수

 : 도로 의 소통확률

 : OD페어 소통 신뢰도

 











     
     
     
     

: (경로 - 도로) 접속 행렬

위의 정의에 의하여,

경로 흐름(flow) 벡터  와 도로 흐름(flow) 벡터 

사이에     인 관계가 성립하며, 경로 코스트

함수  와 도로 코스트 함수  사이에

  ⦁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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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rop의 제 1원리에서 균형 상태에서 다음 관계

가 각 경로 ∈ 에 대하여 성립한다.

  ⇒    (8)

   ⇒  ≥  (9)

여기서 함수 와 를

  
∈






  

    

로 정의하면 ∇  이므로

  ⦁ 

 ∇ 

 ∇

가 성립한다.

따라서 식(8), (9)는 다음 최적화 문제의 최적조건

(Karush-Kuhu-Tucker condition)을 나타내고 있다.

minimize 

subject to 
∈

  (10)

 ≥ ∈

즉, Wardrop 균형은최적화문제(10)를풀어구할수있다.

상기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이외에 운전자가 성

향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도로포장 상태, 주변

경관, 과거 교통사고 발생율 등의 변수를 정량화(예; 상,

중, 하로 구분하여 weight를 주거나 과거의 자료 활용)

하여, 변수로 설정하면 선택한 변수의 수에 따라 다변

수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교통흐름의 확률 모형

과거의 자료를 통하여 각 각의 도로망의 소통원활의

확률이 주어진 경우에는 신뢰성함수를 이용하여 OD페

어의 소통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사례 1. [그림 1]과같은단순경로문제에서과거자료로부터

경로 1, 경로 2, 경로 3의 소통확률         

을 얻었다면, pivotal decomposition rule에 의하여[5],

OD페어 소통 신뢰도는

  ⦁    ⦁ 

 ⦁        

 
×

 

사례 2. [그림 3]과 같은 6-path bridge transportation

network에서경로의소통확률을각각      

           라 하면, 경로

(route)의집합의원소는          

          이므로, OD페어 소통

신뢰도는 역시 Pivotal decomposition algorithm에 의하여

  



 

와 같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한계는 각 도로의 코스트는 그 도로의 교

통량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교

차점을 생각하면, 그 교차점에 연결되는 각 도로 사이

에 상호간섭으로 인해 어느 도로의 코스트는 다른 도

로의 교통량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나들목 가까이 교

차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량의 영향이 매우 크

다. 예컨대 서울 내부 순환로 성산, 홍은, 길음 나들목

의 경우는 만성 정체구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

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앞 절에 나타낸 바와 같이

Wardrop 균형을 최적화 문제로서 수식화 할 수가 없

으나, 변수 부등식(variational inequalities)이라 불리는

문제로 수식화가 가능하다[1]. 만일 전체교통흐름의 리

듬을 깨는 급차선 변경, 급감속과 같은 돌발 운전이 없

다면 정체는 유입되는 교통량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수학적 최적화모델을 이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운전자들의 과잉대응

으로 인해 수학적 최적화 모델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 제한속도 수시변경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후방 지점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

의 속도를 전체적으로 제한함으로서 교통 흐름을 늦추

어 정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실제구간을 선정하

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증적

연구를 계속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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