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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과 목

▶ 연구배경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크게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도심교통체계 개선사업’ 등과 같이 특별히 기획된 한시  성격의 교통개선사업

과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과 같이 매년 수행되는 정례  성격의 교통개선

사업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동안의 지속 인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으로 서울

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교통개선의 을 

달리하여 보면 아직도 서울시 도로교통 환경은 질 인 측면(Quality)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자동차를 심으로 하면서 교통 소통능

력 증진만을 추구하는 교통개선사업의 한계성 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교통을 심으로 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 두로 도로교통 

개선 목표 역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만이 아닌 다양한 도로 이

용계층의 욕구(Needs)를 반 할 수 있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교통 환경이 선진국 수 에 달하기 해서는 재의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수행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 을 도

로교통개선의 1단계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를 통해 2단계 도로교통 

개선을 한 새로운 사업 수행체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목

- 도시 삶의 질 개선을 해 새롭게 추구되어야 하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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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도입 정인 자치경찰 제도에 맞추어 행보다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의 개발

-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을 심으로 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2.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결과 평가  

-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은 사업 기에는 불합리한 도로교통체계가 많아서 

수행에 큰 어려움도 없고 개선효과도 있었으나 1999년～2002년에 걸쳐 시행된 

24개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 시행 후에는 사업의 정체성, 효과성, 객 성 

측면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 개선 상도로를 볼 때 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로 개선 상지가 

환되고 있고, 이 결과 개선내용도 교통 정체보다는 지역교통과 한 민원

성 내용이 차 많아지고 있다. 결국, 개선내용도 교통공학  차원에서의 원칙

 안보다는 개선지  주의 처방 , 상  안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사업효과 측면과 객 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은 자체 개선지침을 개발하여 간선축을 일 성있게 

개선함으로써 서울시 도로주행 환경의 높은 개선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차로

재배분을 통한 좌회  능률차로, 최우측차로 폭원 조정, 노면표시의 확충 등이 

개선사례이다. 하지만 24개축을 짧은 기간내에 동시 다발 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 할 틈 없이 일정수 의 개선에 머룰 다는 아

쉬움이 있다. 이를 증명하듯 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여 히 불안정하고 불합리

한 교통류의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여건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가 갖고있는 교통규제, 운 과 도로여건에 착목한 개선방법에 

한 고려가 부족하 으며 일부 개선기법은 교통 공학  상해석이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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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재정립 방안

- 행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심의 도로교통 개선사업으로는 서울시 도

로교통 주행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되어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계를 재설정하 다.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전개과정 검토

기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결과 평가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의 문제점 재조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목표와 방향 모색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개발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방법

진

단

진

단

체

계

정

립

체

계

정

립
정책건의 및 결론

-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과거와 같이 문제 해결  차원에서만

이 아닌 서울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함께 수용하는 차원에서 모색하 다.

새로운
서울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의

문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기본방향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기본방향

반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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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설정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은 도시교통의 안정성, 안

심성을 추구하면서 도로 사용에 있어 운 자나 보행자에게 명확성을 주고, 도

로의 기능성을 효율 으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 다.

  

기본방향 1기본방향 1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로주행 환경의 조성안전하고 안심되는 도로주행 환경의 조성

기본방향 2기본방향 2 모든 도로 이용자를 배려한 합리적 도로공간의 정비모든 도로 이용자를 배려한 합리적 도로공간의 정비

기본방향 3기본방향 3 명확한 도로 이용 및 자동차 관리 방법의 적용명확한 도로 이용 및 자동차 관리 방법의 적용

기본방향 4기본방향 4 도로 구간별 교통기능에 충실한 도로교통의 관리도로 구간별 교통기능에 충실한 도로교통의 관리

▶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의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정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 구 을 해 기

존의 상습교통 정체지  개선사업과 같이 Action Program 성격으로 추진할 

수 있는 3가지 사업 유형을 개발 제시하 다.

- 사업유형 Ⅰ : 안정되고 편안한 교통류 조성을 한 유틸리티 존(Utility Zone) 

설정사업

  → 편도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최우측 차로에 유틸리티 존을 설정 운 함으

로써 우회  진출입 교통류의 원활한 처리와 연도 토지이용과 택시이용을 지

원할 수 있어 안 하고 안정된 간선도로 교통류 형성을 제시하 다. 

유틸리티 존(Utility-Zone)

교차로부 단일로부 교차로부 도로의 교차로부와 단일로부  단일로부의 

일정구간을 확보하여 설치되며, 시간 ․요

일․연도토지이용에 따라 조업주차, 택시정차 

 기, 버스정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

용도 활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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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 Ⅱ : 명확한 도로 이용을 한 교통규제  안내표지 확충사업

  → 교통규제  안내표지 확충사업은 도로 사용에 있어 운 자나 보행자에게 

공히 도로 사용상의 명확한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도로교통 이용과 련된 서

울 시민 의식 수 을 제고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교통규제  안내 표지를 

거 확충하고 종류  설치방법에 있어 다양화를 제시하 다.

- 사업유형 Ⅲ : 도시고속도로 이용 증진을 한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 서울시 도로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에서 교통기능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지 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 연계 교통체계를 서

울시가 시 히 해결해야될 도로교통 개선사업으로 선정하 다. 기존 도시고속

도로 네트워크 차원의 효율  사용을 한 선결과제로 연계도로체계별 정비방

법론을 제시하 다.

Ⅱ. 정책건의

▶ 수행조직  업무체계

- 2006년 도입 정인 자치 경찰제 시행을 제로 기존의 제한 인 도로교통 운

개선 수행조직을 교통운 , 교통 리, 교통개선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수행될 수 있는 통합 조직체계 형태로 제시하 다. 국 런던 TfL의 DTM

과 같이 서울시 교통류 리를 실시간으로 책임지는 동  업무 수행체계를 함

께 제안하 다.

▶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지원 D/B 구축

- 앞으로 수행될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일과성 사업에 그치지 않게 하기 해 도

로교통 개선 업무와 련된 Data를 D/B 구축을 통해 리함은 당연하다. 외부 

용역 발주에 의존해 온 행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계를 서울시 자체 업무

로 책임 리 수행토록 함에 있어 업무지원과 의사결정을 한 D/B 구축을 설

결과제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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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을 한 제도  지침정비

- 다양한 도로교통 개선사업과 서울시 가로 특성에 부합된 선진화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과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계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지침과 

각종 제도의 연구개발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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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서론

제1  연구의 배경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크게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도심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과 같이 특별히 기획된 한시  성격의 교통개선사업과 ‘상습교통

정체지  개선사업’과 같이 매년 수행되는 정례  성격의 교통개선사업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동안의 지속 인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으로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은 상

당 부분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교통개선의 을 달리하여 보면 아직도 서울시 도로

교통 환경은 질 인 측면(Quality)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를 심으로 하면서 교통 소통능력 증진만을 추구하는 교통

개선사업의 한계성 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교통을 심으로 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두되고 있어 도로교통 개선 목표 역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만이 아닌 다양한 도로 이용계층의 욕구(Needs)를 반 할 수 있

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교통 환경이 선진국 수 에 달하기 해서는 재의 상습교통

정체지  개선사업 수행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 을 도로교통개선의 1

단계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를 통해 2단계 도로교통 개선을 한 새로운 

사업 수행체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 도시 삷의 질 개선을 해 새롭게 추구되어야 할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모색

▸ 2006년 도입 정인 자치경찰 제도에 맞추어 행보다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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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을 심으로 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

계를 정립

제3  연구의 범

1. 내용  범

▸ 본 연구는 종래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체계로 지속되어온 서울시 도로교통 개

선사업 체계를 도시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목표와 방향설정

을 하는 것에 을 두었다.

▸ 다만 새롭게 정립된 개선목표와 방향의 이해를 해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사업유형

을 제시한다.

▸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사업의 당 성과 채택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  

사업 수행지침 제시는 한계가 있어 방법론 차원의 수행 차를 제안하는 수 에 범

를 제한시킨다.

▸ 기본 으로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차원의 개선방법을 도로

교통 개선사업 방법으로 채택하 으나 사업유형에 따라 소규모 도로정비까지를 포

함한다.

