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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oundabout is a form of circular intersection in which traffic travels counterclockwise around a central island 

and in which entering traffic must yield to circulating traffic. It has been known that a roundabout provides 

substantially better operational and safety characteristics than other intersections including rotaries. Recently, a 

roundabout has started to be constructed due to its efficiency, safety, and other advantages of a roundabout 

comparing other intersections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no guideline to be used to decide appropriate 

intersection types considering given conditions of the intersections. To solve this problem, the guideline with 

traffic volume to choose the suitable intersection types was developed based on analysis results using the SIDRA 

software which is generally used to analyze operational effects of roundabouts. It was found that a roundabout is 

more efficient than signalized intersection when the traffic volume is between 125 and 450 veh/h on one lane 

road and roundabout is not recommended when there are more than 30% left turn traffic. The optimal traffic 

volume provided in this research will be usefully used in planing and designing roundabouts in Korea.

회 교차로는 교차로 앙의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진입차량이 회 차량에게 양보하는 방식

으로 운 되는 교차로 유형이다. 회 교차로는 교통운   안 측면에서 다른 교차로 유형에 비해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매년 약 100여개의 회 교차로가 국 으로 시범 설치․운 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분석용 교통시뮬 이션 로그램임 SIDRA를 이용하여 교통류 조건에 따라 회 교차로 

계획,  설계하기 한 평면교차로 유형별 정 교통량 기 을 마련하 다. 교통시뮬 이션 분석결과 방향별로 진

입교통량이 100-150 /시 이상인 1차로 비신호교차로(TWSC, AWSC)와 진입교통량이 400-500 /시 이하인 신호교

차로 경우에는 회 교차로 환에 따라 교통운  효율화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좌회  교통류

율이 30%가 넘는 교차로에서는 회 교차로 보다는 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회 교차로의 정교통량 수  산정결과는 회 교차로 도입의 한 치 선정에 도움에 되어 회 교차로 활성화

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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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ong RBT. in Jeju

Nuel-Byt Chr. RBT, Busan

Figure 1. Roundabout constructions in 2010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일반 으로 회 교차로(Modern Roundabout, RBT)

는 일정수  이하의 교통량에서 다른 유형의 교차로에 

비해 안 성과 교통운 측면에서 효율 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 을 근거로 국외에서는 회 교차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10년부터 본격 으

로 회 교차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 교차로 활성

화 사업’은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국가경쟁

력강화 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 부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한국형 회

교차로 설계지침이 ’10년에 제정되었고, ’10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약 100여개의 회 교차로가 국 으로 시범 

설치․운 될 정이며 연도별도 효과분석  모니터링

되고 있다1)(Figure 1).

평면교차로의 유형은 무통제  비신호교차로, 신호

교차로, 그리고 회 교차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들 교차로의 설치  환을 검토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국내기 이 불분명하여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 

왔다. 특히 기존 비신호  신호교차로에서 회 교차로

로 환을 고려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정 교통량 기

이 없어 회 교차로 설치를 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차

로 유형간의 설치기 (Warrants) 마련이 시 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교통류 조건에 따라 정

책의사 결정자  설계자가 회 교차로 설치를 계획하거

나 설계를 한 평면교차로의 각 유형별 정 교통량 기

을 마련하고자 한다2).

2. 연구의 범   수행 차

1)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분석용 교통시뮬 이션 로그

램인 SIDRA를 이용하여 비신호교차로, 신호교차로  

회 교차로의 정 교통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회

교차로를 설치  설계하기 한 유형별 용 기 을 마

련하고자 한다.비신호교차로는 방향 정지교차로(All 

Way Stop Control, AWSC)와 양방향 정지교차로

(Two Way Stop Control, TWSC)를 포함한다. 일반

으로 국내에서 운 되고 있는 무통제교차로의 경우에

는 별도의 통행요령이 없고, 회 교차로와의 비교가 무

의미하다고 단되어 비교 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본 연구가 일반 인 회 교차로의 정교통량 수

을 가늠하기 한 연구임을 감안하여, 일반 인 교차로 

조건( 근로별 교통량 비율  4지교차로 등)에서 분석

하는 것을 연구의 범 로 한정지었다. 

