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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undabout has circular traffic island in the intersection center and is kind of intersection where the automobile bypass cir-

cular traffic island. In Korea, the provisional Roundabouts Design Guidelines were published in 2004 by MLT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is guideline did not discussed domestic traffic circumstance. It just only introduced

foreign instances and their guidelines. In addition, the recent National Competitiveness roundabouts as part of the green growth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interest. In this paper, 90 degree of the 4-legged roundabout was compared with 72 degree, 45

degree, and 30 degree 5-legged roundabouts by micro simulation VISSIM. As a result of analysis, average travel time is

decreased when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become bigger the roundabout. 5-legged roundabout until 2,000 volume per hour

evaluated to be similar effect at 90 degree of 4-legged round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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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평면교

차로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2004년 잠정발표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여건

이 검토되지 않은 외국의 사례를 검토 소개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존 회전교차로 잠정지침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용량 및 설치 여건, 그리고 계획절

차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나, 유형별 설계요소가 개략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회전교차로 설계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설치된 많은 유형중 접근로의 모든각이 90도인 4지 회전교차로와 72도, 45도, 30도로 한

군데에서 교차하는 5지 회전교차로에 대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로 회전교차로에서 내접원 직경이 커질수록 평균통행

시간이 감소하며, 5지 회전교차로의 모든 교차각에서는 시간당 교통량이 2,000대까지는 90도로 교차하는 4지 회전교차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 설계지침, 접근로의 교차각, 평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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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이다.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회전교차로 설

계지침을 2004년 잠정발표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통여

건에 검토되지 않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회전교차로가 모든 장소, 상황에서 적합한 것은 아

니다. 교통량과, 주행속도, 가용면적, 지형, 자전거 및 보행교

통량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곳을 분석하여 회전교차로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평면교차로와 회전교차로의 비교분석 연구와 현대

식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재래식 회전교차로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접근도 있었다.

기존 지침서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다

지교차로(5지교차로 이상)에 대한 설계 지침은 전혀 언급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량별 5지 회전교차로 설계 방

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최소의 구조 변

경을 위해 불가피하게 5지 회전교차로 설치함에 대한 효과

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회전교차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 3지 회전교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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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소, 4지 회전교차로는 36개소, 5지 회전교차로는 31개소,

6지 회전교차로는 6개소, 7지 회전교차로는 3개소, 8지 회전

교차로는 1개소로 4지 회전교차로 다음으로 5지 회전교차로

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어 5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2 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는 4지 회전교차로 중 90도로 교차하는 정형적인

기하구조의 회전교차로와 5지 회전교차로의 정형적인 교차각

인 72도와 기형적인 교차각 45도 및 30도에 따라 회전교차로

내접원 직경별 진입교통량과 회전비율 등에 따른 운영효과 미

시적 교통류 분석프로그램인 VIS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문헌고찰

2.1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차이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차이점은 다음 표 1과 그림 3과

같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로의 정확한 차선구분과 차량

의 경로의 명확한 유도를 위한 기하구조를 보인다. 교통서클

은 원형교통섬만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차량의 경로에 혼란

을 줄 수 있다.

2.2 회전교차로 장점

2.2.1 안전성 향상

회전교차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교차로보다 안

전성이 높다.

① 일반 평면교차로보다 자동차간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간

그림 1. 국내 회전교차로 조사현황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표 1.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비교

구분 회전교차로 교통서클

진입방식
양보

(회전차량이 우선)
끼어들기

(선도착차량 우선)

진입통제
회전 차로 진입지점에 
양보표지판 설치

통행우선권 규정 없음

진입속도
저속진입

(25~40km/h 제한)
고속으로 진입

회전부 통행방식
저속운행

(제한속도30~40km/h)
고속으로 통과

이동경로 변화
회전 차로에서 저속
운행하도록

이동경로 변화 활용

대규모 서클에서는
고속 주 이동류를
위해 직진 허용

주차
회전 차로
내 주차 금지

대규모 서클에서는 회
전 차로 내 주차 허용

중앙교통섬
반경

회전속도 감속을 위한 
작은 반경

진입속도 향상을 위해 
큰 반경

회전차로 폭 좁다(상충지점이 적음)넓다(상충지점이 많음)

형식 및 규모
정형화된 형식이며

소규모
정형화된 형식이 없고 

대규모

분리교통섬 필수적 선택적

그림 3. 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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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충 횟수가 적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4, 그림 5와 같다.

② 교차로 진입부와 교차로 내에서 감속 운행하게 된다.

③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한다.

2.2.2 지체 감소

신호교차로는 교통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신호대기시간이 발

생하므로 교통량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 회전교차로가 유리하다.