2. 상도로의 범

본 연구에서 교통개선 상이 되는 도로는 원칙 으로 도로 리책임이 서울특별

시장에게 있는 서울특별시도에 한정된다.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정비와 유지 리를 

서울시 건설안 리본부와 서울시 시설 리공단에서 담하고 있어 도시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와 진출입 램 만을 일반도로와의 연계교통 체계개선 차원에서 간  상

으로 포함하 다. 그리고 서울시 리 상인 기존의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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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범 로 고려한다.

<표 1-1> 연구수행 상도로 범

리주체 서울특별시

상도로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포함범
진출입 램 , IC는 간

으로 상도로에 포함
구간 상도로에 포함

제4  연구수행 과정도

연구의 진행은 기존의 서울시 주요 도로교통 개선사업들을 심으로 재 수 을 

평가해보고, 재 수 을 객 으로 진단한 후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 하는 사업유형을 개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개략  사업수

행체계를 제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전개과정 검토

기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결과 평가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의 문제점 재조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목표와 방향 모색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개발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방법

진

단

진

단

체

계

정

립

체

계

정

립
정책건의 및 결론

<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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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장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결과 평가

제1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개과정

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면 서울시는 1980년  후반에 수행되었던 교통체계개선사업

(이하 TSM)을 필두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구교통개선

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

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체로 단발 인 형태로 수행되어 사업간의 연속

성이 떨어지며, 사업의 방향과 목 에서도 일 성이 다소 부족하 다.

차량 소통 주의 ‘TSM 사업’과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되

어 일정 기간 수행되었고, 교통안  측면에 한 심이 부각되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980년  이후부터 재까지 연간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 

문제로 두된 교통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한 노력으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이 

특별 개선의 형태로 수행되었던 정도가 서울시 주 하에 진행되어 온 표 인 교통개

선사업의 행보이다. 그리고 2004년 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개선사업은 경찰 주 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서울시 교통운 담당  주 으로 수행되

고 있는 ‘상습정체지  개선사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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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 과정

1990년대
<수요관리 정책의 등장 및 정착시대>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내용:교통정체지
점,교통사고위험
지점,통행불합리
지점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

•목적:교통정체와 교통사고 감소

•내용:통행속도저하지점,상습불법
주정차지점,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교통수요과다 및 교통운영상 불합
리지점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

•주특성:차량소통중심
의 사업

•목적:도로교통용량증
대

•내용: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하구조 개선

•방법:수시개선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주특성:차량 소통 위주의 사업

•목적:간선도로 기능회복을 통한 도로용량증
대,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교통소통과 교통환
경 개선

•내용:신호운영개선,접근관리,도로구조개선

•방법:선적 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주특성:차량에 치우친 사업

•목적:이면도로의통과교통처리능력향상

•내용:일방통행,안전시설 보강,도로포장
정비

•방법:국부적인 개선(연속적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특성:차량, 보행자 안전 중심의 사업

•목적:교통사고 발생횟수 감소 및 유발 원인 최소화

•내용: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단일로, 횡단보도,접속로,철도 건널목 등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혼잡특별관
리구역 개선사업

•주특성:차량,보
행자위주개선

•목적:교통수요
집중유발지역 교
통개선

•방법:면적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TSM)

•주특성:차량중십의 사업

•목적: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

•내용: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교통운영
방법 개선

•방법:계획추진체계 부재(선적 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STM)

•주특성:인간중심의 사업

•목적:주거지역교통환경 개선

•내용:도로기능정립, 보차공존,
보행/대중교통 접근성 배려

•방법:지구전체 차원에서의 개
선(면적사업)

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19891988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내용:교통정체지
점,교통사고위험
지점,통행불합리
지점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

•목적:교통정체와 교통사고 감소

•내용:통행속도저하지점,상습불법
주정차지점,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교통수요과다 및 교통운영상 불합
리지점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정체지점개선사업

•주특성:차량소통중심
의 사업

•목적:도로교통용량증
대

•내용: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하구조 개선

•방법:수시개선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주특성:차량 소통 위주의 사업

•목적:간선도로 기능회복을 통한 도로용량증
대, 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교통소통과 교통환
경 개선

•내용:신호운영개선,접근관리,도로구조개선

•방법:선적 사업

이면도로 정비사업

•주특성:차량에 치우친 사업

•목적:이면도로의통과교통처리능력향상

•내용:일방통행,안전시설 보강,도로포장
정비

•방법:국부적인 개선(연속적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주특성:차량, 보행자 안전 중심의 사업

•목적:교통사고 발생횟수 감소 및 유발 원인 최소화

•내용:신호교차로, 비신호교차로,단일로, 횡단보도,접속로,철도 건널목 등 개선

•방법:지점적 사업

교통혼잡특별관
리구역 개선사업

•주특성:차량,보
행자위주개선

•목적:교통수요
집중유발지역 교
통개선

•방법:면적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TSM)

•주특성:차량중십의 사업

•목적: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

•내용:교차로 기하구조개선 및 교통운영
방법 개선

•방법:계획추진체계 부재(선적 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STM)

•주특성:인간중심의 사업

•목적:주거지역교통환경 개선

•내용:도로기능정립, 보차공존,
보행/대중교통 접근성 배려

•방법:지구전체 차원에서의 개
선(면적사업)

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1994199319921991199019891988

1980년대
<시설공급위주의 교통정책시대>

2000년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주행환경 조성 시대>

비연속 진행사업연간 지속사업완료사업

서울시 도로교통개선 주요사업

진행완료진행완료

교통체계 개선사업(TSM)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

What Kinds of ?What Kinds of ?

진행 중진행 중

향후진로향후진로

<그림 2-1> 서울시 도로교통개선 주요사업의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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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평가

본 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으로 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서울시가 

주 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습교통 정체지  개선사업’과 특별교통 개선사업으로 1999

년 ～ 2002년 3년간에 걸쳐 으로 수행되어 지 의 서울시 도로교통 환경을 구축

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을 상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1.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1) 사업개요  수행 차

본 사업은 1996년 이후 ‘교통정체지  개선사업’,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 ‘상습

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순으로 세 차례에 걸쳐 사업 명칭이 변화되며 재까지 진행

되어오고 있다. 

사업명사업명

수행목적수행목적

1996 1998 2002 2004(현재)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 도로교통 용량증대 • 교통정체/사고 저감 • 상습정체/사고위험지점해소

수행내용수행내용 • 안전시설물 설치
• 기하구조 개선

• 통행속도저하지점 개선
• 교통운영 불합리지점 개선

• 기하구조 개선
• 안전시설물 개선
• 능률차로 운영

<그림 2-2> 연도별 교통개선사업 개과정

과거 교통정체지  개선사업과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의 경우 당시 서울시 교통

상황과 맞물려 볼 때 비교  한 사업 아이템이었지만 24개축 상의 간선도로 교

통종합개선사업 수행으로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한 정비가 1차 완료된 시 에

서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은 사업자체 목 의식의 불명확성과 사업 상지 선정시 

기 부재로 인한 어려움 등의 많은 고 를 겪고 있다. 

그리고,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은 매년 정기 으로 수행되는 교통개선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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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40억 정도의 산으로 수행되고 있다. 개선사업 체 소요 산규모를 고려할 

때, 토목공사가 크게 수반되지 않는 TSM 사업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
요

예
산

 (
단

위
 :
 백

만
원

)

<그림 2-3>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소요 산 추이

재 운용 인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체 으로는 교통소통, 교통, 보행교통, 교통안 의 4분야를 고루 다루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나, 용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보도를 Set-Back하여 좌회  혹은 유

턴을 한 능률차로를 운 하거나, 차로수일치  재배치를 통해 차로를 개선하는 등 

주로 교통소통 측면에서의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사업수행 구간 - 통행속도 기준에 따른 당해 선정 지점 및 구간

• 사업소요 예산 - 약 26억(2003년 기준)

• 사업수행 구간 - 통행속도 기준에 따른 당해 선정 지점 및 구간

• 사업소요 예산 - 약 26억(2003년 기준)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교통소통• 교통소통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보행교통• 보행교통

• 교통안전• 교통안전

• 보도 Set-Back수반의 능률차로운영(좌/유)

• 안전시설 설치(표지병 설치, 표지판 신설 및 이설)

• 차로개선(차로수 일치, 재배치, 확폭 등)

• 노면표시 개선(신설 및 재도색)

<그림 2-4>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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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역앞삼거리 개선 -        - 서오릉로(3) 선진운수 앞 개선 -

<그림 2-5>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주요내용 사례

참고 :「2003년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03.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은 <그림 2-6>과 같은 로세스에 따라 운 되고 있다.