2) 연구 수행 차

본 연구에서는 회 교차로의 유형  기 에 따라 회

교차로 신설  비신호  신호교차로를 회 교차로

로 환할 때의 정 교통량에 한 국내․외 사례를 

우선 검토하 다. 이를 반 하여 교통시뮬 이션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시뮬 이션 분석

을 통해 한국형 회 교차로의 정 교통량( 환기 )을 

산정하 다. 산정된 정교통량은 ｢회 교차로 설계지

침｣에서 제시하는 계획기 과의 연계성을 추가로 검토

하 다.

1) 국가경쟁력 강화 원회 내부자료(2012년)에 의하면 ’10년과 ’11년 회 교차로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교차로 평균통행속도가 교차로별로 약 

10-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본 논문은 기 배포된 ｢회 교차로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회 교차로의 정교통량 산정에 한 이해를 돕기 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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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RBT, German Small RBT, France

1 lane RBT, USA 2 lane RBT, USA

Figure 2. Basic types of RBT in USA and Europe

Source # of Types Basic Types

Roundabouts:an 

informational guide

(2000, FHWA)
6

Urban Mini RBT

Urban Small RBT

Urban 1 lane BT

Korean At-Grade 

Intersection Design 

Guide (2004, MCT)

Urban 2 lane RBT

Rural 1 lane RBT

Rural 2 lane BT

Roundabouts:an 

informational guide. 2nd

(2010, NCHRP) 
3

Small/Mini RBT

1 lane RBT

Korean Roundabout Design 

Guide (2010, MLTM)
2 lane RBT

Table 1. Basic types of RBT

Mini RBT, France Diamone Interchange RBT, 

France

Closely Spaced RBT, USA Tear-Drop RBT,USA

Figure 3. Other types of RBT in USA and Europe

Ⅱ. 기존문헌고찰

1. 회 교차로의 유형

국내․외 회 교차로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고, 2000년 미국의 설계지침에서는 기본유형을 6가지로 

종류로 구분하 으나, 2010년 개정 에서는 3가지 유형

으로 축소․개정하 다.

최근 배포된 회 교차로 설계지침(MLTM, 2010)에

서는 회 교차로 유형을 기본유형과 특수유형으로 구분

하고, 기본유형은 설계기 자동차  진입차로수에 따라 

소형회 교차로, 1차로형 회 교차로, 2차로형 회 교

차로로 구분하고 있다. Figure 2는 국외의 회 교차로 

기본유형 사례이고, Figure 3은 소형 회 교차로를 

포함한 특수유형 회 교차로 사례이다.

2. 국내․외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동향

기존의 지침(평면교차로 설계지침, MCT, 2004)제7

장에서는 미국의 지침을 용하여 회 교차로 계획기 , 

설치 시 고려사항, 각종 설계제원 등이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회 교차로 설치를 고려하는 정책 의사결정자 

 설계자 입장에서는 잠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

기 과 회 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검토가 필요

한 경우, 지되는 경우의 세가지로 구분된 정성 인 참

조사항만으로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내의 련연구를 살펴보면, Sisipiku and Oh 

(2001)는 다양한 유형의 회 교차로와 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AWSC, TWSC 포함)의 교통운  측면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SIDRA를 이용 교차로 유형별 

지체와 용량을 비교․분석 하 다.

그 외 본 연구와 직 으로 련되지는 않지만, 교통

시뮬 이션 분석방법을 통해 회 교차로의 용량산정과 효

과를 분석한 연구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있

으나, 이들 연구결과들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교차로 유형

별 설치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가 아니어서 회 교차

로 계획을 한 기 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 으로 회 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회 교차로 설치를 검토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인 회 교차로 환기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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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orida DOT, “Florida Roundabout Guide”, 1996

Figure 5. Warrants for 2 lane RBT

Type of Intersections

Justification Conditions

# of 

lane

AWSC Signalized

Warrant 

Met
LOS

Warrant 

Met
LOS

Community 

Enhancement
N/A N/A N/A N/A 1

Traffic Calming NO A NO A 1

Safety Improvement N/A N/A N/A N/A N/A

AWSC Alternative YES B-D NO A-B 1

Low Volume Signal 

Alternative
YES D-F YES A-C 1

Medium Volume 

Signal Alternative
YES F YES B-D 2

Special Conditions

(Unusual 

Geometrics, High 

Volumes, ROW, etc.)

