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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강원도 강릉시 초당 분수공원 앞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합류교통량,
섹션교통량, 저항교통량, 접근로별 용량, 접근로별 예비용량, 접근로별 차량당 평균대기시간을 산정하였다. 실제 설계시, 회전교차로
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매년 4월 경포 벚꽃 축제와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피크 교통량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우회
전 차로를 고안한 바, 이에 대한 설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당초 설계된 회전교차로에서 차량당 평
균 대기시간이 A접근로 10.4초, B접근로 5.0초, C접근로 4.7초, D접근로 9.7초이던 것이 추가로 회전교차로 기본 계획안에 우회전
차로를 설치했을 때에는 각각 4.5초, 4.3초, 4.7초, 4.7초로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강릉시 초당 분수공원 앞 회전교차로는 본
분석이 실제로 적용되어 우회전 차로가 추가로 시공되었고 소통효과 및 안전증진효과로 시민호응이 크며, 시험운영과 정식 운영을
통해, 사전에 큰 우려를 했던 피크시즌에 대해서도 그 기간 동안에 회전교차로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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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70년대 초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어 교통
사고감소와 용량증대효과가 입증되어 유럽 전지역과 호주, 뉴질
랜드 등에 전파되고 90년대부터는 미국과 캐나다에 까지 도입하
기 시작한 회전교차로를 경포대 인근 초당 분수공원 앞 신호교차
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강릉 제1호 회전교차로다.
강릉 제1호 교차로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녹색교통의 미래를
위해 회전교차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신호
등 교차로에서 과도한 신호대기시간을 유발하던 단점을 선진국
교통운영 체계인 회전교차로로 적극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강릉시가 결정한 이유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차량의 소통속도가 훨씬 증가한 반면, 사망과 같은 심각한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에너지 소모가 감소되고
공해배출도 줄어든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처리 가능한 교
통량은 증대하는 반면, 유지관리 비용은 신호교차로에 비해 감소
하며, 중앙교통섬을 이용한 도시미관도 개선되는 효과로 인해 녹
색교통 시범도시인 강릉시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4월 경포 벚꽃 축제와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피크
교통량에 대한 불안요소가 회전교차로 설치의 걸림돌이 되었었
다. 이에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분석과 방법론 개발이 필
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로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조사를 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합류교통량, 섹션교통량, 저항교통량,
접근로별 용량, 접근로별 예비용량, 접근로별 차량당 평균대기시
간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회전 차로 설치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평가하여 우회전 차로 추가 설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II. 교통량 분석
2013년 3월에 첨두시간에 조사한 실측교통량은 아래 표와 같
다. 시간당 총 교통량은 2천대를 초과하고 주교통류는 한전과 경
포방향이고 바다방향의 교통량과는 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표 1. 초당 분수 공원 앞 4지 교차로 교통량 (단위: veh/h)

OD
한전(A) 안목(B) 바다(C) 경포(D)
한전(A)
0
335
24
314
안목(B)
201
0
18
266
바다(C)
138
35
0
3
경포(D) 315
488
20
0
합계
654
858
62
583

합계
673
485
176
823
2,157

A접근로와 B접근로 사이에 『합류교통량』을 CIRab 라 하면,
각 접근로의 합류 교통량은 아래 식(1)과 같다.
CIRab = Qae(A접근로의 진입교통량) + Qcb(C접근로에서 B
접근로로 가는 교통량) + Qdb(D접근로에서 B접근로로 가는 교
통량) + Qdc(D접근로에서 C접근로로 가는 교통량),
s
e
CIRbc = CIRab - Qb (B접근로의 진출교통량) + Qb (B접근
로의 진입교통량),
CIRcd = CIRbc - Qcs(C접근로의 진출교통량) + Qce(C접근로
의 진입교통량),
CIRda = CIRcd - Qds(D접근로의 진출교통량) + Qde(D접근
로의 진입교통량)
(1)
해당 접근로로부터 중심원 주위에 모이는 교통량인 합류 교통
량을 표1를 식(1)에 대입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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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합류교통량

(단위: veh/h)

CIRab

673

35

488

20

1,216

CIRbc

1,216

858

485

843

CIRcd

843

62

176

957

CIRda

957

583

823

1,197

아래 그림을 보면, 접근로 A와 B 사이 합류교통량과 접근로
D와 A 사이 합류교통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섹션교통량 (단위: veh/h)

A접근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이전 접근로에서 진입하
여 회전로상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는 교통량에 저항을 받으며,
이를 『저항교통량』이라 칭하고 TRa라 설정하면, 각 접근로의
저항교통량은 아래 (3)식과 같다. 단, 여기서 저항을 주는 교통량
은 섹션교통량의 90%와 해당 접근로에서 진출하는 교통량의
20%로 가정한다.
TRa
TRb
TRc
TRd