개선필요 지점 점검 및 선정(각 기관별)

<관련기관 합동 검토>
- 각 기관별 개선필요지점(정체지점 및 교통 불합리지점)
- 주요 민원지점

개선대상 및 개선추진방법 결정

설계용역시행설계용역시행

관련기관 검토관련기관 검토

설계 필요

토목공사 필요

예산배정 및 공사시행

모니터링

서울지방경찰청
개선요청

No

No

과업목적 및 범위설정

대상지 분류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 교통관련 사업
• 도시개발계획 및 도로건설계획
• 각종 교통영향평가

조사 및 자료수집

• 도로이용현황
• 교통부문별 현황
• 교통사고현황

교통환경 분석

문제점 파악

개선안 수립

개선효과 분석

자문 회의 관계기관 협의

최종개선안 작성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과업목적 및 범위설정

대상지 분류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 교통관련 사업
• 도시개발계획 및 도로건설계획
• 각종 교통영향평가

조사 및 자료수집

• 도로이용현황
• 교통부문별 현황
• 교통사고현황

교통환경 분석

문제점 파악

개선안 수립

개선효과 분석

자문 회의 관계기관 협의

최종개선안 작성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과업목적 및 범위설정

대상지 분류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 교통관련 사업
• 도시개발계획 및 도로건설계획
• 각종 교통영향평가

조사 및 자료수집

• 도로이용현황
• 교통부문별 현황
• 교통사고현황

교통환경 분석

문제점 파악

개선안 수립

개선효과 분석

자문 회의 관계기관 협의

최종개선안 작성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그림 2-6>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수행 로세스

사업수행 차에서 가장 핵심 인 ‘사업 상지 선정’은 서울시 교통정보반에서 

Rotis 서울시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하루 8시간 이상 10km/h이하의 속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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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간을 1차 으로 선정하고, 각 자치구,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으로 건

의되는 지 을 고려하여 참여기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경찰서)간의 의하

에 당해 개선사업 상지 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2) 사업수행결과 평가

 (1) 사업평가 체계

① 사업평가 방법

사업에 한 평가를 해 과거 2000년, 2001년의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 2003년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설계 보고서 상에 제시된 개선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사

업 담당자들 상의 인터뷰를 수행하며, 기 개선지 에 한 장답사를 수행하 다. 

  <표 2-2> 평가 활용자료

사업수행 년도 2003년 2001년 2000년

사업 명칭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

사업 지 수 43개소 51개소 52개소

이때, 사업에 한 평가는 우선 상지 의 선정 원인유형, 용된 안유형, 사업

상 도로유형별로 차지비율을 살펴보아 과거 수행되었던 사업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에 

의거한다. 유형별 세부 분류내역은 다음 <그림 2-7>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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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유형 Numbering 대안유형 Numbering 사업대상 도로유형 Numbering

I. 도로시설 불합리로 인한 차량소통 불편

II. 도로운영 불합리로 인한 차량소통 불편

III. 안전시설 불합리로 인한 보행자소통 불편

차량

보행자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1. 정체/지체

2. 사고위험

1. 우회동선

2. 사고위험

3. 정체/지체

1. 불편

2. 사고위험

승용차

대중교통

교통소통
(용량증대)

교통안전
(접근성)

교통소통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안전

시설적 처방 운영적 처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Link

주간선 + 주간선

주간선 + 보조간선

보조간선 + 보조간선

Node

주간선 + 집산

보조간선 + 집산

집산 + 집산

원칙적
유형

현상적
유형

<그림 2-7> 사업평가 체계

② 사업평가 

궁극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2-8>과 같이 사업의 ‘정체성, 효과성, 객

성’ 3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평가하여 불투명하게 유지되어 오고있는 사업 지속 수행의 

‘한계성’을 진단해보는데 을 두고 있다.

사업의 정체성사업의 정체성 사업의 효과성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객관성사업의 객관성 사업의 한계성사업의 한계성

-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 동일사업내에서의 중복성

- 사업명칭의 다변천

- 원칙적, 현상적 개선비율

- 사후 모니터링 추진 미흡

- 기준의 객관성 부재

- 대안 선정의 작위성

-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림 2-8> 사업수행결과 평가 

 (2) 사업평가 결과

앞서 다각도로 살펴본 평가 결과를 토 로 사업의 정체성, 효과성, 객 성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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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의 정체성

∙ 사업 상도로 유형의 부 합성

- 사업 상도로의 유형은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축(Link)과 지 (Node)을 바탕

으로 하여 Link 차원과 Node 차원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았다. 우선 Link 상 

검토 결과, 2003년 사업수행 지 의 60% 이상이 보조간선도로 상에 치하고, 그 

다음이 간선도로, 집산도로의 순을 보인다. 이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수

행 결과, 서울시내 간선도로의 수 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교통류 리 사업의 

상이 보조간선도로 이하로 옮겨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이 되는 도로기능이 변화됨과 함께 도로기능별로 차별화된 개선체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재 그 지 못한 실정이다.

60%

30%

7%

0%

10%

20%

30%

40%

50%

60%

70%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집산도로

개
선

지
점

 선
택

비
율

<그림 2-9> 도로기능별 차지비율

- , 사업의 지 성과 구간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복합유형별로 개선 사

업지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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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1개소)

76.1%(67개소)

0.0

20.0

40.0

60.0

80.0

Link Node

 
3.0

14.9

4.5

11.9

34.3

29.9

1.5

0.0

10.0

20.0

30.0

40.0

주+주 주+보 주+집 보+보 보+집 집+집 도+주

      <그림 2-10> Link, Node 비율  <그림 2-11> Node별 도로복합 유형비율

체로 Node부 즉, 교차로 부근을 개선하는 지 성 사업이 76.1%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2-11>과 같이 Node 사업지들에 해 도로 복합유형을 

검토해보면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가 만나는 교차 , 집산도로와 집산도로가 

만나는 교차 이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보조간선도로의 비 이 

높은 결과와 맞물려볼 때 당연하며 본 사업이 얼마나 인근 주민의 민원 주로 

운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수행할 사업과 해당 자치구에서 수행할 사업의 

구분 기 이 얼마나 모호한 상태인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원인유형별 차지비율

48.9
51.1

0.0

10.0

20.0

30.0

40.0

50.0

정체 사고위험

<그림 2-12> 주요원인 차지비율

- 선정된 사업 상지별로 주요 원인을 크게 교통정체 발생과 사고 험 유발 두가

지로 구분지어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

업’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재까지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함께 상당부분 수행내용이 복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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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사업의 명분과 목 성이 불명확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추가로 개선

된 사업지별로 문제  유형을 시설 혹은 시설운 자체의 불합리성이 높은 ‘원칙

 문제’ 유형과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발생되는ꡐ 상  

문제ꡑ유형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보면 지난 3년간의 사업 내용이 체로 상

인 문제를 개선한 내용이 교통공학 측면에서의 원칙  문제를 개선한 내용에 비

해 높게 나타난다.

0

10

20

30

40

50

60

2003 2001 2000

년도

개
수

원칙적 개선 현상적 개선

<그림 2-13> 문제  유형(원칙  안/ 상  안)별 비율

∙ 실제 으로 ‘상습정체’로 문제화 되는 지 과 함께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 선

정된 지 이 개선지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반 으로 근본 ․구간  성

격보다는 상 ․소규모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 수행목표, 방법, 범 에 있어 크게 변동사항 없이 사업명이 몇차례 변천되

었고, 과거 사업수행에 소요된 산 규모의 변동폭 역시 일정치 않음을 통해  

사업 수행의 명분이 불확실하며 체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단된다.

