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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회 교차로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분 회 교차로의 교통운 측
면에서의 효과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국외에 비해 교통안 측면 혹은 연속 인 회 교차로 설치를 포함
한 다양한 회 교차로 도입방안 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부분의 회 교차로 건설이 개별교차로
별 개선을 해 용되고 있어 회 교차로의 축간 혹은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운 효과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교차로 도입 시 교차로 운 상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인  교차로사이의 정거리를 도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도로네트워크에서 연속 인 회 교차로 도입 시의 네트워크 차원의 운  효과를 분석
하 다. 분석결과, 150m이내에 신호교차로가 있을 경우 회 교차로의 교통소통효과는 격히 감소함이 분석되어 
회 교차로 도입 시의 인 교차로와의 거리는 약 150m가 확보되어야 인 신호교차로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천시 논 지구를 상으로 수행된 장조사결과를 토 로 시뮬 이션 분석한 결과, 하나의 
교차로만을 회 교차로로 환할 경우보다 연속 으로 다수의 교차로를 회 교차로로 환할 경우에 운 효과는 매
우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ough many studies regarding roundabout have been recently conducted,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operational aspect. Moreover, majority of the previous researches analyzes operational 
effects of single roundabout, but seldom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lti-roundabouts constructed on 
road networks.

In this study, we seek ways to construct multiple roundabouts on road network maximizing their 
operational effects. The analysis investigate influence of both adjacent signalized and unsignalized 
intersections as well as influence of the distance from those intersections to roundabouts. The 
results show that the optimal distance between two adjacent intersections were calculated to be 
150m, and any two intersections located within 150m apart influence each other thus imposing 
operational restrictions on each other. In addition, those results are confirmed using simulation 
analysis conducted on the real urban network in Nonheon regional area, In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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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회 교차로에 한 심이 높

아지고 있다. 회 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하나로써 교차

로 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이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형식의 교차로이다. 

회 교차로에서는 기존 로터리와 달리 교차로에 진입하

는 차량이 회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하는 방

식으로 운 된다. 이때 차량이 회 교차로에 서행으로 

진입하도록 유도되고, 회 차로에서의 차량 주행을 제한

하는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교통소통 향상뿐만 아니라 

사고건수  사고 심각도가 감소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교차로의 안 성 확보 차원에서 회 교차

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해 으로 홍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 원

회와 행정안 부에서 주 하여 2010년에 회 교차로 

91개소에 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국토해양부

에서는 「회 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부분의 회 교차로 건설이 하나의 교차로만

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 용되고 있어 회 교차로의 

축간 혹은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운 효과는 간과되고 있

다. 비신호 는 신호교차로 사이에 치해 있는 교차로

에 설치된 회 교차로는 인 교차로에 향을 받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국내의 많은 주거  

상업단지 내에서는 짧은 거리 내에 인 된 교차로들이 

많기 때문에 교차로 상호간 향을 고려한 회 교차로 

용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교차로 도입 시 교차로 운

상의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인  교차로사이의 

정거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네트워

크에서 연속 인 회 교차로 도입 시의 네트워크 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도시부 네트워크에 회 교차로를 도입할 

경우 인  교차로와의 향을 고려한 정거리 도출  

그에 따른 교통 운 상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가상

의 도시부 격자형 구조의 가로망을 구 하 다. 우선 교

통량  인 교차로간 거리의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체의 차량당 평균지체시간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회

교차로 건설시 최 의 교차로간 거리를 도출하 다. 

최종 으로 모의네트워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네트워크에 연속 인 회 교차로를 용하여 네트워크 

차원의 회 교차로 도입시 교통운  측면의 효과를 분석

하 다. 

Ⅱ. 문헌고찰

1.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의 차별성

최근 연구에서 정용일 등(2010)은 도시가로망 회

교차로 도입에 따른 향평가  운 략 수립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신호교차로를 회 교차로 변경시 하

류부 교차로 차량 도착분포가 차량군 도착에서 균일도착

으로 변경됨을 설명하 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아주 많

이 않은 상황에서는 교차로 소통완화효과가 매우 우수하

나 교통량이 용량상태에 가까워지면 지체도가 격히 증

가하는 것을 제시하 다. 해당연구에서는 시뮬 이션 수

행시 임계간격을 조정하여 분석하 으며, 최종분석결과 

도시지역 2차로 회 교차로의 보정된 최  진입허용 교

통량을 약 4,000 /시로 추정하 다.