Y/N N/A Y/N N/A
1-3

+

Source: Florida DOT, "Florida Roundabout Guide", 1996

Table 3. Roundabout installation guideline

Source: Florida DOT, “Florida Roundabout Guide”, 1996

Figure 4. Warrants for 1 lane RBT

Authors 주 요 내 용

Kim and Ji

(2009)
Analysis of Level of Service for RBT

Park and 

Jung (2005)

Performance Evaluation of 4-Leg and 

1-Lane RBT

Junand 

Doh (2003)
Analysis of RBT Capacity

Kim et al. 

(2009)

Analysis on the Applicability of RBT to 

the Diamond Interchange

Park et al. 

(2009)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RBT and 4-legged Signalized Intersections

Table 2. Previous studies of RBT capacity and effects

2) 국외 연구동향

미국의 로리다 DOT(Dept. of Transportation)

의 회 교차로 지침(Florida DOT, 1996)에서는 회 교차

로의 설치  환을 한 조건을 Table 3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회 교차로는 교통정온화, 교통안 개선, 방향정지 

교차로 개선 안,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신호교차로(Low 

Volume)의 개선 안  특이한 기하구조나, 통행우선

권이 제한되는 교차로에 설치하여 교통운   안 측면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를 들

어, 비신호교차로로 운  시 서비스수 이 D-F이고, 신

호교차로 운  시 A-C 수 의 교차로에서는 회 교차로 
설치효과가 있으며, 특히 서비스수 이 낮은 (LOS D 

는 F) 비신호교차로에서는 회 교차로로 환 시 큰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Figure 4에서 보는 바와같이 1차로 회 교차로

는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모든 유형의 비신호교차로와 

회 용차로가 없는 신호교차로보다는 지체발생이 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회 용차로가 있는 신호교차로

에 비해서는 교차로의 총 진입교통량 2,000 /시 정도까

지는 회 교차로의 도입효과가 크고, 2,000 /시 이상의 

교통량에서는 신호교차로가 지체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지체는 시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다.

2차로 회 교차로의 경우에는 Figure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총 진입교통량이 약 3,700 /시 이하인 경우에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회 교차로가 교차로 지체발생이 

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 터키 주에서는 회 교차로와 신호교차로

의 평균 지체도를 비교․제시하여 회 교차로의 교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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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장 을 설명하 다(CTIA3), 2005). 한 미

국의 다양한 지역의 회 교차로에서 용량산정의 주요 

라메타들(임계간격: 5.6 , 추종시간: 3.4 )을 도출한 

바 있다.

국외사례 분석결과 회 교차로는 용량과 지체측면에

서 AWSC보다 효과 이지만, 회 교차로는 신호교차로

보다 좌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체도 변화가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외 연구동향 고찰의 시사

회 교차로를 계획하기 한 계획교통량( /일)은 

부분의 설계지침에 제시되어 있지만, 비신호  신호교

차로에서 환을 한 시간교통량( /시) 기 은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환을 한 교통류 조건들과 련한 국

내․외 사례는 많지 않다. 그  미국의 로리다 DOT

에서 발간한 회 교차로 지침에서는 SIDRA를 이용하여 

평면교차로 간(비신호, 신호, 회 교차로) 환을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련 연구  지침들을 검토한 결과, 총 진입교통량

(Total Entering Volume), 교차로 용량(Capacity), 

일교통량(AADT) 등이 회 교차로 환을 한 척도로

써 사용되고 있다. 이들 척도  교차로를 진입하는 첨두

시 교통량이 일반교차로와 회 교차로 환을 결정짓기 

한 가장 한 효과척도로 단된다.