∙ 소요 가능한 산의 한계로 인해 원칙  개선보다는 비용으로도 충당이 가능

한 처방 , 단발 (일회 ), 지 인 개선사업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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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의 효과성

∙ 안유형별 차지비율

0

10

20

30

40

5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집산도로

<그림 2-14> 도로유형별 용 안 차지비율

No 안유형 No 안유형

가 차량-승용차-교통소통-시설  처방 사 차량- 교통-교통안 -시설  처방

나 차량-승용차-교통소통-운  처방 아 차량- 교통-교통안 -운  처방

다 차량-승용차-교통안 -시설  처방 자 보행자-교통소통-시설  처방

라 차량-승용차-교통안 -운  처방 차 보행자-교통소통-운  처방

마 차량- 교통-교통소통-시설  처방 카 보행자-교통안 -시설  처방

바 차량- 교통-교통소통-운  처방 타 보행자-교통안 -운  처방

- 안유형은 차량(승용차, 교통) 상의 교통소통, 교통안  측면과 보행자 

상의 교통소통, 교통안  측면에 해 각 시설  처방과 운  처방의 12개

(가～타)로 구분되어진다. 이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간선도로 상의 사업

지 이 부분을 차지하며, 도로의 다양한 User  승용차 주의 교통소통을 

한 시설처방 인 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집산도로에 해서는 승용

차 주의 교통소통에 해 시설 인 처방보다는 운 인 처방과 교통안  측

면의 운  처방이 훨씬 높게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 으로 승용차

의 교통소통 차원에서의 안이 부분이며 교통이나 보행자 차원의 안은 

하게 부족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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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지 에 하여 1～2년 이내에 유사한 개선안이 재 용되거나 노면표시 재

마킹과 같은 간단한 보수 수 의 개선안이 채택됨을 통해 사업 수행에 있어 장

기 효과 부분에 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단된다.

   <표 2-3> 상습교통정체지  연도별 사업지 복 황

2003년 2001년 2000년

31. 나이아가라 호텔앞 - 33. 나이아가라 호텔

- 46. 반포 교 남단 56. 반포 교 남단

- 42. 가리 역 삼거리 45. 가리 역 앞

- 41. 제일약품 앞 50. 제일약품 앞

6～10. 서오릉로(시계～구산역사거리) - 4. 서오능 시계

- 16. 서부병원앞 교차로 8. 서부병원 앞

16～22. 응암로(8)-응암오거리 - 12～13. 응암오거리～응암사거리

6～10. 서오릉로(4)-구산사거리 - 5. 구산사거리

③ 사업의 객 성

∙ 내용  특성

- 과업의 내용  개선범 가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과 같이 연속․연계 인 

교통개선 효과를 고려하는 간선축 혹은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개선 안제시와

는 구분지어진다.

- ‘정체’라는 것은 어느 한 지 에서만이 아니라 주변 네트워크와 연 되어 발생

되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업 상지가 단순히 지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시간  특성을 고려하여 상지 별로 구체 이고 이론 인 분석측면보

다는 주 으로 불합리하다고 단되는 개선 내용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 과업 상 지 으로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교차지 이 주로 채택되었음에도  

도로의 기능별 개선목 (소통, 근, 안 )과 개선유형에 하여는 간선도로와 

차별화된 유형정립 없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 사업 수행의 체계 인 기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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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교통안 법 상에 지체지 에 해 개선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

되어 있기는 하나, 매년 수행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제시되는 명확한 법  근거

나 수행지침은 부재한 상태이다.

∙ 사업 상지 선정 기  불명확

- 일반 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속도 10km/h 이하 발생구간이라는 기  하에  

서울시 할 도로이며 도로 기본골격에 한 변경없이 개선이 가능한 상지 

, 상습정체지 , 불합리하게 시설되거나 운 되어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

, 도로의 기하구조가 불량한 지 , 사고 험성이 있는 지 을 기 으로 사업 

상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고, 체로 주요 민원 지  

주로 사업 상지가 선정되므로 사업지 선정시 필요한 객 이고 정형화된 기

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 교통정보반 선정 반복정체구간
- 주요 민원지점
- 2004년 도로재포장 구간
- 간선도로 개선사업 재(추가) 개선지점

자치구청
- 자체파악 정체지점 및 교통불합리지점
주요 민원 지점

서울시경찰청
(경찰서)

- 자체파악 정체지점 및 교통불합리지점
주요 민원 지점

현

장

조

사

관련

기관

합동

검토

개선

대상

지점

결정

<그림 2-15>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사업지 선정 차

④ 사업의 한계성

이상에서 볼 때,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은 다양한 교통개선사업 유형을 종합하

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 성 있는 사업체계로 정립되는 데에 한계성이 보인다. 우선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는 개선 목표가 다르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선효과가 일반화되

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되는 개선방안은  다른 성 여부에 한 의구

심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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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1) 사업개요  수행 차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은 민선2기 시 의 핵심시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그

림 2-16>과 같이 총연장 432.8km의 24개 간선도로를 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1999

년부터 시작되어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가 2002년까지 마무리되었고, 2000년부터 2003

년까지는 사업이 수행된 간선도로 10개 축에 한 1, 2, 3차의 모니터링을 수행하 으

며, 재 2004년에는 나머지 축에 하여 4차 모니터링이 수행 에 있다. 그리고 소요

산은 총 811억원으로 이  설계비가 1999년 33억원, 2000년 44억원이며 시설비가 

734억원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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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상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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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모니터링 추진경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상축 비고

1차

서울시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

업 모니터링

2000.2～2000.12 서소문로～제물포길 시범축(1개축)

2차
간선도로 교통합개선

사업 모니터링 Ⅱ
2001.11～2002.8

한남로～헌릉로

4개축
종로～망우로

도 로～언주로

동1로～ 동 로

3차
간선도로 교통합개선

사업 모니터링 Ⅲ
2002.12～2003.5

청 로～시흥 로

5개축

충정로～경인로

학로～월계로

통일로～ 악로

천호 로～청계천로

4차
간선도로 교통합개선

사업 모니터링 Ⅳ
2004.2～2004.12

방학로～송 로

13개축

(진행 )

백운 길～한천로

압구정로～삼성로

훈련원로～논 로

우정국로～반포로

동작 로

선유로～정릉길

수색로～장춘단길

만리재길～강동 로

공항로～노량진로

서 로～ 례성길

개화로～남부순환로

둔 로

사업의 주요 목 은 서울특별시도  주요한 간선도로를 선정하여 교차로의 구조

개선, 신호개선을 종합 으로 패키지화하여 개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동성이 높은 

간선도로로 정비하여 교통소통 기능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다. 실제 사업 상이 되는 

간선축별로 개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그림 2-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로를 정

비하여 교통소통 증진에 주력하는 내용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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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 사업수행 구간 - 24개 간선축(총연장 432.8km)

• 사업소요 예산 - 총 811억원 (설계비 77억원, 시설비 734억원)

• 사업수행 구간 - 24개 간선축(총연장 432.8km)

• 사업소요 예산 - 총 811억원 (설계비 77억원, 시설비 734억원)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교통소통• 교통소통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자전거• 자전거

• 주정차• 주정차

• 보 행• 보 행

• 교통안전• 교통안전

• 차로수 일치

• 노면표시 강화

• 차로재배치로 인한 차로증설

• 능률차로(좌회전 전용) 신설

• 연석차로 폭원 감소

<그림 2-17>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주요 추진내용

- 강남고려병원 앞 개선안도 -

<그림 2-18>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주요내용 사례

참고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통일로～ 악로축)」, 서울특별시, 1999.

2) 사업수행결과 평가

간선도로 종합교통개선사업에 한 개략 인 평가를 해 기존의 모니터링 결과내

용을 살펴보고, 본 사업 실시설계 보고서를 토 로 연구차원에서의 분석평가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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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서울시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수행평가 결과

기존에 제시된 모니터링의 평가 은 서소문로～제물포길축을 상으로 개발 제

시한 교통소통, 교통, 녹색교통, 교통안  등 4가지 척도에 두고 있다.