김경환 등(2010)은 4지 1차로  2차로 회 교차로

에서 보행 는 차량 통행우선권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

행하 다.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를 효과척도로 분석하여, 

보행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회 교차로의 운 효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태  외(2009)는 다이아몬드 IC와의 교차 에서

의 회 교차로 도입 가능성을 입증하기 해서 입체교차

에서 회 교차로 설치 시 운 효율이 일반교차로에 비

해 효과 임을 입증하 다. 분석결과 4지교차로에서는 

진입교통량이 480～1,880 /시일 경우에 회 교차로의 

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3지교차로에서는 

진입교통량이 980 /시일경우에 회 교차로에서 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 보 외(2007)는 지방부 Y형 교차로에 해 회

교차로의 변환 가능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하 다. 

그 결과 Y형 교차로는 통행권 우선순 에 한 운 자의 

혼란과 상충교통류로 인하여 가장 취약한 운 형태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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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랑스 낭트지역의 회 교차로 

<그림 2> 아랍에미 이트의 회 교차로

타내어 회 교차로로 환 후 교차로 통과교통량이 증가

하고 안 성이 개선되었다.

Guido 등(2009)은 회 교차로에서 비디오 트래킹자

료를 이용하여 운 자의 안 성을 평가를 한 지표를 

발견하고자 하 다. 그 결과 회 교차로에서 진입부에서 

회 부로 진입하는 차량과 회 하는 차량사이에 발생하

는 사고 험율이 회 교차로의 다른 지 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잦은 제동으로 인한 속도변화

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Ing(1996) 교수는 독일의 34개 회 교차로에 해

서 설치 ·후의 교통사고건수를 비교하 다. 조사 상 

회 교차로는 부분 내 원 지름 30m 정도 규모의 회

교차로를 선정하 다, 이 에서 두 개의 회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다. 분석결과, 신호교차로에서 회

교차로로 변경하 을 경우 총 사고건수는 40%까지 감

소하 으며, 사고감소로 인한 안 편익은 도시부 회 교

차로에서 34%, 교외에 치한 회 교차로에서 84%까

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보행자사고는 8건

에서 2건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자 거사고는 일부 증가

하 는데, 이는 자 거 용차로가 회 차로 내부까지 

연결되어 차량들과 함께 운행함에 따라 사고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 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회 차로에서 4～5m 후방에 설치하고 횡단

보도 폭이 1.6～2.5m를 갖는 분리형 교통섬으로 설치

하는 것을 강조하 다.

Maycock(1984)은 국에 설치된 84개의 4지 회

교차로에서 발생한 부상사고들을 분석하 다. 기하구조

설계, 교통류, 사고빈도와의 계를 분석하여 회 교차

로사고의 특성을 검토하 다. 그 결과 조사된 회 교차

로에서의 연평균 부상사고빈도는 3.31건이며, 이 에서 

사망  상 사고는 16%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 자 거 사고는 13～16%, 

오토바이 사고는 30～40%, 그리고 보행자 사고는 4～

6%로 나타났다.

랑스 연구1)에서는 지름이 작은 회 교차로는 지름

이 큰 회 교차로보다 사고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회 교차로의 시인성 확보 측면에서 

외부경사(out slop)보다 내부경사(inside slop)로 설계

하는 것이 안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기존연구 고찰 결과 부분의 국내 회 교차로 연구

는 독립교차로를 회 교차로 환시 교통운 상의 효과

분석을 수행하 으며, 국외의 경우에는 교통운 상의 효

과분석뿐만 아니라 회 교차로에서의 사고감소효과 등을 

분석하 다. 그러나 연속된 교차로 간의 향분석을 토

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회 교차로 도입효과를 분석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교차

로에서 연속 인 교차로로 확 하여 분석․도입 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특히 회 교차로 설치가 도로 네

