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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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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eok-Jin*, Ha, Tae-Jun**, Jin, Tae-Hee***, Shin, Kwang-Min****, Lee, Gang-Seok*****

A Pilot Study on Installation Criteria of Speed Change Lane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Speed “5030” in the 

Urban Area

ABSTRACT

The speed change lane is installed at the point where the roads are connected on the urban roads, reducing the relative speed to facilitate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speed limit of 30 km/h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 speed “5030” 

in the city, the standard is ambiguous, and there are criticisms about the installation of the transmission lane. This study conducted a pilot 

study on the traffic patterns of the speed change lanes, focusing on the section where the safe speed “5030” policy wa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speed change lanes. After on-sit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ffic pattern 

according to the travel speed of the main road according to road conditions and traffic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speed change lane 

according to the safety speed “5030”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criteria for speed change lane by speed were presented. 

The criteria is that “speed change lanes should not be installed when the speed limit is 30 km/h, and speed change lanes should be installed 

when the speed limit is 50 km/h.” The criteria will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engineering standards for connection of 

other facilities in urban area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will 

be minimized, smooth traffic flow and secure safety  by the installation of speed change lanes and expansion of turning radius.

Key words : Urban road, Speed change lanes, Safety speed “5030”, Traffic pattern

초 록

도시부도로에서 변속차로는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상대속도를 낮추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내 안전

속도 “5030”시행에 따른 제한속도 30 km/h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변속차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예정 구간을 중심으로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후 도로조건 및 교통 조건 등에 따

라 주도로의 통행 속도별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변속차로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제시된 속도

별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통행속도 30 km/h 구간인 경우는 변속차로를 미설치 하도록 하고, 50 km/h인 경우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

하였다. 향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공학적 기준을 정립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속차로 설치 및 회전반경 확대를 통

한 속도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어 : 도시부도로, 변속차로, 안전속도 “5030”, 통행패턴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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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차량 중심 도로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환경이 

변해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한국형 속도관리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6년에 경찰청에서 도시부 속도하향계획을 포함한 “교통인프

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추진된 안전속도“5030”정책은 

2019년 4월 도시지역을 50 km/h로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변경 및 안전속도“5030”설계·운영 매뉴얼이 수립되어 

안전속도“5030”적용지역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도시부 도로에서는 신규시설을 개발할 때 도로와 직접 

접속할 경우 변속차로 설치 길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별로 허가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속도“5030”정책 시행에 따라 도시부 도로에서 기존 

변속차로 설치기준의 실효성 유/무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도시부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계하였으나, 최근에 제정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에 의거 설계하향에 따른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변속차

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속도 하향 도입 시 속도별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5030”정책 시행으로 

도심내 제한속도가 60 km/h → 30~50 km/h 하향되므로 30 km/h

와 50 km/h구간의 변속차로 설치 유/무로 인한 시나리오별 통행패

턴 분석을 통해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다른 시설 출입구 접속 시 주변환경, 

도로조건, 교통조건의 세부적인 특성 및 운전자의 통행패턴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부 도로를 중심으로 변속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도로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

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학적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시 변속차로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기존문헌 연구를 통해 변속차로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지표를 도출하여, 도로와 다른 시설 간 연결 시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기준을 산정하고자 한다. Fig. 1은 본 연구의 연구 수행 

흐름 및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시점인 2020년이며, 공간적 범위

는 광주광역시 안전속도 “5030 시행구간”의 도시부 도로에 설치된 

변속차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안전속도 “5030” 시행구간

2. 기존 연구문헌 고찰

2.1 변속차로에 관한연구

2.1.1 Joeng(2008)

｢신호교차로에서 BUS정류장과 변속차로 설치방법에 관한 연구｣

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버스정류장 및 변속차로의 기준을 공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각 버스정류장 특성을 대기행렬, 간격수락, 엇갈림, 

버스정류장 길이, 감속차로 길이를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변속차

로의 적정길이를 제시하였다.

2.1.2 Han(2014)

｢부도로의 변속차로 설치유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단순 유·출입(접속)로 설치 시 사용되는 기준이 

미흡하여 VISSIM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도로와 부도

로의 설계속도, 교통량 변화, 변속차로 설치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차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속도차모형식을 개발함으로써 

변속차로 설치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1.3 Park(2007)

｢도시부 고속도로 가속차로 길에 따른 혼잡교통류의 특성 분석｣

연구는 도시부 합류교통류를 대상으로 합류구간에서의 교통류 특

성과 합류 후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연계시켜 교통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구간 속도는 연결로 교통량보다는 항류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합류점에서의 전체 교통량 대비 4차로 분포비율에 가장 

Introduc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

Problem Analysis

 Calculation of Installation Criteria on Speed Change 

Lanes 

Conclusion and Future Research

Fig. 1. Flowchar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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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합류부에서

의 거리에 따른 속도 회복 모형식을 제시하였다.