 <표 2-5> 모니터링시 용의 평가   연차 상구간 황

평가

상

구간

평가

2000년 2002년 2003년

∙ 4축 : 서소문로～제물포길축

∙ 1축 : 한남로～헌릉로축

∙ 5축 : 종로～망우로축

∙ 7축 : 도 로～언주로축

∙ 8축 : 동일로～ 동 로축

∙ 2축 : 청 로～시흥 로축

∙ 3축 : 충정로～경인로축

∙ 6축 : 학로～월계로축

∙ 9축 : 통일로～ 악로축

∙ 10축 : 청계천로～천호 로축

∙ 17축 : 강서로축

교통

소통

분야

∙ 가로방향별 통과교통량

∙ 평균차량통행속도

∙ 신호교차로의 지체도

∙ 가로  교차로 통과

교통량

∙ 평균차량통행속도

∙ 신호교차로 지체도

∙ 서비스교통유율

∙ 통과교통량(PCU/2시간)

∙ 차량평균통행속도

∙ 신호교차로에서의 지체도

교통

분야

∙ 버스와 승용차의 평균통행

속도 변화량 상 비교

∙ 버스와 승용차의 평균통행

속도 변화율

- -

녹색

교통

분야

∙ 이용자 입장에서 요구되는 

연계성, 근성, 주차시설 

등에 한 Check List

∙ 유효보도면 율

∙ 보행 도

∙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 발생

건수

- -

교통

안

분야

∙ 이용자 입장에서 요구되는 

항목에 한 Check List 조

사

-
∙ 사업시행 후 교통사고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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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1차 모니터링결과(2000년)

분석 상구간 분석결과

교통

소통

분야

(Group Ⅰ)신월IC～목동교 심축

(Group Ⅱ)목동교 동단～서강 교

(Group Ⅲ)서강 교～신 로터리

(Group Ⅳ)신 로터리～아 동삼거리

▪ 도심방향 - 평균서비스교통류율 증가, 평균통행속도 

다소 감소

▪ 신월IC 방향 - 평균통행속도, 평균서비스교통류율 

증가

▪ 따라서, 사업시행 에 비해 교통소통능력 향상

교통

분야

신 로터리～굴 방다리

(노선버스 운행 노선)

사업시행  시내버스 평균통행속도의 자료부족으로 개

선효과여부에 한 평가 어려움

녹

색

교

통

분

야

자

거

▪ 등포구청교차로～남부교육청교

차로

▪목동 심축

▪ 등포지역(자 거도로 부재구간)

  - 자 거 이용환경 개선사항이 보도턱을 낮추는데 

국함됨

  - 볼라드, 화단설치로 실질 인 자 거통행 단

▪ 목동 심축(자 거, 보행자 겸용구간)

  - 자 거도로 이용시 버스승하차승개과 상충발생

  - 교차로부분 자 거도로노면표시 단

보

행
보행분야 개선시행된  지

▪ 보행 도에 한 증감여부 악 불가능

▪ 체 인 보도면  증가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개

선된 것으로 단

교통

안

분야

서소문로～제물포길축 구간

▪ 소극 인 방안(경보등, 시선유도  설치)보다는 극

인 방안이 요구됨(취약지 내 조명추가, 운 자를 

한 도로시설물 치 명확하게 인식, 소통/안 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해당지 의 근속도 낮추

는 방안 등)

▪ 운 자에 해 명확한 차량궤  유도로 상충 최소화

를 해 교차로내 유도선 추가필요

▪ 부분 구간에서 성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방지

시설 요구

▪ 불법 회 교통량 처리 요구

▪ 가로변 표지 의 정보제공기능 하 실정 개선요구

참고 : 「서울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평가방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차 모니터링은 개발 제시된 평가 에 최 한 입각하여 시행되었지만 개선사업 

후 효과검증 차원이라기보다는 황 악 수 에 그치며 그나마도 교통분야, 녹

색교통분야 등의 에서는 평가 자료가 부족하여 교통소통분야  부분에서만 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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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 3차 모니터링결과(2002년)  

모니터링 상축 모니터링 개략 결과

2차

한남로～헌릉로축 ▪ 평균통행속도 향상됨.

종로～망우로축 ▪ 통과교통량은 감소하고, 평균통행속도는 향상됨.

도 로～언주로축 ▪ 평균통행속도 향상되었고, 축 체 통과교통량은 시행후 체로 증가함.

통일로～ 동 로축 ▪ 구간별 통과교통량이 반 으로 증가하 고, 평균통행속도는 향상됨.

3차

청 로～시흥 로축
▪ 반 으로 통과교통량  서비스교통류율이 증가.

▪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업시행후 감소함. 

충정로～경인로축 ▪ 통과 교통량  서비스교통류율이 증가함.
▪ 교통사고건수가 감소함.

학로～월계로축 ▪ 교통사고건수는 사업시행후 36.1% 감소함.

통일로～ 악로축 ▪ 사업시행후 교차로 지체도가 감소.
▪ 교통사고건수는 감소함.

청계천로～천호 로축 ▪ 통과교통량  서비스교통류율이 양방향 모두 증가.
▪ 교통사고건수는 31.5% 감소함.

강서로축
▪ 사업시행후 교차로 지체도가 감소한 구간이 많음.
▪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함.

참고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모니터링 Ⅱ」, 서울시, 2002.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모니터링 Ⅲ」, 서울시, 2003.

그리고 2, 3차 모니터링은 1차 모니터링 수행 후 지 된 취약 에 한 별다른 보

완없이 진행되어 역시 ‘교통소통’ 부분 주로 단순히 사업 후의 통과 교통량 변화, 

평균통행속도 변화, 교차로 지체도 변화, 서비스수  변화 등의 자료 수집과 객  평

가가 가능한 정량  지표에만 치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 다. 따라서 개선사업 

아이템별로 효과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과 같이 인 

개선사업을 평가한 결과로는 제한 이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 인 자체 평가 

결과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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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모니터링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모니터링Ⅱ, 2002, 서울시』 참고)

- 2000년 비 2001년의 서울시 체 평균통행속도는 0.5% 감소하 으나 간선도로 교통종

합개선사업 완료구간은 통과교통량  통행속도 모두 큰 폭으로 향상.

         - 통과교통량 : 7～16% 증가

         - 평균통행속도 : 8～10% 향상

-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구간의 평균통행속도는 21.7km/h에서 23.8km/h로 증가하여 

서울시 자동차등록 수  일일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하철 등 

규모 교통시설 투자에 비하여 비용 고효율의 사업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3차 모니터링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 모니터링Ⅲ, 2003, 서울시』 참고)

- 6개의 모니터링 상 축에 해 평균통행속도의 경우 오  첨두시(4.7%), 오후 첨두시

(2.9%) 모두 증가하 으며, 통과 교통량의 경우 오  첨두시(8.3%), 오후 첨두시(7.6%) 모

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비교  큰 것으로 분석됨. 

(2) 본 연구에서의 사업수행 평가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토 로 기존 수행된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세부

인 아이템별로 마이크로한 분석을 수행하 다. 평가 방법으로는 실제 개선안으로 제시

된 개선유형을 기 으로 개선사업 시행 후의 상황을 비교․분석함에 따라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의 체 인 개선 방향성을 악하고, 재의 서울시 도로교통 정비 

수 을 진단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단하는 형식을 택하 다.

개선안 중심의 평가항목개선안 중심의 평가항목

차로 재배분차로 재배분 능률차로운영능률차로운영 우회전차로 운영우회전차로 운영

차로수
균형

차로수
균형

연석차로
폭원감소

연석차로
폭원감소 좌회전/유턴 공용차로좌회전/유턴 공용차로

<그림 2-19> 개선사업 내용 심의 사업수행 평가방법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상인 24개 축 , 표 인 6개 축(1, 4, 7, 14, 15, 16

축)을 상으로 주로 3가지 개선안 심의 평가항목별로 개선 후를 비교․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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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그림 2-19>에 제시된 평가항목 , ‘차로 재배분’ 을 기 으로 살펴보면 약 

93.4%가 개선 수행되었으며, 이는 차로수 균형에 을 두고 있어 지나치게 넓은 외

측차로의 폭원 감소정비 효과를 수반하기도 하 다.