트워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차원의 회 교차로 해외설치 사례

국외에는 교차로 간격이 짧을 경우 는 교통량이 

을 경우에 회 교차로를 연달아 설치하여 회 교차로 설

치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 표 인 로서 랑스

1) Centre D’Etudes Techniques de l‘quipment de l’Ouest, Nantes (1986), ‘Evolution de la sequrite Sur Les Carrefours 

Girato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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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형 회 교차로 

의 낭트지역은 우리나라 충청도 면 에 달하며 이 지역

에는 약 670개의 회 교차로가 설치․운  에 있어 

도시내 도로 네트워크에 히 회 교차로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한 아랍에미 이트의 두바이에서는 도시 미 을 

한 회 교차로 설치가 도시계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어 도시계획시 네트워크 부분의 교차로를 회 교차로

로 설계․운 하고 있다. 

특수형 회 교차로의 하나로 구형회 교차로가 도입

된 사례가 있다. 구형회 교차로는 주거  상업단지 

내에서의 교차로와 인 교차로와의 간격이 매우 작을 때 

설치하면 교차로의 운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3. 시사

국외의 경우, 이미 많은 나라에서 회 교차로 도입이 

활성화되어 다방면의 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

에는 회 교차로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자료를 바탕으

로 회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효과분석  연속 인 회

교차로 설치효과 등에 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따라

서 국내에서는 회 교차로 도입의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 다수의 교차로가 포함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회

교차로 도입방안  이에 한 효과분석이 반드시 필요

한 실정이다. 한 기존 교차로를 회 교차로 환할 경

우에는 추가 도로부지 확보  도로부 시설 이  등의 

많은 문제 이 있어 회 교차로로의 환이 어려움이 있

으므로, 신도시 등의 계획단계부터 회 교차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도시․도로 계획단계에서 

회 교차로를 도입하게 되면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회

교차로 설치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사례에서와 

같이 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교통소통완화  안 성 

향상 그리고 도시 내 도로의 미  향상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효과분석

1. 교차로간 거리의 향분석

1) 네트워크 구축

일반 으로 교차로간 간격은 지방부보다는 도시부에

서 작고, 이러한 도시부 도로네트워크의 특징이 회 교

차로 도입  운 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회 교차로 도입 시 운 효과 증 를 한 최 의 

인 교차로간 거리를 도출하기 해 VISSIM 5.0을 이

용하여 차량당 평균지체를 분석하 다. 네트워크 구축은 

기존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04」에서 제시된 도시

지역 왕복 2차로 회 교차로 설계 기 을 용하 다. 

네트워크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상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 고, 교차로와 교차로간의 거리는 50m

부터 300m까지 50m 간격으로 다양하게 구축하여 교차

로간 거리의 향을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시뮬 이션 수행시 분석 결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는 임계차두시간, 차간간격, 속도분

포, 차종, 신호조건 등이다. 본 연구에 용된 각종 라

미터 값은 <표 2>와 같고 신호교차로에서 회 교차로 

용시 동일한 값을 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운 자 행태특성(Random Seed)을 반 하기 해



이동민․김도훈

한교통학회지 제29권 제5호, 2011년 10월 83

라미터 용값

임계차두시간 5

차간간격 5m

속도분포 60km/h(58～68km/h)

차종 승용차

차로폭 3.5m

구배 0%

신호 교통량 조건에 따른 최 시 용

랜덤시드 10회

안정화시간 600

<표 2> 시뮬 이션에 용된 라미터

<그림 4> 가상의 네트워크

구분 설계 요소 지침 본 연구

일반사항
차로수(편도) 1 1

최  일교통량( /일) 20,000 -

회 부

회 차로설계속도(km/시) 20～25 20～25

내 원 직경(m) 30～40 40

앙교통섬직경(m) 18～32 28

회 차로 폭(m) 4～6 6

진입부*

진입부 최 설계속도(km/시) 35 30～35

진입부 반경(m) 11～30 -

진입부 차로폭(m) 4～5 4

* : 본 지침은 진출로의 폭원에 한 기 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1> 분석용 회 교차로 설계 제원
2)

서 10가지 타입으로 용하여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왜

곡을 최소화하 다.2)