2.2 안전속도 “5030”

2.2.1 Road Traffic Act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

로의 최고속도를 50 km/h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 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안전속도“5030”(MOLIT, 2019a)으로 관리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도로 횡단면 설계를 변경하고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횡단을 지원하는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해 안전속도“5030”이 적용되는 속도관리구역 진출입부에 

별도의 표지 또는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2.3 도시부도로

2.3.1 Road Act

도로란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과 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부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다른 시설 등을 연결시키려는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2 도시부도로 선정기준

도시부 도로 특성 지수 분석을 통해 도시부 도로를 토지이용 

밀도가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로 도시부 

도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건물 및 주요시설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주변 건물의 밀도(층수, 면적 등)

∙보행자 횡단 수요

∙자전거 등 차량 이외 교통수단 혼입률

교통사고건수, 보행자 사고건수와 상기한 지표의 관계를 통해 

정량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정량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보

다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요소도 반영이 필요하다.

2.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현재 변속차로의 설치 길이를 속도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지역 제한속도 30 km/h인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도로설계 및 

다른시설 출입구 접속 시 변속차로 설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속도별 

통행패턴 분석은 향후 도시부 주도로와 다른 시설 접속 시 변속차로 

설치 기준에 대한 공학적 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시부 도로 변속차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1 도시부 도로 변속차로 운영 현황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MOLIT, 2020b)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설계속도가 낮은 도로로부터 높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본선상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으로 

구하며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이들 값들은 물리적인 속도변화의 

최소값으로 산정된 수치이므로 교통량이나 설계속도의 변화에 따

라 제시된 값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MOLIT, 2020a)에

서는 지방도 및 국도 등 고규격 도로에 다른 시설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등의 시설물을 접속할 경우 4차로 이상 도로와 

2차로로 구분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

체들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변속차로 

길이를 지역여건 및 속도와 무관하게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3.2 도시부 도로 변속차로 운영 문제점

3.2.1 관련 규정 비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설계

속도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에 제정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MOLIT, 2019b)에 의거 

설계하향에 따른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변속차로 설치는 원칙적

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부 도로란 도로 주변에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교차로 및 

Table 1. Length of Speed Change Lanes

Design Speed (km/hr) 80 70 60 50 40 30

Acceleration

Lane Length

(m)

Local

(a＝1.5 m/sec2)
160 130 90 60 40 20

Urban

(a＝2.5 m/sec2)
100 80 60 40 30 -

Deceleration

Lane Length

(m)

Local

(a＝2.0 m/sec2)
120 90 70 50 30 20

Urban

(a＝3.0 m/sec2)
80 6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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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많은 도로를 의미한다. 이런 도로는 보행자도 많고 

차량 이외의 이륜차, 자전거 이용자도 많다. 따라서 도시부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와 달리 차량 중심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에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

나, 도시부 도로에 접속하는 다른 시설에 변속차로 설치 시 토지소유

자들의 재산권 제약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시부 도로에서는 신규시설을 개발 시 도로와 직접 

접속할 경우 변속차로 설치 길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

별로 허가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3.2.2 실제 차량 통행패턴에 대한 고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의 기능과 무관하게 속도만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차량 통행패턴을 검토한 결과 변속차로 내 주정차, 

변속차로 길이, 시설 특성에 따라 변속차로를 이용하는 통행패턴이 

Fig. 2와 같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도로의 기능 분류와 운영 속도별로 우회전 진출입에 

대한 통행패턴 조사가 필요하다.

4. 분석방법론

4.1 도시부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검토

4.1.1 도시부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검토 접근방법

2016년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도시부 교

통사고 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안전속도 “5030”정책이 국내 모든 도시부도로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도심 내 주도로와 다른시설의 접속지점에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이며, 주도로와 다른시설의 접속

지점에 속도별로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속

도 “5030”시행구간 사례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정책시

행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시행예정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안전속도“5030”정책을 고려하여 30 km/h

와 50 km/h 구간을 기반으로 변속차로의 길이와 장애물 유/무에 

따른 통행패턴, 실제 차량 통행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 대상지 

선정 시 연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4.1.2 도시부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검토 분석과정

안전속도“5030”시행구간 및 시행 예정구간의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과정은 Fig. 3과 같다.