Ⅲ. 분석방법론

1. 분석방법 개요

일반교차로와 회 교차로의 교통류 조건별 효과를 비

교․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뮬 이션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이는 장 측결과를 통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일반교차로와 회 교차로의 교통류 조건별 

효과를 비교․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뮬

이션을 통해 교차로 진입교통량이 은 경우에서 많은 

경우까지 변화시켜 분석하 고, 효과분석 척도는 일반

으로 교차로에서 효과척도로 사용하는 개념인 지체값을 

사용하 다4).

교통시뮬 이션 로그램은 회 교차로 분석을 해 

SIDRA를 사용하 다. SIDRA는 교차로 운행행태 분

석을 해서 호주에서 개발되어, 회 교차로 분석을 

해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그램이다. 

SIDRA의 가장 큰 장 은 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  

회 교차로를 동일한 지표(동일한 효과척도)로 교차로 

유형 환에 따른 효과를 직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별로 회 교차로 운 특성을 설명하

는 라메타(임계간격, 추종시간 등)를 실제 측결과

를 토 로 수정하여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

만 SIDRA는 VISSIM과 같은 미시  시뮬 이션에 비

해서는 다양한 목 의 분석보다는 제한 으로 교차로 

비교분석, 특히 회 교차로 분석을 해 주로 사용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 자 행태을 고려한 회 교차

로의 주요 라메타를 사용하기 해, 국내 운 자를 

상으로 모의 장실험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

과(KOTI, 2011)에서 도출된 결과를 사용하여 국외 연

구결과와 차별화를 두었다.

2. 분석 시나리오 설정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기본조건

(1) 시나리오 설정

｢회 교차로 설계지침(MLTM, 2010)｣에서 분류된 세

가지 회 교차로 유형  소형회 교차로는 앙교통섬을 

사면돋움하거나 노면표시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형 회 교차로에서는 1차로, 2차로 회 교차로와 

교통류 패턴이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1차로와 2

차로 회 교차로만을 분석하 다. 1차로 회 교차로는 

교통량비율(좌:직:우)에 따라 비신호, 신호, 회 교차

로의 지체를 분석하 고, 2차로 회 교차로는 편도 2차

로 비신호교차로는 국내실정 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

로 단되어 신호와 회 교차로만을 비교․분석하 다.

(2) 시뮬 이션 분석을 한 가정

본 연구에서는 SIDRA를 통해 단일교차로 분석을 수

행하고자 하며, 환기 을 한 시뮬 이션의 입력변수

3) CTIA: Community Transportation Innovation Academy

4) 신호교차로와 비신호교차로에서 효과척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지체의 개념은 서로 상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제어지체 개념의 지체를 사용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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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1:8:1)

Signalied Intersection Roundabout

Figure 7. Geometric conditions of 2 lane RBT

Unsignalized and Signalied 

Intersection.

Roundabout

Figure 6. Geometric conditions of 1 lane RBT

Figure 9.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2:6:2)

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용하 다.

∙차로폭 3.5m, 회 차로폭 5.0m

∙차로길이 방향별 200m

∙경사도 0%

∙포화교통량(단속류 기 ) 2,200pcphpl

∙ 차량 비율 5%

∙진출속도는 진입속도보다 5km/h 빠른 것으로 가정

∙신호교차로에서의 시는 4 시

∙교통량 입력비율은 좌:직:우(1:8:1, 2:6:2, 3:6:1, 

3:5:2)

- 1차로형은 50 /시에서 700 /시까지 1차 으

로 50단 로 증가시키고, 변곡 에서는 더 세

하게 분석함

- 2차로형은 300 /시/2차로에서 1700 /시/2

차로까지 1차 으로 100단 로 증가시키고, 변

곡 에서는 더 세 하게 분석함

∙임계간격과 추종시간은 5.6 와 2.3 를 사용함5) 

(3) 기하구조

Figure 6과 Figure 7은 SIDRA에서 구 한 1, 2차로 

유형의 기하구조를 나타내며, 1차로형의 회 교차로는 

내 원직경 30m, 앙교통섬 직경 20m, 회 차로 폭 5m

이고, 2차로형의 회 교차로는 내 원직경 40m, 앙교

통섬 직경 20m, 회 차로 폭 5.5m인 회 교차로로 구

하 다.