2) 시나리오 설정

분석시나리오는 신호교차로 기반으로 조성된 네트워

크에서 앙의 교차로가 신호로 운 될 경우와 회 교차

로로 운 될 경우에 교차로간 거리에 따라 교통운 효과

를 분석하기 해 수립되었다. 「회 교차로 설계지침, 

2010」에서는 신호교차로에서 회 교차로의 환기  

교통량을 400 /시/차로에서 500 /시/차로까지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방향별 

진입 교통량은 200 /시/차로부터 50 씩 증가하여 

600 /시/차로까지 용하 다. 이때 방향별 교통량 비

율은 좌회  20%, 직진 70%, 우회  10%로 가정하

다. 한 네트워크  구간에는 보행자 통행량  차량진

출입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본 연구의 효과척도는 거리별․교통량별에 따른 네트

워크 체 차량당 평균지체를 분석하 다. 이때 사용된 

지체 개념은 신호교차로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개념과는 

달리 희망통과시간과 실제통행시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식(1)과 같다.

평균지체시간초대 





 





          (1)

N : 통과차량 수

ATi : 실제 속도에 따른 i차량의 통과시간

DTi : 희망속도에 따른 I차량의 통과시간

한 실에 맞는 가로망의 교통흐름이 되도록 하기 

해서 600 의 네트워크 안정화시간(Warm-up 

time)을 용하 다. 이는 최  출발한 차량군은 자유속

도로 진행하게 되어 실에 맞지 않는 왜곡된 분석결과

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다.

3) 분석결과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 교차로 미

설치 시 교차로간 거리가 늘어날수록 차량당 평균 지체

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교차로 용 시 

진입교통량 400 /시 이하에서는 교차로간 거리가 늘어

날수록 차량당 평균지체가 감소되지만, 450 /시 이후

는 교차로간 거리가 늘어날수록 차량당 평균지체시간이 

격하게 증가되었다. 즉, 시간당 진입교통량이 450 /

시 보다 큰 경우에는 회 교차로의 운 효율성이 격하

게 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 교차로 환 시 수

용할 수 있는 한계 진입교통량은 약 450 /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한 진입교통량수 을 시간당 약 400 를 

2) 본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되었으며,「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04」에서 제시하는 설계제원을 용하 음. 그러나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04」에서 제시한 회 교차로 설계제원은 최근에 발간된 「회 교차로 설계지침, 2010」의 회 교차로 설계제원의 범 에 부분 포함되

지만 “진입부 최 설계속도(최 40km/h~50km/h)”와 “진입부 차로폭(5.5m)”의 제원에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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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환기 에서 음 부분(100~150 /시, 400~500 /시) 범 에서는 교통
류 특성과 교차로 주변여건에 따라 교차로 운  방식 결정

<그림 6> 교통소통 측면의 회 교차로 환기

구분
진입

교통량

회 교차로 미 용 회 교차로 용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1 200 42.40 44.56 47.43 48.98 54.95 56.02 43.42 46.11 45.52 45.09 44.12 43.08 

2 250 48.29 49.79 50.83 51.79 57.56 60.15 49.61 48.23 47.31 47.02 45.93 44.86 

3 300 47.34 48.42 50.81 52.30 58.30 60.26 54.45 49.50 47.32 47.11 46.08 44.79 

4 350 50.71 50.98 53.00 55.40 60.96 62.43 67.65 55.52 48.79 48.85 47.57 46.46 

5 400 59.63 61.88 69.70 72.22 77.84 80.05 90.95 78.48 66.01 65.26 63.93 61.12 

6 450 60.35 62.52 73.51 80.04 91.50 92.95 95.58 80.47 81.77 81.90 89.92 94.39 

7 500 64.05 66.00 80.04 90.42 106.50 110.76 n/a
*

n/a 99.83 103.36 113.02 124.65 

8 550 65.32 68.39 84.65 94.99 118.00 120.62 n/a n/a 104.85 114.17 128.79 138.02 

9 600 65.55 70.18 88.64 101.44 126.71 129.00 n/a n/a 107.92 119.25 135.46 146.80 

주 : *n/a는 교차로 근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인 교차로 간 거리가 짧은 네트워크에서는 해당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비 

정상 인 수치로 도출된 해당 시뮬 이션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반 하지 않음

<표 3> 교차로간의 거리 향 분석을 한 유형별 차량당 평균지체 비교                                    (단  : / )

<그림 5> 차량당 평균지체시간 차이 비교

기 으로 회 교차로 용시와 미 용시의 차량당 평균 

지체시간을 비교하면 <그림 5>와 같다.