증 가
2%

감 소
53%

유 지
45%

<그림 2-20> 외측차로 폭원 재조정 황

 <그림 2-20>을 보면 차로 재배분 개선이 용된 구간 상으로 외측차로의 폭

원이 그 로 유지된 비율이 45%이고, 감소된 비율이 53%로 나타난다. 이때 감소폭원

은 최  3.45m에서 최소 0.05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감소정비 폭원은 주로 3.25m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이상으로 폭을 차지하는 외측차로의 정비가 

50%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좌회  차로의 ‘능률차로운 ’ 개선 부분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28

67.65

51.72

32.35

0.00

20.00

40.00

60.00

80.00

개선전 개선후

안전지대 확보된 포켓형 좌회전/유턴 공용차로 운영

안전지대 미확보된 포켓형 좌회전/유턴 공용차로 운영

  

<그림 2-21> 좌회  차로운  개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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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의 황  포켓형의 좌회 /유턴 공용차로 유형은 안 지  확보 여부에 따

라 각각 49%, 52% 정도의 비 을 차지하 고, 개선후에는 68%, 32%로 안 지 가 확

보된 포켓형의 좌회 /유턴 공용차로로의 개선 비 이 높아졌다. 즉, 노면 재마킹 방법

을 통해 기존의 좌회  능률차로 운 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거나 새롭게 신설․운

하는 개선안이 많이 용되어 좌회  교통 처리에 한 부분이 상당수  개선되었다고 

단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회  차로 운 부분에 해 살펴보면 우선 비도류화된 

우회 /직진 공용차로 형태가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수행 이 의 약 57%, 이후의 

51%로 개선정도가 미비하며, 여 히 우회 /직진을 동시에 처리하는 공용차로 형태가 

부분으로 좌회  교통 처리에 비해 그 요성 인식수 이 낮은 실정이라고 분석된

다. 

19.05 19.05

38.10

31.75

0.00

10.00

20.00

30.00

40.00

개선전 개선후

비도류화된 직진/우회전 공용차로 운영(버스전용차로 구간)

비도류화된 직진/우회전 공용차로 운영(버스전용차로 비구간)

<그림 2-22> 우회  차로운  개선부분

이상의 분석 결과와 서울시 자체 평가 결과를 토 로 반 인 평가의견을 개진해 

보면 간선도로 종합교통개선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고질 인 도로교통 운 상의 문제요

소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아울러 자체 개선지침을 개발하여 간선축을 일 성 있게 개

선함으로써 도로교통 주행환경의 높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24개축이 

충분한 시행착오(Trial-Error)를 겪으며 개선방법 자체에 한 검증을 토 로 개선 

Know-How가 축 될 겨를도 없이 동시다발 으로 진행되어 아직도 일정수 의 개선

에 머물 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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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 여건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합리

한 교통류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도로 노면표시 설계 요소

에 있어서 교통 공학 으로 설계 안별로 상해석이 요구되나 상해석 과정이 생략

된 상태에서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24개축에 해 일체  정비를 통하여 서울시 도로 주행환경 개선에 있어 1

단계 개선효과는 거두었으나, 상태가 100  만 의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다른 평가 에서 볼 때 2단계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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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행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한계성

1. 개선사업 내용상의 한계

과거 추진되었거나 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주된 목

은 자동차 소통 원활화에 있고 이를 구 하기 해 개선사업의 내용도 자동차 주행  

소통 능력 향상에 두어왔다. 

‘상습정체’라는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소통의 평가지표인 v/c ratio(교통량/

교통용량 비)에 의존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부에서 

특히 단속류의 일반 간선도로에서 상습정체 개념은 도로 네트워크가 확충된  시 에

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설령 개선한다고 해도 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개

선이  다른 정체 구간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부 도로에서 ‘상습정체’의 개념은 부 하며 이를 한 도로교통 개선 

노력 역시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상습정체의 원인이 도

로의 병목 상(Bottle-Neck)으로 인한 것일 때는 근원  도로정비 사업으로 처되어

야 하며 임기응변 , 처방  개선은 개선 효과의 항시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2. 사업수행 방법상의 한계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수행 창기에는 상지  선정도 용이하고 개선효과

도 두드러졌다. 그만큼 교통공학 으로 불합리한 교차로와 구간이 많아 사업 수행이 

용이하 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사업 상지 선정이 어렵고 민원에 의한 사업 성

격이 많아지면서 사업의 명분이 불분명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개선 방안을 보더라도 

처방  방안이 차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상 후보지 선정이 어렵고 서울시 체 개선 상 악이 안된 상태에서 행

의 사업지 선정 차로는 사업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지 과 

같이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교통 업무를 내용에 따라 분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

통규제, 운 , 도로정비를 일체 으로 어우루는 개선 방법이 도출되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수행과정에서 개선취지가 변질되는 수행체계 상의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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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업 효과의 한계성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이나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모두 개선 사업지들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안 역시 다양하게 설계․ 용하 다. 

하지만 그 다양한 개선내용별로 처음 의도된 개선효과가 히 검토되지는 못하 고, 

그나마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도 일률 인 평균통행속도, 통과교통량, 교차로 지체도 등

의 정량척도에 국한된 개 식 효과 검증이 부분이다. 이에 기존에 시행된 개선사업

의 수행 기 이 효과 지향 이기 보다는 설계․공사지향 인 경향이 큰 계로 사후 

효과 리 비 이 낮으며 그로인해 개선사업 반의 효과 정도도 미비한 수 을 나타낸

다. 실제 과거 개선사업 상지를 장 답사한 결과 당시 악된 문제  상이 재

도 여 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당시 개선설계 도면과 다른 도로교통 모습을 확인한 

을 토 로 고려할때 기존의 사업들에 용되는 개선안의 유효기간이 짧으며 그로인

해 사업들이 상당히 일회 이며 체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효과수 이 낮음을 알 

수가 있다.



제 1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의 재조명

제 2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

第 Ⅲ 章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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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정립 방안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심의 

도로교통 개선사업으로는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 개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되어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을 면 히 재조명해 보고, 이를 토 로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을 모색하여 보았다. 

제1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의 재조명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을 모색하기에 앞서 좀더 다양한 에서 

서울시 도로교통 체계를 재조명하 다. 서울시 도로교통 수 이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는 크게 도로교통 시설과 운 체계에서 기인하는 근원  문제와 도로교통 주행환

경과 운 자의 주행행태에 의한 교통 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의 재조명을 교통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 시

설정비 체계상의 문제와 도로교통 주행여건상의 여건의 문제로 나 어 제시한다.

1. 도로교통 시설정비 체계상의 문제

1) 도로기능 으로 명확하게 분화되지 못한 네트워크

도시 도로정비의 표  특성은 자동차 주행 주의 주요간선 도로네트워크와 

다양한 도로기능을 수용하는 하부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이나 서울시 도로는 

아직 도로정비 수 과 이용행태 측면에서 도로 네트워크의 기능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

지를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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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로망체계의 이원화

이 결과 장거리 통행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교통류 구간인 일반간선도로를 이용하

는 통행도 상당수 있어 도로주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2)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을 한 연계도로 정비수  열악

간선도로 교통체계 효율성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도시고속도로와 일반간선도로 

체계가 서로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 서울시 도시고속도로가 계획

으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건설되었다기 보다는 하천 등 자연 발생  요소에 의거하여 

공간 으로 건설 정비되어 일반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의 연계도로 체

계가 외국 도로정비 방법과는 달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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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

측도(일방통행, 양방통행)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진출입램프

<그림 3-2> 측도(Frontage Road)를 이용한 연계(미국)

<그림 3-2>는 미국의 도시고속도로와 일반간선도로를 연계하기 한 측도

(Frontage Road)를 정비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3>은 일본의 고가형 도시

고속도로와 하부의 일반간선도로를 Up-Down 램 로 연계한 정비방법이다.

<그림 3-3> 진출․입 램 (Up-Down Ramp)를 이용한 연계(일본 동경, 

오사카)

외국의 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일반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인터체인지의 경우 직결형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은 서울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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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형태가 교통처리 효율면에서 비효율 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의 연결성 비교

노선 수  
총 연결 

방향수
직  연결 연결불가 연결성(%)

서울시 12개 노선 170 71 95 41.8 %

동경도 18개 노선 142 117 25 82.4 %

하지만 문제는 그나마도 몇 군데 안되고 부분이 <그림 3-4>와 같은 연계도로체

계로 정비되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에 많은 에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

일반간선도로

일
반
도
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시설

연계링크

연계교차로

<그림 3-4> 연계도로체계 구성요소

3) 편도4차로 이상의 로 비 이 높다.