Ⅳ. 분석 결과

1.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1) 1차로형 회 교차로

Figure 8은 회 교통류율이 1:8:1(좌:직:우)일 때 교통

량 증가에 따른 지체도 변화를 그래 로 표시한 것으로 

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400-425 /시 일 때, 회 교

차로는 450-475 /시/차로 일 때 지체가 격히 증가하

여 불안  교통류 상태로 넘어가는 교통량 수 인 서비

스수  E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 교통류율이 2:6:2일 때는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호교차로와 회 교차로에서 동일하게 450-475 /

시/차로 일 때 지체가 격히 증가하는 불안  교통류 상

5) 한국형 회 교차로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1)의 일환으로 울진공군 비상활주로에서 수행된 모의 장실험을 통해 도출된 값으

로, 이는 미국에서 발표한 임계간격 5.6 와 추종시간 3.2 와 비교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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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1:8:1)

Figure 14.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3:6:1)

Figure 10.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3:6:1)

Figure 11.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3:5:2) Figure 13.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2:6:2)

Figure 15. Comparison results of Ave. delays (3:5:2)

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회 교통류율이 

3:6:1일 때 Figur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450-475 /시 일 때, 회 교차로도 425- 

450 /시 일 때 지체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회 교통류율이 3:5:2일 때는 Figure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450-475 /

시 일 때, 지체가 격히 증가하는 불안  교통류 상태로 

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모든 경우에서 교통량이 약 150 /시 정도까지

는 비신호교차로와 회 교차로의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2차로형 회 교차로

2차로형 회 교차로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교통량 

단 는 /시/2차로 이다. 회 교통류율이 1:8:1일 때의 

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1,100-1,150 /시, 회 교차

로에서는 850-900 /시 일 때 지체가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교통류율이 2:6:2일 때 신호교차로는 진입

교통량이 900-1,000 /시일 때, 회 교차로도 850-900 /

시일 때 지체가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

교통류율이 3:6:1일 때 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800-900 /시일 때, 회 교차로도 750-800 /시일 때 지

체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 교통류율이 3:5:2일 때 신호교차로

는 진입교통량이 800-900 /시일 때, 회 교차로도 

800-810 /시일 때 지체가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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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Volume