차량당 평균지체시간이 교차로간 거리가 50m인 경우

에는 31.32  증가, 100m일 경우 16.60  증가, 

150m일 경우에는 3.69  감소, 200m일 경우 6.96  

감소, 250m일 경우에는 13.91 , 그리고 300m일 경

우에는 18.93 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차

로 사이의 거리가 150m 미만일 경우에는 어느 한 지

의 교차로에서 교통혼잡 상(Spillback)이 발생될 경우 

인 한 교차로에까지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운 상

의 효과가 감소된다. 이때 교차로간 거리가 길어질수록 

교통운 상의 효율성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 으로 도심부에서는 인 교차로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0m 

이상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유지될 경우에 회

교차로 환 시 교통운 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의 결과에서 진입 교통량이 450 /시 이상이고, 

150m이내에 인  신호교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회 교차

로보다는 신호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회 교차로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소통 측면의 회 교차로 

환기 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그림 6>과 같다.

2. 인 교차로의 향분석

1) 네트워크 구축

인 교차로의 향분석을 해 앞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차로간 거리가 100m인 신호교차로로 구

성된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석하 으며, 회 교

차로 설계제원  시뮬 이션 가정은 교차로간 거리의 

향분석에서 언 한 바와 동일하게 용하 다.

2) 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교차로 모두 신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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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1>  < 안2>  < 안3>

<그림 8> 인 교차로의 향분석을 한 네트워크

<그림 7> 인 교차로 향분석 네트워크

#
진입 

교통량

안1 (A:신호, B:신호) 안2 (A:회 , B:신호) 안3 (A:회 , B:회 )

교차로 A 교차로 B 교차로 A 교차로 B 교차로 A 교차로 B

1 200 28.78 24.87 3.31 30.86 3.10 2.89 

2 250 29.80 25.32 4.67 31.66 4.21 3.82 

3 300 31.52 26.56 7.59 33.70 5.74 5.25 

4 350 33.80 28.36 13.04 37.47 7.84 7.17 

5 400 38.86 32.13 29.87 43.51 10.99 9.95 

6 450 51.85 45.29 30.66 55.47 17.30 15.80 

7 500 53.56 46.12 38.11 57.56 29.12 26.64 

8 550 55.12 46.24 38.77 57.87 34.86 33.50 

9 600 57.63 46.84 38.82 59.00 36.22 36.98 

<표 4> 인 교차로의 향분석을 한 유형별 차량당 평균지체 비교                                        (단  : / )

차로인 경우( 안 1)에 비해 회 교차로를 설치한 경우 

지체가 훨씬 어들었다. 이 경우 동일한 교통량수 임

에도 교차로A보다 교차로B에서 차량당 평균지체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교차로A에서 교차로B방향으로의 신호연

동에 인한 결과로 보인다. 1개 교차로(A)에만 회 교차

로가 설치된 경우, 안 1에 비해 교차로A에서는 지체가 

많이 어들었지만, 교차로B에서는 오히려 지체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  회 교차로에서의 연

속 이고 원활한 소통으로 교차로B의 한 신호주기동안 

교차로A로부터 진입되는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른 향

으로 단된다. 한 이를 통해 교차로 간격이 100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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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장조사지 과 분석 교차로 치

하인 도시부 네트워크에 회 교차로 1개만을 개별 으

로 설치할 경우 오히려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회 교

차로와 인 한 신호교차로에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지체

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인 한 교차로가 모두 회 교차로

로 구성된 경우에는 앞의 두 안에 비해 월등히 낮은 지

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

교차로 설치시 인 교차로의 향을 분석하고 연속 으

로 회 교차로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그림 8>과 

같이 도식화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 다.