일반 으로 도시부도로 단로부 최  차로수는 편도3차로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

우 특별한 가로가 아닌 이상 편도 3차로를 최  차로로 설계 운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로 평균 폭원에 해 <그림 3-5>, <그림 3-6>에서와 같이 간선도로 교통종

합개선사업 완료 후로 살펴본 결과, 사업 수행 이 에 상당히 높았던 로 차지 비

이 비교  감소하기는 하 지만, 여 히 4개 차로 이상의 도로가 약 40%의 높은 비

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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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부 편도차선수별 구성비

11.4

47.2

24.4

1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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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0

40.0

50.0

2개차로 3개차로 4개차로 5개차로

<그림 3-5> 사업  도로폭원별 비   <그림 3-6> 사업후 차로수별 비

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별로 차로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간선

도로의 경우 6차로 구간이 43%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8차로 이상의 도로가  

무려 44% 정도이며,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4차로 구간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4차로

13%

6차로

43%

8차로

33%

10차로이상

11%

   

4차로미만

12%

4차로

46%

6차로

38%

8차로 이상

1%8차로

3%

<그림 3-7> 간선도로 차로수별구성  <그림 3-8> 보조간선도로 차로수별구성

이 듯 서울시내 간선도로 상에서 여 히 높게 나타나는 단로부에서의 다차로 도

로는 차로 이용 효율성이 일반 으로 낮고, 잦은 차로변경 잠재 요인을 제공하여 오히

려 교통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지장을 주는 단 이 제기될 수 있다.

4) 불필요한 도로주행공간이 많다.

도시부 가로의 차로설계 운 에 있어 일반 으로 차로폭이 3.5m 이상이 되면 바람

직하지 못하다. 도로공간에서 불필요한 도로주행공간은 차로 확정 과정에서 발생된다. 

과거에는 많은 도로 유휴공간이 방치되었으나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을 통하여 상

당부분 개선되었고 외측차로(Curb Lane) 폭화 상도 어느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도 외측차로의 불필요한 도로주행 공간이 운 되고 있으며 교차로 부근이 부정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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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도로가 분기되는 유출부와 같은 곳에서는 노면 표시에 의한 차로 설정이 명확하

지 못하여 교통 흐름과 교통 안 면에서 나쁜 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차로폭원이 불필요하게 넓을 경우 1개차로의 2개차로 운 상이 생기고, 불법 주

정차를 유발하여 결국 안정된 교통흐름에 악 향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외측차로의 

경우 우회  차량으로 인한 직진차량 진행 장애시 추월(Overtaking) 행 를 해 인

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많아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0.32

1.33

1.67
1.91

0.00

0.50

1.00

1.50

2.00

2.50

20m 미만 도로 20~30m 도로 30~40m 도로 40m 이상 도로

(m)

최대차로폭-최소차로폭 차이
      

<그림 3-9> 도로폭원별 차로폭 차이

<그림 3-10>과 <그림 3-11>은 외측차로 폭원이 내측차로 폭원에 비해 넓어 불필

요한 도로공간이 나타나는 사례지 에 해당된다.

약 6.7m

     

      <그림 3-10> 남부순환로             <그림 3-11> 상도역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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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측차로 폭원이 넓고 다양한 주요 원인은 차로를 배분하는 기 이 <그림 

3-12>의 독일의 경우처럼 RAS-Q(독일연방 도로설계지침 횡단면편)상의 보도폭 기

에 따라 보도를 확보한 후 보도를 기 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는 앙선을 기 으로 하여 차로를 배분하는 방법상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독 일

<그림 3-12> 우리나라와 외국(독일)의 차로 배분기 의 차이

한 불필요한 도로주행공간에 한 개선책으로 시행된 무리한 주행공간 확보 역

시 교통류 해의 다른 요인으로 그 병폐를 드러내고있다.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

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리하게 차로수를 확보하여 변칙 인 차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오

히려 차로별 이용편차만 크게 하여 안정 인 교통류를 해하는 식의 개선 책을 시행

하고 있다. 즉, 교통소통 뿐만 아니라 효율 인 도로 운 면에서도 악 향을 래한다. 

개선                              개선후

<그림 3-13> 무리한 주행공간 확보 개선사례

참고 :「2000년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2000.

<그림 3-13>은 2000년 교통불합리지  개선사업 해당 지 인 안국교차로의 황

이다. 이곳은 직진 교통량의 Blocking 상과 용량 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율곡로



- 44 -

에서 사직로 방향으로 무리한 직진 차로수를 확보한 경우로 개선 에 2→3→3의 직진 

가능 차로 황을 3→4→3으로 조정하 지만 장답사 결과 여 히 Blocking 상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같이 처방 인 수 에서 처하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달리 <그림 3-14>에서처

럼 일본은 불필요한 공간을 평면설계를 통하여 원칙 으로 없애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전개선전 개선후개선후

<그림 3-14> 일본의 교차로내 불필요 공간 정비설계 

5) 교차로 유출차로 유형이 지나치게 다양하다.

링크구간을 주행하던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다양한 단을 요구받게 된다. 이

를테면 신호를 보고 정지여부를 결정하거나 도로표지를 보고 주행경로를 선택하는 등

의 단을 하게된다. 따라서 교차로의 정형화는 운 자로 하여  차로변경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물론 교통량과 기

하구조가 다르고,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가 다르므로 모든 교차로가 동일한 교

차형태를 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는 설계자에 따라 다른 임의 인 설계원칙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표  

3-2>～<표 3-7>은 서울시 간선도로를 상으로 회  교통류를 처리하는 교차로 유출

부의 기하구조 유형을 악한 결과로 서울시내 교차로의 유형이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좌회  교통류 처리유형은 좌회  용과 좌회 /직진 공

용으로 구성되고, 유턴 교통류 처리유형은 유턴 용과 유턴/좌회  공용으로 구성되

며 우회  교통류 처리유형의 경우는 우회  용과 우회 /직진 공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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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좌회  처리 유형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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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좌회  처리 유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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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유턴 처리 유형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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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유턴 처리 유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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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우회  처리 유형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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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우회  처리 유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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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통해 서울시내 포켓 설치여부와 공용/ 용 여부, 안 지  확보 여부에 

따라 교차로내 좌회  교통류 처리유형은 23개, 유턴 교통류 처리유형은 28개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우회  교통류 처리유형은 포켓 설치 여부와 교차로의 도류화 여부, 횡

단보도 유․무, 버스 용차로 구간 여부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이

게 각 해당 교통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주어지고, 교차로 체로 볼 때 역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각 회  교통류별로 서울시내 도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15>와 같이 좌회 의 경우 II-A-1 유형이 가장 많고, <그림 3-16>의 

우회  경우는 II-C-2, <그림 3-17>의 유턴 경우 I-B-3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

만 그 외의 유형들도 고른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좌회전 교통류 유형(1)

0.0

1.0

2.0

3.0

4.0

5.0

6.0

7.0

8.0

I-A-1 I-B-1 I-B-2 I-B-4 I-B-5 I-C-1 II-A-1 II-A-2 II-B-1 II-B-3 II-C-1 II-C-2

유형

구
성

비
(%

)

좌회전 전용 및 좌회전/직진 공용

  

좌회전 교통류 유형(2)

0.0

5.0

10.0

15.0

20.0

25.0

I-B-3 I-B-4 I-B-9 I-B-10 II-B-1 II-B-2 II-B-3 II-B-4

유형

구
성

비
(%

)

좌회전/유턴 공용

<그림 3-15> 좌회  교통류 유형별 구성비

우회전 교통류  유형

0.0

10.0

20.0

30.0

40.0

50.0

60.0

I-A-1 I-A-2 I-A-4 I-B-2 I-C-1 I-C-2 I-C-4 II-A-2 II-B-2 II-C-1 II-C-2 II-C -4

유형

구
성

비
(%

)

  

유턴  교통류  유형

0.0

5.0

10.0

15.0

20.0

25.0

I-A-1 I-A- 2 I-A- 4 I-B- 10 I-B- 3 I-B- 4 I-B- 9 II- A-2 II- B- 1 II- B- 2 II- B- 3 II- B- 4

유형

구
성
비
(%

)

<그림 3-16> 우회  교통류 유형별비    <그림 3-17> 유턴 교통류 유형별비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교차로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들의 사례를 시

하고 이를 용하는데 필요한 원칙, 고려사항 등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어 원칙이 분

명한 교차로의 설계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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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복잡한 교차로 형식의 다양성 사례(일본)

6) 부 한 노면표시가 많고 활용이 소극 이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상의 노면표시가 부 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을 쉽게 

할 수 있다. 를들어 차선이나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바로 그려지지 않고 구부러

져 주행 역시 바르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교차로 후로 차로수가 불일치한 경우 차

량 유도선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상황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림 3-19> 불명확한 유도선 설치     

   

, 우리나라에서 용되고 있는 교통안 시설 실무편람에서는 노면표시 설치기

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로구조에 필요한 최소의 설치 기 만을 제시하고 있는 수 이

며, 다양한 도로공간의 이용을 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조 으로 외국에

서는 다양한 노면표시 설계 지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색깔, 모양에 따라 세분화된 노면표시가 42개, 일본의 경우 44개로 개수



- 53 -

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그림 3-20>과 같이 노면표시 자체의 다양성과 색(Color) 활

용도를 통한 의미 달의 명확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단된다.

