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s) 으|
교통사고감소 효과분석
A Safety Evaluation of Shoulder Rumble Strips on Free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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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설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면요철포쟁) 중 고속도

서론

로 교통안전을 위해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길어깨 노변요

철포쟁앉빼어 Rurrble Strip:;)의 교통사고감소효과에 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 분석하그I자 한다. 특히， 국내 고속도로 노선별， 지역별

국내 도로교통사고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면요철포장의 사고감소 효과분석에 집중하도1자 한다

최근까지 αru 회원국 중 자동차 1 만 대당 교통사고건수，
lkm당 교통사고건수 등 모든 사고지표에서 수위를 차지하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는 등 여전히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국가에

1) 연구 범위

서는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실천해왔고 이로 인해 am년

aD，431건이던 교통사고는 am년 213，745건으로 6년 동안

본 연구는 노면요철포장 중 고속도로에 설치 된 길어깨 노

10

면요칠포쟁9nùch Rurrtìe 않1p:;)에 대해 그 효과분석을

만 명당 사망자수 4위， 차량 1 만 대당 사망자수 2위를 차

하며 기존의 단일노선 단구칸에 대한 설치효과 분석에서 더

지하며 교흙f전의 향상을 71켜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수

나아가 am년부터 am년까지 전국적으로 국내 고속도로에

치는 높으며 꾸준히 교통사고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설치된 노면요철포조띨 대상으로 한다: 분석 자료의 공간적

할것이다.

범위는 경부선， 서울외곽선 서해안선 영동선 중앙선， 님해

-4&'/0

감소하였고 m5년에는 α표D 회원국 중 인구

이런 교통사고김소 대책 중 하나로 속도감소 및 교통량

선 울산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총 9개 노선 1m.양mP l다

감소를 위한 방법인 교통정온핵Traffic 뎌hψg) 기법이 국

시간적 범위는 aæ년부터 aD3년까지 뇨:면요철포장의 설치

내·외에서 개발되고 또한 도입되고 있다. 이 기법은 크게

전·후 교통사고 및 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속도저감기법(하빼 @따Dl~따-es)과 교통량 감소기법

(、roh.rræ Ccntrol l\!1:ast.rreS)으로 구분된다. 속도저감기법

1) 노면요철포조KRumble StJips)은 설치 위치에 따라 길어

중의 하니인 노면요철장치(Rurrble Thviα:5)는 보행자 안

깨 노변요철포장-(Shoulder Rumble

전은 물론 일반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속도저감

및 운전주의를 통한 교통안전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에서는 am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칸에 교통안전을 위해

노면요철장치 중 하나인 노변요철포쟁Rurrble Strip:;)이

StJi ps) ,

중앙선 노면요철

포장-(Centerline Rumble StJips) 으로 구분되나， 국내에서는
노면요철포장이라 함은 길어깨 노변요철포장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면요철포장과 길어깨 노면요
철포장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단， 두 시설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영문보충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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