Process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Site Selection

Section of Safe Speed "5030" 

 Calculation of Evaluation Index

· Speed

· Length of speed Change 

Lanes

· Obstacle

· Traffic Pattern

 Review of Effectiveness

Speed 50 km/h or 30 km/h

Length of Sp-eed 

Change Lanes

Under 30 m or

More than 30 m

Obstacle Obstacle Yes/No

Traffic Pattern
Useage of Speed 

Change Lanes

Traffic Pattern Analysis by Index

Suggestion of Application Criteria for

 Speed Change Lanes

Fig. 3. Process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Installation of 
Speed Change Lanes

4.1.3 도시부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검토 조건

4.1.3.1 현장조건

현장조사지점의 주도로에서 다른 시설로 진출입할시 변속차로

의 길이와 장애물 유/무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 통행패턴을 시점, 

중간지점, 종점으로 구분하여 차로 변경할 경우를 가정하여 장소를 

지정하였다. 도로조건의 평면도는 다음 Fig. 4와 같다.
Fig. 2. Examples of Traffic Patterns for Lane Change When Entering

and Exiting (Right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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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분석조건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을 위하여 주도로의 통행속도, 변속차로의 

길이, 장애물 유/무,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 항목으로 

Table 2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도로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정책시행을 고려하여 50 

km/h, 30 km/h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대상으로 적용하였고, 변속차로 길이는 30 m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존치 유/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통행패턴은 시점, 중간지점, 종점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가를 

위한 장소지점 8개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장소는 다음 Table 3과 

같다.

4.2 장소별 변속차로 통행패턴 사례분석

도심내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도로 속도하향구간

인 50 km/h, 30 km/h 두 구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로 및 교통조건별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항목별로 통행패턴 및 이용실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시나리오는 주도로의 통행속도, 변속차로의 길이, 장애물 

유/무,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속차로 길이는 30 m 전·후를 기준으로 하고 장애물 존치 

유/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도로와 다른시설의 진출입구 접속지점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패턴을 시점, 중간지점, 종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2.1 장소1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1은 통행속도 5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미만, 장애물 

있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미만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변속차로 중간지점 이용률이 7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0.0 %, 중간지점이 75.3 %, 종점이 

24.7 %로 산정되었다.

장애물 유/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의 증가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2 장소2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2는 통행속도 5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미만, 장애물 

없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미만이고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중간지점 이용률이 6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13.6 %, 중간지점이 60.0 %, 종점이 

26.4 %로 산정되었다.

변속차로 길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변속차로 길이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장소3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3은 통행속도 5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이상, 장애물 

있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이상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Fig. 4. Geometric Road Condition

Table 2. Evaluation Index of Speed Change Lanes Utilization 

Speed Limit

50 km/h 30 km/h

Length of Sp-eed 

Change Lanes

Under

30 m

More than

30 m 

Under

30 m 

More than 

30 m

Obstacle Yes No Yes No

Traffic Pattern No Yes No Yes

Utilization of 

Speed Lane
-% -% -% -%

Table 3. Classification of Test Sites

Div. Test Site

Site 1 Nearby Eliche Apartment in Ilgok-Dong, Buk-Gu, Gwangju

Site 2 Nearby Gwangju-Jeonnam Regional Postal Office in Gwangju

Site 3 In Front of World-Cup Stadium in Gwangju

Site 4 In Front of Bank of Korea, Gwangju –Jeonnam-Headquarters in Gwangju

Site 5 In front of Sinchang Elementary School, Gwangsan-Gu, Gwangju

Site 6 Enterance of Hyocheon LH Millennium Tree Complex 2 in Gwangju

Site 7 Enterance of Hyocheon LH Millennium Tree Complex 1, Gwangju

Site 8 In front of Jangdeok Elementary School, Gwangsan-Gu,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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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차로 중간지점 이용률이 6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0.0 %, 중간지점이 64.7 %, 종점이 

35.3 %로 산정되었다.

장애물 유/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의 증가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4 장소4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4는 통행속도 5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이상, 장애물 

없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이상이고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변속차로 시점부 이용률이 63.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63.6 %, 중간지점이 32.5 %, 종점이 

3.9 %로 산정되었다.

변속차로 길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의 증가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5 장소5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5는 통행속도 3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미만, 장애물 

있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미만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변속차로 종점부 이용률이 75.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0.0 %, 중간지점이 24.3 %, 종점이 

75.7 %로 산정되었다.