3. 도로 네트워크 상의 회 교차로 도입방안

본 연구는 가상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기존 교차로를 

회 교차로 환 시 인 교차로 사이의 거리에 따른 

향  연속 인 회 교차로 설치에 따른 인 교차로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토 로 실제 도로네트워크 

상에서 회 교차로 도입하기 한 방안을 다음과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 차원의 회 교차로 설치 시 “인 교차

로 사이 간격”, “회 교차로 환 시 네트워크 체에 미

치는 향” 그리고 “인 한 신호교차로와 회 교차로 간 

상호 향 여부”에 한 사  검토는 필수 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둘째, 인 교차로 간 간격이 150m이내일 경우에는 

연속 으로 회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150m이내에 신호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회

교차로 계획기   환기 보다 낮은 값을 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회 교차로 도입 시 토지추가수용  도로부속

시설 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도시계획  설계단

계에서 도로망 계획차원에서 회 교차로 설치를 검토하

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Ⅳ.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에서 설명한 도로 네트워크상의 회

교차로 도입방안에 따라 회 교차로를 도로망에 연속

으로 설치할 경우 실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해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신호

교차로로 구성된 상지역을 선정하고, 실제지역의 도로

망 내부교차로에 신호교차로 신 회 교차로를 설치한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1. 사례연구 방법

1) 분석 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기 해서 실제 운  인 도로망을 선정하 다. 

분석 도로망 선정을 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최근 추진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5개지구, 명시 소하

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용인시 동백/흥덕지구, 화성시 

동탄지구 그리고 인천시 논 지구를 사  후보지로 선정

하여 검토하 다.

그 결과 5개의 사  후보지 에서 입주가 완료되고, 

네트워크 조건이 양호한 인천시 논 지구를 최종 선정하

다. 인천 논 지구는 2009년 완공, 재 입주가 완료

된 상태이며,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분석 상지의 도로

망이 격자형으로 구축되어 네트워크 차원의 회 교차로 

도입효과분석을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구축  시나리오 설정

총 11개 신호교차로에서의 장조사를 통해 실의 

네트워크 분석을 한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운 조건

을 수집하 다. 연구의 목  상 상 네트워크는 설계도

면의 기하구조를 그 로 용하되, 횡단보도  아 트 

등의 진출입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구축되었다. 

NC-97 검지기를 활용하여 분석네트워크 에서 주

요 6개 도로구간에서의 평균통행속도를 조사하 으며, 

<표 5>와 같다.

한 개별 교차로에서의 방향별 교통량 비율  신호

시를 조사하여 시뮬 이션의 교통량 통행배정이 실제 

분석 상 도로망에서의 교통량 통행배정과 유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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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지   교통량(승용차 : 차량, (%))

A 768(64:36) F 967(89:11)

S 101(100:0) G 860(75:25)

C 787(86:14) H 655(72:28)

D 774(92:8) I 425(78:22)

E 259(90:10) J 1232(93:7)

<표 7> Input 교통량

지
샘 수

( )

차량당 평균 통행속도(km/h)

평균속도 최 속도 최소속도

계 2,222 45 109 11

#1 921 40 96 11

#2 632 44 98 13

#3 669 50 109 12

<표 5> 분석 상지의 차량당 평균 통행속도

교차로

번호
1 시 2 시 3 시 4 시

주기

( )
기타

1 - 105 -
12(3) 72(3) 12(3)

2 - 90
남북방향 

비보호좌회
33(3) 12(3) 36(3)

3 - 90 -
24(3) 45(3) 12(3)

4 110 -
25(3) 21(3) 40(3) 12(3)

5 - 90
동서방향 

비보호좌회
42(3) 27(3) 12(3)

6
-

- 90
방향 

비보호좌회27(3) 57(3)

7

ALL 

RED - 125
방향 

비보호좌회
37(3) 42(3) 40

8

ALL 

RED - 95
북방향 

비보호좌회
36(3) 40 13(3)

9 115 -
46(3) 33(3) 12(3) 12(3)

10 90 -

29(3) 20(3) 17(3) 12(3)

11 90 -
19(3) 16(3) 31(3) 12(3)

<표 6> 분석 상지 개별 교차로 신호 시
하 으며, Transit-7F (ver.10) 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 교차로마다 최 시를 도출하 다. 조사된 실제 

신호 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도출된 최 시를 사

용한 이유는 불합리한 신호계획에 의한 결과를 피하기 

함이다. <표 6>은 분석 상지 개별교차로의 최 화된 

신호 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기하구조  통행속도 

그리고 교통량에 한 최 시를 VISSIM 시뮬 이션

의 기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 다. <표 7>은 Input 

지   교통량을 나타낸 것이다.