Turning Traffic Volume Rates

1:8:1 2:6:2 3:6:1 3:5:2

TW

SC

AW

SC
RBT

TW

SC

AW

SC
RBT

TW

SC

AW

SC
RBT

TW

SC

AW

SC
RBT

50 6.1 12.7 7.7 6.8 11.7 8.3 6.9 13.3 8.9 7.3 12.4 8.9

100 7.0 13.4 8.2 7.4 12.6 8.9 7.5 14.4 9.6 7.8 13.3 9.6

150 8.6 14.2 8.9 8.4 13.9 9.5 8.6 16.1 10.4 8.7 14.6 10.3

200 11.9 15.4 9.6 9.9 15.8 10.3 10.3 18.8 11.3 10.1 16.5 11.1

220 14.5 16.0 9.9 10.8 16.9 10.6 11.3 20.3 11.7 11.0 17.5 11.5

250 22.5 17.1 10.5 12.7 19.2 11.2 13.6 23.7 12.3 12.7 19.5 12.1

275 39.8 18.3 11.0 15.3 22.0 11.6 16.7 28.0 13.3 14.9 22.1 12.7

300 73.0 19.8 11.9 19.6 26.3 12.5 21.7 34.0 14.9 18.0 25.5 14.0

325 128 21.8 13.5 27.4 32.9 14.0 31.6 43.7 16.8 24.2 30.6 15.8

Table 4. Analyzed results : 1 lane; Unsignalized vs RBT

Entry 

Volume

Turning Traffic Volume Rates

1:8:1 2:6:2 3:6:1 3:5:2

Signal RBT Signal RBT Signal RBT Signal RBT

300 19.1 7.2 22.3 8.3 25 9.2 25.3 9.3

400 20.6 7.9 23.3 9 27.3 10.1 27.1 10.1

500 22 8.8 24.5 9.8 30.8 11.5 29.9 11.2

600 23.5 10.6 26.4 11.8 36.5 14.1 35.3 13.7

800 27.4 20.36 32.4 22.9 47.9 43.7 46.2 32.7

900 31.2 89 38.4 54.2 70.3 132 63.3 115

1000 34.9 135.3 56.2 92.5 70.1 184.5 62.2 164.2

1100 50.1 159.6 60 92.5 67.1 62.2

1150 57 65.8 138.5 69.7 67.1

1200 64.4 67.5 66.2 67.6

1400 72.4 83.9 83.5 91.2

1500 76 91.5 104.4 105.2

Table 6. Analyzed results : 2 lane; Signalized vs RBT

Entry 

Volume

Turning Traffic Volume Rates

1:8:1 2:6:2 3:6:1 3:5:2

Signal RBT Signal RBT Signal RBT Signal RBT

50 24.3 7.7 25.8 8.3 26.7 8.9 27.1 8.9

100 25.8 8.2 26.2 8.9 26.6 9.6 27.4 9.6

200 30.5 9.6 28.8 10.3 30.3 11.3 28.3 11.1

300 36.6 11.9 34 12.5 33.8 14.9 32.9 14

325 39.1 13.5 35.6 14 34.9 16.8 34.2 15.8

350 42.1 15.3 37.4 15.8 36.1 19.6 35.4 17.8

375 46.4 17.9 39.6 18.2 37.4 23.9 36.9 21

400 54.3 21.4 42.4 21.6 38.9 39.1 38.4 25.4

425 69.6 27.4 46.1 26.9 40.8 43.2 40.4 33.4

450 82.5 37.4 53.2 36.1 42.9 63.2 42.5 47.1

475 85.7 56.8 72.8 53.3 68.5 80.3 45.4 66.3

500 94.7 71.2 82.8 68.9 70.9 99 48.8 82.2

525 111.2 89.5 87.2 83.9 82.8 121 60.3 102.2

600 166.9 149.1 112.6 145.1 101.8 189.5 73.5 165.5

Table 5. Analyzed results : 1 lane; Signalized vs RBT

2. 분석결과 종합

비신호교차로와 회 교차로를 회 교통량 비율(회

교통류율) 조건과 진입교통량 변화에 따른 지체도를 비

교한 결과 Table 4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진입교통량

이 100 /시 이하인 경우 비신호교차로에 비해 회 교

차로의 효율이 낮고, 비신호교차로는 진입교통량이 150

/시 이상이 되면 회 교차로에 비해 격하게 지체가 

높아지게 된다.

신호교차로와 회 교차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회 교차로는 

400 /시 이하일 때 신호교차로에 비해 지체가 고, 

450-500 /시 정도의 교통량 수 에서 격하게 지체

가 높아지게 된다. 한 회 교차로는 직진교통량이 많

을 때 더욱 효율 이며, 좌회 교통량이 30%이상일 경

우 지체가 증하기 시작하는 교통량 수 이 낮아지게 

되어, 교차로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로형 회 교차로의 회 교통류율  교통량 증가

에 따른 지체도 변화는 Table 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2차로형 회 교차로에서는 진입교통량이 800 /시 이하

일 경우 신호교차로보다 지체가 어 교차로 운 효과가 

높고 그 이상의 교통량 수 에서는 지체가 격하게 높

아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평면교차로의 유형별 정 교통량

교차로 계획  설계단계에서 평면교차로의 유형  

회 교차로 도입을 한 정 교통량은 앞장에서 설명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Figure 16과 같이, 좌회  교통량 

비율이 30% 미만인 교차로 유형별 범  내에서 회 교

차로의 환을 검토․결정하도록 하 다. 단, 제시된 기

은 근로별 교통량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

로와 부도로 교통량과 그 비율에 따라 유연하게 용할 

수 있다.