2.2.3 기타

회전교차로가 기존교차로에 비하여 우월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양하게 변형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접근로가 갈라지거나 비스듬하게 교차하는 경우, 서로 가깝게

인접한 교차로, Y자형 교차로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는 서로 가깝게 인접한 교차로를 하나의 교차로

로 묶어 설계할 수 있어, 기존에 인접한 교차로가 갖던 운영

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해당 교차로

의 특수한 기하구조 조건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 조건

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3 회전교차로 설계요소

회전교차로의 설계지침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건설교통부

2004.12)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잠정 지침으로서 현재 관

련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잠정지침에 나타나 있는 설계

요소 그림 6과 같으며, 분리교통섬, 회전차로 설계속도, 내접

원직경, 회전차로폭, 중앙교통섬직경, 진입부 최대 설계속도,

진입부 차로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차각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교차각이란 용어의 정리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

다. 하나의 회전교차로에서 접근로와 그 인접한 접근로와의

중앙선의 연장선이 회전교차로 내접원의 중심과 접하는 각도

를 아래 그림 7과 같이 접근로의 교차각이라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최소값의 교차각을

그 회전교차로를 대표로하여 지칭하였다.

2.4 회전교차로 양보규정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과 같이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 통행우선권은 회전차량에게 있으며 회전차로

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정지해야 하므로 다음 그림 8과 같이

검지기(녹색실선)를 설치하여 차량이 검지되면 진입차량은 정

지선(적색 실선)에 정지하고, 회전차로에 차량이 검지되지 않

을 경우 회전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회전

차로로 진입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 회전교차로 설계요소

그림 7. 회전교차로 접근로 교차각

그림 4. 차량간 상충점 비교

그림 5. 차량-보행자 상충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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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시나리오 구성 및 구축

3.1 시나리오 구성 및 효과척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은 4지와 5지 회전교차로에 한

정하였으며, 접근로 및 회전차로는 1차로로 구성하였다. 기타

세부적인 시나리오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1차로 분석 시나리오 구성에 의해 총 120개의 시나리오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회전교차로의 비교분석을 위해 대형차는

2.5톤 이상 트럭과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분류하였으며, 대

형차 혼입률은 10%, 회전차로의 폭은 6m, 차량의 회전교차

로로의 접근 속도는 60km/h, 회전 속도는 20~30km/h내로 가

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회전비율1은 4지 회전교차로에서는

33.3/33.3/33.3(%)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25/25/25/25(%)의 비

율로 회전비율 2는 4지회전교차로에서는 15/70/15(%) 5지 회

전교차로에서는 15/35/35/15(%)의 교통량 비율을 나타낸다. 

2차로 분석 시나리오의 구성에 의해 총 48개의 시나리오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회전교차로의 비교분석을 위해 대형차 혼

입률은 10%, 회전차로의 폭은 10m로 2차로로 구성되며, 차량

의 회전교차로로의 접근 속도는 60km/h, 회전 속도는 30km/h

내로 가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지 회전교차로의 회전비율

은 25/50/25(%)로 5지 회전교차로의 회전비율은 20/30/30/

20(%)로 직진 교통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분석이다. 

회전교차로 시나리오별 평가를 위한 효과척도는 결과를 정

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 지체, 평

균통행속도, 평균통행시간, 안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회전교차로 평가를 위한 정형적 효과

척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평균통행시

간을 사용하였다. 평균통행시간은 회전교차로의 내접원 중심

을 기준으로 모든 접근로의 길이를 400m로 하여 산출하였다.

3.2 시나리오 구축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미시적 교통류 분석프로그램인

VISSIM을 사용하였다. VISSI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구축은

정형적 교차각인 72도와 기형적 교차각인 45도 및 30도를

분리하여 각 시나리오에 맞게 구축되었다. 또한, 30도의 교차

각을 갖는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원만히 조

향 할 수 있는 회전반경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회전 별도차

로의 유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우회전 별도차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9는 시나리오 구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4. 운영효과 분석

5지 회전교차로의 교차각에 따른 분석은 접근로 및 회전차

로 1차로와 2차로에 대해 실시하였다. 1차로 분석은 회전교

차로 내접원 반경 기준은 25~40m로 본 시나리오에서 구분한

25m, 30m, 40m로 구분하여 효과를 검토하였다. 2차로 분석

은 45~60m기준으로 45m, 55m, 60m로 구분하여 효과를 검

토하였다.