인 교차로의 향을 분석하기 해 논 지구 네트워

크의 내부 교차로(<그림 9>의 6,7,8교차로)에 회 교차

로를 설치하는 총 4가지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시

나리오Ⅰ은 재의 교통운 상황을 그 로 반 한 것이

며, 시나리오Ⅱ는 6번 교차로를 회 교차로로 변경하

을 경우, 시나리오Ⅲ은 6번, 7번 교차로를 회 교차로로 

변경하 을 경우, 그리고 시나리오 Ⅳ는 6, 7, 8번 교차

로를 연속 으로 회 교차로로 변경하 을 경우이다.

2. 분석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논 지구 실제 도로

망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뮬 이션 분석결과, 신호교차로 

네트워크에서의 차량당 평균지체는 76.13 로 나타났

다. 한 6, 7, 8번 교차로에 연속 으로 회 교차로를 

설치한 시나리오 4에서는 71.62 의 지체가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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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차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차량당 평균지체( / )

SN1 11.8 22.4 14.3 37.6 26.3 19.7 19.1 21.7 27.7 28.6 23.9 

SN2 12.0 22.4 13.1 38.2 27.9 8.9 19.4 21.2 27.8 28.4 24.3 

SN3 12.2 21.9 12.4 37.6 27.8 7.9 9.5 20.1 27.5 28.1 24.2 

SN4 11.5 21.5 12.5 37.9 27.3 7.5 8.8 2.3 27.4 28.2 24.4 

<표 9> 회 교차로 환시 개별교차로의 교통운 효과 변화

시나리오 차량당 평균지체( / )

SN1 76.13

SN2 75.45

SN3 72.90

SN4 71.62

<표 8> 실 네트워크 분석결과

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체의 차량당 평균지체의 감

소폭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회 교차로 설치를 고려하

지 않은 8개 교차로의 향과, 체 교차로 11개  내

부의 3개 교차로에만 회 교차로를 용한 결과 등의 이

유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지체를 함께 분석하 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 교차로 수를 늘릴수

록 6, 7, 8번의 개별 교차로의 지체는 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 교차로에 연속 으로 회

교차로가 환될 경우 차량당 평균 지체는 단독교차로만

을 회 교차로로 변경시 보다 교통소통증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부분의 교

차로간 간격은 300m이상이어서 인 교차로의 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론  향후연구 과제

최근 정부에서는 회 교차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교

차로의 안 성 확보 차원에서 회 교차로 활성화 방안을 

해 으로 홍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회 교차로 건설이 개별교차로별 개선을 해 

용되고 있어 회 교차로의 축간 혹은 네트워크 차원에

서의 운 효과는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교차로 도입 시 교차로 운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인  교차로사이의 정

거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네트워크에

서 연속 인 회 교차로 도입 시의 네트워크 차원의 교

통운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회 교차로 도입 시 인 교차로와의 거리

는 최소한 150m가 확보되어야 인 신호교차로의 향

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m이내에 신호교

차로가 있을 경우 회 교차로의 교통소통효과는 격히 

감소함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연구는 도로 네트워크상에 연속

으로 설치한 회 교차로의 효과 설명을 목 으로 수행되

었다. 분석결과 분석 상 네트워크의 교차로간 간격이 

충분하 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네트워크 상에 연속 인 

회 교차로 설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보다 발 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실제 신호교차로에서 회 교차로 도입시 장 

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된 사 ․사후 분석결과가 요구된

다. 재 우리나라의 회 교차로 련 연구는 실제 측

된 결과 없이 회 교차로 도입 기에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회 교차로의 안 측면의 효과분석이다. 회

교차로에서 수집된 사고데이터를 통해 교통사고 개선 효

과분석이 추가로 수행되어 안 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차

원의 회 교차로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보행자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회 교차로 

운 측면 분석이다. 본 연구는 차량당 평균지체를 이용

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실에서는 보행

자, 자 거 등 차량의 지체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변수에 의해서 지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 교차로 향분석결과를 실제 도로에

서 측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

과들에 한 검증  비교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림 : 본 논문은 한교통학회 제64회 학술발표회

(2011.2.19)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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