Figure 16의 비신호교차로에서의 “제한  회 교차로 

용”이라 함은 회 교차로 환 시 교통량 수 이 어 

교통소통 완화효과는 미비하나, 교통안 상의 문제가 발생 

시 제한 으로 회 교차로 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회 교차로 활성화 방안 연구(KOTI, 2010)｣ 결

과를 토 로 ｢회 교차로 설계지침, 2010｣에서는 한국형 

회 교차로 계획기 을 Table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차로 회 교차로의 경우에는 20,000 /일,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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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veh./day)

Country Mini

Urban Rural

Com

-pact

Single

Lane

Double

Lane

Single

Lane

Double

Lane

USA

(2000)
10,000 15,000 20,000 40,000 20,000 40,000

German 20,000 25,000 32,000 40,000

N/A
Australia × × 26,000 44,000

USA

(2010)
× 15,000 25,000 45,000

Korea × 12,000 20,000 32,000

Note: Service volumes means the total of volume for all legs

Table 7. Service volumes for roundabouts

Figure 16. Warrants for At-Grade Intersections6)

회 교차로는 32,000 /일로 규정지었으며, 국내 운

자들의 운 습성 상 회 교차로 도입 기에는 이용자들

의 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국내에서의 운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는 1차로  2차로 회 교차로

의 경우 계획교통량의 85% 미만의 도로에 용하는 것

을 권장하 다(1차로형 회 교차로 : 17,000 /일, 2차로

형 회 교차로 : 27,000 /일). 이는 외국기 과 비교하면 

회 교차로 도입을 한 계획기 은 상 으로 보수

인 값을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회 교차로의 정교통량 수 인 

500 /시의 교통량은 1차로 4지교차로 기 으로, 일교

통량을 단순 환산하면 20,000 /일(500 /시×10시간

×4지=20,000 /일)로 설계지침의 계획기 과 유사한 

값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향후연구

본 연구는 교차로 계획  설계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자와 설계자가 평면교차로의 유형 결정을 돕기 한 각 

유형별 교차로 용 기 을 마련하기 해 수행되었고, 

일반 으로 회 교차로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교통시뮬

이션 로그램인 SIDRA 로그램을 이용하 다.

분석은 1차로, 2차로형 회 교차로에서의 회 교통류

율과 방향별 진입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신호, 신호, 회

교차로의 지체변화를 비교․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통

해 회 교차로의 정 교통량 기 을 제언하 다.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

교차로를 도입하면 교통소통향상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향별로 진입교통량이 100-150 /시 

이상인 1차로 비신호교차로와 근교통량이 400-500

/시 이하인 신호교차로 경우에는 회 교차로 환이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는 진입부 

교통량이 800 /시 이하인 경우에만 회 교차로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7)

한, 좌회  교통류율이 30%가 넘는 근로가 많은 

교차로에서는 회 교차로 보다는 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제시된 교통량수 은 근로별 평균교통량

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 비율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통운  측면이외에도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 이 문제

가 될 때, 교차로 안 성 향상을 목 으로 회 교차로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교차로 미  향상, 교차로 

유지 리 비용 감 등의 목 으로도 회 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 교차로의 교통소통측면 향상을 

해 교차로 계획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기

6) Figure 18은 4지형 1차로 회 교차로를 기 으로 제시된 교차로 유형별 정교통량 수 으로 2차로 교차로의 경우는 일부 하향조정된 값

(Table 8의 1,2차로 회 교차로 계획기  참조)을 용함이 바람직함

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진입교통량은 방향별 교통량임으로, 4지교차로인 경우에는 4배한 값이 교차로의 총 교통량 값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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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을 한 기 연구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향

후 실제 장에서 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

류 상황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 인 회 교차

로 환․설치기 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 교통운

(교통소통)측면에서의 회 교차로 환  설치기 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교통안  측면에서의 설치

기  등의 후속연구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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