그림 8. 회전교차로 양보 정지선 구성

표 2. 1차로 분석 시나리오 구성

구 분 구 성

회전교차로 형태 4지 회전교차로 5지 회전교차로

접근각도 90도 72도 45도 30도

회전비율%
(좌/직/우)

1 33.3/33.3/33.3 25/25/25/25

2 15/70/15 15/35/35/15

내접원 직경(m)
[회전속도(km/h)]

25
[20]

30
[25]

40
[30]

교통량(vph) 1,200 1,600 2,000 2,400

대형차 혼입률-10%
회전차로폭-6m 
진입속도-60km/h

표 3. 2차로 분석 시나리오 구성

구분 구 성

회전교차로 형태 4지 회전교차로 5지 회전교차로

접근각도 90도 72도 45도 30도

회전비율%
(좌/직/우)

25/50/25 20/30/30/20

내접원 직경(m) 45 55 60

교통량(vph) 2,400 3,200 4,000 4,800

대형차 혼입률-10%
회전차로폭-10m 
진입 속도-60km/h
회전 속도-30km/h

그림 9. 시뮬레이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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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차로 분석

4.1.1 시간당 교통량 1,200대

표 4와 그림 10은 시간당 교통량이 1,200대인 경우의 결과

를 보여준다. 내접원의 직경이 커질수록 평균통행시간은 감소

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72도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3.49초,

90도 4지 회전교차로에서는 0.66초의 평균 통행시간 감소로

그 효과가 작다.

4.1.2 시간당 교통량 1,600대

표 5와 그림 11은 시간당 교통량이 1,600대인 경우의 결과

를 보여준다. 시간당 교통량이 1,200대인 경우의 결과와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내접원 직경을 25m에서 40m로 증가 시킬

경우, 72도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2.39초, 90도 4지 회전교차

로에서는 1.69초의 평균 통행시간 감소로 시간당 교통량

1,200대인 경우와 비슷하게 그 효과가 작다.

4.1.3 시간당 교통량 2,000대

표 6과 그림 12는 시간당 교통량이 2,000대인 경우의 결과

를 보여준다. 1차로 회전교차로의 용량수준으로서 앞의 시간

당 교통량이 1,200대와 1,600대의 경우보다 평균통행시간의

감소효과는 증가하였다. 내접원 직경을 25m에서 40m로 증가

그림 10. 시간당 교통량 1,200대 시뮬레이션 결과

표 4. 1차로 시간당 교통량 1,2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
교차로

72도 45도
30도
(유)

30도
(무)

90도

회전
비율1

25m 60.51 60.76 60.82 60.99 54.60

30m 58.30 58.14 57.83 57.95 56.30

40m 57.02 56.17 55.69 55.90 53.94

회전
비율2

25m 60.42 60.71 59.35 61.05 54.42

30m 58.32 57.96 56.56 57.77 56.37

40m 56.86 55.98 54.44 55.73 54.02

표 5. 1차로 시간당 교통량 1,6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
교차로

72도 45도
30도
(유)

30도
(무)

90도

회전
비율1

25m 85.13 86.18 85.74 86.44 76.87 

30m 83.02 81.79 81.24 82.01 78.99 

40m 82.74 78.55 77.94 78.19 75.18 

회전
비율2

25m 85.31 85.91 85.95 86.42 76.57 

30m 83.27 81.56 81.38 81.68 78.39 

40m 82.17 78.11 77.22 77.91 75.02 

그림 11. 시간당 교통량 1,600대 시뮬레이션 결과

표 6. 1차로 시간당 교통량 2,0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
교차로

72도 45도
30도
(유)

30도
(무)

90도

회전
비율1

25m 116.92 119.10 118.72 124.23 107.47 

30m 111.90 111.66 111.92 117.54 107.26 

40m 107.83 106.19 104.81 106.79 100.89 

회전
비율2

25m 115.05 118.80 118.37 120.29 105.37 

30m 110.10 110.46 112.17 115.22 106.14 

40m 105.92 105.63 105.34 106.98 99.71 

그림 12. 시간당 교통량 2,000대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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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경우, 72도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9.09초, 90도 4지 회

전교차로에서는 6.58초의 평균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보였다.

4.1.4 시간당 교통량 2,400대

표 7과 그림 13은 시간당 교통량이 2,400대인 경우의 결과

를 보여준다. 1차로 회전교차로의 용량수준을 초과한 5지 회

전교차로에서는 내접원 직경을 크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큰

평균 통행시간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내접원 직경을 25m

에서 40m로 증가 시킬 경우, 72도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26.89초, 90도 4지 회전교차로에서는 59.79초의 평균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보였다.