장애물 유/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변속차로 길이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6 장소6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6은 통행속도 3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미만, 장애물 

없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미만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변속차로 종점부 이용률이 75.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3.5 %, 중간지점이 21.1 %, 종점이 

75.4 %로 산정되었다.

변속차로 길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변속차로 길이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7 장소7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7은 통행속도 3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이상, 장애물 

있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이상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변속차로 종점부 이용률이 8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0.0 %, 중간지점이 15.2 %, 종점이 

84.8 %로 산정되었다.

장애물 유/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의 감소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8 장소8의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

장소8은 통행속도 30 km/h, 변속차로 길이 30 m이상, 장애물 

없음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률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속차로 길이가 30 m이상이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변속차로 중간지점 이용률이 46.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변속차로 시점 이용률이 9.4 %, 중간지점이 46.5 %, 종점이 

44.1 %로 산정되었다.

변속차로 길이와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의 감소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감소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2.9 변속차로 이용률 종합분석결과

다른시설 접속에 따른 변속차로 이용률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제한속도 50 km/h 및 변속차로 길이가 30 m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물 유/무와 관계없이 중간지점에서 진출입이 60.0~7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속차로 길이가 30 m 이상일 경우 시점부에서 

63.6 %로 이용률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raffic Pattern Analysis by Sites (pcph)

Div.

Traffic Pattern Utilization

At 

Begin-ning

At

Middle

At

End

At 

Begin-ning

At

Middle

At

End

50 km/h

Site 1 0 64 21 0.0 % 75.3 % 24.7 %

Site 2 58 132 30 13.6 % 60.0 % 26.4 %

Site 3 0 12 22 0.0 % 64.7 % 35.3 %

Site 4 245 125 15 63.6 % 32.5 % 3.9 %

30 km/h

Site 5 0 18 56 0.0 % 24.3 % 75.7 %

Site 6 2 12 43 3.5 % 21.1 % 75.4 %

Site 7 0 5 28 0.0 % 15.2 % 84.8 %

Site 8 20 99 94 9.4 % 46.5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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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제한속도 30 km/h일 경우 변속차로 길이 및 장애물 

유/무와 관련없이 모두 종점부에서 이용률이 높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변속차로 길이가 기준보다 높은 30 m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지점과 종점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가 변속차로 이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통행속도

의 증가에 따라 변속차로 이용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패턴 이용률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속차로 설치여부를 검토

한 결과 30 km/h 이하의 집산 및 국지도로에서는 변속차로를 

미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0 km/h의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설치기준 이상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도시부도로 변속차로 설치기준 제시

변속차로 설치 검토기준 제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설치 기준과 최근에 제정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을 활용하였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설치 기준은 

도심지와 같은 용지의 제약이 심한 지역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정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지침｣에 의거 설계하향에 따른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변속차

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 50 km/h이상 도로에서는 급격한 속도변화 

등 추종이론에 제기된 이용행태 분석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통행속도 30 km/h 구간인 경우는 변속차로를 

미설치 하도록 하고, 50 km/h인 경우는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40 km/h인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도심지(주거,상업,공업지역)는 미설치, 외곽

지(녹지지역)은 설치토록 하는 기준을 다음 Table 5와 같이 제시

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 예정구간 

중심으로 변속차로 통행패턴을 사례를 조사하여 제한속도 30 km/h미

만 도로 변속차로 설치에 대한 설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통행패턴은 

변속차로 관련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속

차로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5030”정책 시행중인 8개의 변속차로를 대상으

로 도로조건 및 교통조건 등에 따라 주도로의 통행 속도별 통행패턴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50 km/h 및 변속차로 길이가 30 m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물 유/무와 관계없이 중간지점에서 진출입이 60.0~7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속차로 길이가 30 m 이상일 경우 시점부에

서 63.6 %로 이용률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한속도 30 km/h일 경우 변속차로 길이 및 장애물 유/무와 

관련 없이 모두 종점부에서 이용률이 높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속도별로 변속차로 설치 실효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수행을 통해 제시된 속도별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향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공학적 기준을 정립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속차로 설치 및 회전반경 

확대를 기반으로 속도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를 도심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범 

사업 중인 곳으로 한정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이 진행되

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통행패턴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인한 도시부도로 기존 

관련 규정의 변경도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차로수’, ‘교차로 

및 횡단 보도간 평균거리’, ‘보차분리여부’, ‘노상 주정차 수준’ 

등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항목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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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eed

Installation

Need

Installation

Nee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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