그림 1. 합류교통량 (단위: veh/h)

회전로 상에서 A 접근로의 교통분리섬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
량을 『섹션교통량』 TSa라 부르면, 각 접근로의 섹션교통량은
아래 (2)식과 같다.
=
=
=
=

TSa
TSb
TSc
TSd

CIR da (D 합류교통량) - Q a s (A진출교통량)
CIR ab (A합류교통량) - Q b s (B진출교통량)
CIR bc (B합류교통량) - Q c s (C진출교통량)
CIR cd (C합류교통량) - Q d s (D 진출교통량)

= TSa × 0.9 + Q a s × 0.2 = 620
= TSb × 0.9 + Q b s × 0.2 = 494
= TSc × 0.9 + Q c s × 0.2 = 715
= TSd × 0.9 + Q d s × 0.2 = 453

(3)

아래 그림을 보면, C와 A의 저항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부분에는 시거 확보와 도류화가 요구된다. 반대로 B와 D부분
에는 저항교통량이 적다. 이 부분에서는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게 양보하지 않고 고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는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분리교통섬의 형태를 달리하는
등의 설계로 진입차량에게 저항을 부담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2)

해당 각 접근로의 교통분리섬 구간을 통과하는 섹션교통량을
산정하기 위해 표1과 표2를 식(2)에 대입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섹션교통량

(단위: veh/h)

A

1,197

654

543

B

1,216

858

358

C

843

62

781

D

957

583

374

아래 그림을 보면, C 분리 교통섬에 부하되는 섹션교통량이
가장 큼을 알 수 있고, 교통량에 대응하는 설계를 한다면, 회전로
와 접하는 분리교통섬의 선분길이의 비(A:B:C:D)는 5.43 : 3.58 :
7.81 : 3.74 가 바람직하다.

그림 3. 저항교통량 (단위: veh/h)

III. 용량 분석
회전교차로의 용량은 접근로의 최대 진입교통량과 저항교통
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접근로의 최대 진입교통량을
시간당 1,500대로 하고 회전로의 최대 저항교통량을 시간당 1,800
대로 가정한다. 각 접근로의 용량은 아래 식에 따른다.
C(용량)
(4)

522 도로교통

=




-  × TR(저항교통량)

+

1500

아래 그림은 각 접근로별 저항교통량에 따른 회전교차로 용량
을 표시한 것이다.

차로를 설치했을 때에는 각각 4.5초, 4.3초, 4.7초, 4.7초로 개
선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강릉시 초당 분수공원 앞 회전교
차로는 본 분석이 실제로 적용되어 우회전 차로가 추가로
시공되었고 소통효과 및 안전증진효과로 시민호응이 크며,
시험운영과 정식 운영을 통해, 피크시즌을 거치는 동안에도
회전교차로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유효함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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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회전 차로 추가 설치 타당성 분석
A접근로에서의 우회전 교통량(335대 )와 D접근로에서의 우회
전 교통량(315대 )를 우회전 추가 차로 설치로 회전로 진입 교통
량에서 제거하면, 각 접근로별 진입교통량의 편차가 줄어든다.
또한, 각 접근로별 합류교통량은 881, 843, 957, 882로 평준화
를 이루게 된다. 아울러 각 접근로별 예비용량도 Ra=698,
Rb=659, Rc=728, Rd=614로 크게 증가된다.
A접근로와 B접근로 상에서 나타나던 대기행렬이 상당부분 해
소되며, A와 D가 중심원 주위와 만나는 부분에서 합류상충 확률
도 감소한다.
각 접근로별 차량 당 평균 대기시간은 Wa=4.5s, Wb=4.3s,
Wc=4.7s, Wd=4.7s로 감소된다.
그러므로 우회전 추가 차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설계안보다
소통이 증진되고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다.

V. 결론
강원도 강릉시 초당 분수공원 앞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
로로 개선할 때, 합류교통량, 섹션교통량, 저항교통량, 접근
로별 용량, 접근로별 예비용량, 접근로별 차량당 평균대기시
간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설계시,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유
지하면서 매년 4월 경포 벚꽃 축제와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피크 교통량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우
회전 차로를 고안한 바, 이에 대한 설치 타당성을 과학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당초 설계된 회전교차로
에서 차량당 평균 대기시간이 A접근로 10.4초, B접근로 5.0
초, C접근로 4.7초, D접근로 9.7초이던 것이 추가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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