4.2 2차로 분석

4.2.1 시간당 교통량 2,400대

표 8과 그림 14는 시간당 교통량 2,400대 인 경우 접근로

와 회전차로가 2차로인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1차로

분석 결과 시간당 교통량 2,400대인 경우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2차로인 경우는 차량당 평균 통행시간이

56.0초에서 56.8초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시간당 교통량이

2,400대인 경우는 1차로 설계보다 2차로인 내접원 직경이

45m인 회전교차로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2.2 시간당 교통량 3,200대

표 9와 그림 15는 앞의 시간당 교통량 2,400대인 경우와

같이 45, 55m, 60m 세 경우 모두 차량당 평균 통행시간이

60.5초에서 62.7초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다. 따라서, 회전교

차로의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접원 직경을 45m로

설치가 가능하다.

4.2.3 시간당 교통량 4,000대

표 10과 그림 16은 시간당 교통량이 4,000대인 경우의 결

과이다. 검토 결과 내접원 직경이 45m에서 60m로 증가할 때

4지 회전교차로는 평균 통행시간이 3.7초 감소하였고, 72도로

교차하는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7.2초, 45도로 교차하는 5지

회전교차로에서는 10.9초, 30도로 교차하는 5지 회전교차로에

서는 20.9초의 평균 통행시간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정형적

인 기하구조의 회전교차로에서보다 기형적인 구조의 회전교차

표 8. 2차로 시간당 교통량 2,4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교
차로

72도 45도 30도 90도

45m 56.5 56.4 56.0 56.6 

55m 56.7 56.5 56.7 56.8 

60m 56.7 56.3 56.2 56.3 

그림 13. 시간당 교통량 2,400대 시뮬레이션 결과

표 7. 1차로 시간당 교통량 2,4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
교차로

72도 45도 30도(유) 30도(무) 90도

회전
비율1

25m 212.68 259.06 243.95 263.39 219.23 

30m 192.00 232.43 233.00 243.58 171.14 

40m 185.79 188.74 204.98 220.86 159.44 

회전
비율2

25m 190.06 245.19 246.41 253.55 172.86 

30m 195.80 221.97 232.74 237.46 163.25 

40m 167.78 189.90 218.58 221.84 144.13 

표 9. 2차로 시간당 교통량 3,2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교차로

72도 45도 30도 90도

45m 61.2 61.2 60.5 61.8 

55m 62.3 62.0 62.7 62.0 

60m 61.7 61.1 61.6 60.6 

그림 14. 시간당 교통량 2,400대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5. 시간당 교통량 3,200대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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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 내접원의 직경을 증가시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2.4 시간당 교통량 4,800대

표 11과 그림 17은 시간당 교통량이 4,800대인 경우의 결

과이다. 평균 통행시간이 195.1초에서 233.0초로 차량의 소통

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회전교차로의 설계에 큰 의

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교통류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지 회전교

차로의 인접한 접근로와의 교차각과 내접원 직경, 교통량, 방

향별 교통량비와의 관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1. 1차로 분석 결과, 시간당 교통량 1,200대와 1,600대인 경

우 4지 회전교차로와 5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비교 결과

소통이 원활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간당 교통량이 2000대인 경우 분석 결과, 4지 회전교

차로의 내접원 직경이 25m와 30 m인 경우 평균통행시간

이 비슷하나 내접원 직경을 40m로 증가하면 평균통행시

간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시간당 교통량이 2000대 수준으로 내접원 직경이 25m나

30m로 설계된 4지 회전교차로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5지 회전교차로의 내접원 직경은 4지 회전교차로

보다 큰 40m의 직경으로 설계해야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4. 2차로 분석 결과, 2,400대와 3,200대의 경우 내접원 직경

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전교차로의 설

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접원 직경을 45m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5. 시간당 교통량 4,000대의 경우 내접원 직경이 45m에서

60m로 증가할 때 4지 회전교차로는 평균 통행시간이 감

소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비교한 효과척도인 평균통행시간외 다

른 효과척도들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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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간당 교통량 4,000대 시뮬레이션 결과

표 10. 2차로 시간당 교통량 4,0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교
차로

72도 45도 30도 90도

45m 83.2 93.6 137.0 89.2 

55m 88.6 84.3 127.3 90.8 

60m 76.0 82.7 116.1 85.5 

표 11. 2차로 시간당 교통량 4,800대 평균 통행시간

(단위 : 초)

내접원
직경

5지 회전교차로
4지 

회전교차로

72도 45도 30도 90도

45m 200.7 200.5 195.1 219.1

55m 221.1 219.3 205.6 224.2

60m 233.0 206.8 201.6 199.8

그림 17. 시간당 교통량 4,800대 시뮬레이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