안 지 진행방향통행구분 유턴 지

우

리

나

라

일

본

<그림 3-20> 노면표시 형태의 차이(우리나라 vs 일본)

한 주로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규제 혹은 지시표지가 부분인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은 도로의 공간 활용을 해 다음 <그림 3-21>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노면표시를 

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인 로 Extended Bay, 버스정류소, 조업공간, 주차공간 

등에 해 필요한 안내 는 규제를 노면표시의 색깔 는 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운 자로 하여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행로를 결정짓게 하는데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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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의 

노면표시
우리나라 일본

교차로내 

회 교통류 

처리

(Extended-Bay)

외측차로

버스정류장

외측차로

주차공간 

확보

동일방향내

차로구분

<그림 3-21> 다양한 노면표시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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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앙분리 시설이 미약하다.

도시부 도로에서 앙분리 는 운 자로 하여  편안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 요

소일 뿐 아니라 안 과도 한 련이 있다. 한, 도로폭원 여유가 있는 곳의 식재

형 앙분리 는 쾌 한 도로주행환경에도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용되고 있

는 도로 구조령에는 다음과 같이 앙분리  설치기 을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부 도로

에서는 최소 기 만을 제시하고 있다.

<표 3-8> 건설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 에 한 규칙'에서의 앙분리  

설치기

설치기

∙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 해서는 반드시 앙분리 를 설치하는 것

으로 하고, 기타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일반도로에 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도로의 구분
앙분리 의 최소폭(m)

지방지역 도시지역

고속도로 3.0 2.0

일반도로 1.5 1.0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0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다음 <표 3-9>와 <그림 3-22>에서 보듯이 서울시 부분

의 앙분리 는 차선도색에 의한 앙분리 로서 횡단구성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앙분리 의 폭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이를 연석형 는 식재형 등으로 정비하면 상당부

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56 -

   <표 3-9> 앙분리  유형별 구성비

앙분리  유형 Link수 연장

완 분리

(콘크리트분리 ,식재 등)
54  34.8㎞

가드 일에 의한 분리   7   5.5㎞

노면마크 408 249.4㎞

완 분리+노면마크  32  27.2㎞

기

타

완 분리+가드 일   3   3.6㎞

가드 일+노면마크   3   1.7㎞

없음   5   2.8㎞

계 512 325.0㎞

 

완전분리
11%

가드레일
2%

기타
2%

노면마크
77%

완전분리+노면마크
8%

완전분리 가드레일 노면마크 완전분리+노면마크 기타

                   <그림 3-22> 앙분리  유형별

                                            연장(㎞)구성비

 주 : 콘크리트 분리 와 식재 분리 는 구분하지 못함.

 앙분리  설치는 향후 도로폭원 구성을 재검토할 경우 다양한 여유 폭원이 생

길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식재형 앙분리 의 고정 념을 버리고 다양한 구조물 

형태의 앙분리 시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도로교통 주행여건상의 문제

1) 잦은 차로변경

차로를 도로안에 있는 다른 작은 도로라고 할 수 있다. 차로를 지키자는 캠페인

도 있듯이 가  차로변경 없이 목 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주행 환경이 안 하고 안

정된 도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당히 많

은 차로변경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림 3-23>에서와 같이 노면표시의 연속성이 

결여된 경우, 신호운 과 노면표시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 으

로 인한 불가피한 차로변경의 경우, 차로수의 불일치로 무리한 차로진입으로 인한 차

로변경의 경우, 우회 /직진 공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의 차로변경 경우, 불법 주정차 차

량으로 인한 차로변경, 교통 기  정차로 인한 차로변경 등의 표 인 7가지 

CASE로 살펴볼 수가 있다.



- 57 -

CASE 1CASE 1 • 노면표시의 연속성 결여• 노면표시의 연속성 결여

CASE 2CASE 2 • 신호운영과 노면표시와의 부조화• 신호운영과 노면표시와의 부조화

CASE 3CASE 3 •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차로변경 발생•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차로변경 발생

CASE 4CASE 4 • 차로수의 불일치로 인한 무리한 차로진입• 차로수의 불일치로 인한 무리한 차로진입

CASE 5CASE 5 • 우회전 공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의 차로변경• 우회전 공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의 차로변경

CASE 6CASE 6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로변경•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로변경

CASE 7CASE 7 • 대중교통으로 인한 차로변경• 대중교통으로 인한 차로변경

<그림 3-23> 간선도로 주행시 차로변경 상황

(1) CASE 1 : 노면표시의 연속성 결여

AA CC BB DD

직
진 직

진

직
진 직

진

<그림 3-24> CASE 1 모식도

- 상황정의 : 본 상황은 별도의 용차로나 용차로용 포켓설치 등이 정비되지 않

은 구간에서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노면표시 조정만으로 차로별 통과 교통류를 조정하

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우선 <그림 3-24>에서의 A, B의 경우처럼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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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직진/좌회 으로 공용 운 되던 것이 별도의 고표시 없이 좌회 /유턴 공

용으로 바 어 직진 이동류가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거나 직진 용 표시에

서 좌회  용으로 바 어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C, D의 경우처럼 외

측차로구간에서는 직진 용이거나 직진/우회  공용이었던 노면표시가 우회  용으

로 변경되는 경우 직진 차량은 역시 차로변경 행 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는 재 제시되어 있는 노면표시 정비규정이 미비한 과 맞물려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25> 진행방향표시 설치 시도

 자료 : 「교통안 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000.

■ 진행방향(711, 712, 712-1, 713, 713-1) 『교통안 시설실무편람, 2000년 개정 』

(기 ) (권장)

▫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

리 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

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

다.

▫ 부가차로의 테이퍼 길이가 25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50m를 과하는 경우

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 진행방향  방면을 표시하는 문자를 병

설한다.

▫ 추가 설치할 경우, 25m 간격으로 설치한

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하는 도로는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좌회  는 유턴 용차로의 방에 

선 고표시를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

치  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

다.

▫ 교통안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테이퍼가 설치된 경우에 해서만 테이퍼 길이에 따른 진행방향표시 설치 개수 기



- 59 -

이 있을 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차로내에서 진행방향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에 해서는 설치 기 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참여 설계사

마다 일정하지 않고, 노면표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도로 주행자를 당황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림 3-26> 직진차로 주행  교차로부근 회 차로로 변경

(2) CASE 2 : 신호운 과 노면표시와의 부조화

<그림 3-27> CASE 2 모식도

- 상황정의 : 좌회 /직진 공용차로 구간에서 방 신호운 과 노면에 표시된 진행

방향 표시간의 부조화로 인한 차로변경의 경우이다. 노면의 좌회 /직진 노면표시만을 

보고 주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정지선에 거의 근 하여 방 신호등의 직진 시가 좌

회  시로 바 게 될 경우 직진차량으로 인해 좌회  차량이 진로에 방해를 받게되

거나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야하는 과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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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험도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3) CASE 3 : 비보호 좌회 으로 인한 차로변경 발생

비보호

직
진

좌
회
전

<그림 3-28> CASE 3 모식도

- 상황정의 : 과거에 비해 서울시 도로상에서 비보호 좌회  처리 형태가 많이 감

소하긴 했지만 단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같은 때 주로 보조간선도

로상에 개발 단지로의 근을 한 진출입로 개설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향 직진차

량간의 충분한 간격(Gap)을 단하여 임의로 좌회 하기 해서는 인지반응에 따른 일

정시간 정차가 요구되는 데, 이때 직진하는 추종 차량은 순간 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 CASE 4 : 차로수 불일치로 인한 무리한 차로진입

      

    <그림 3-29> CASE 4 모식도         <그림 3-30> CASE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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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정의 : 교차로 진입로와 진출로간에 차로수가 일치하지 않아 차로를 변경해

서라도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잦은 병목 상(Bottle-Neck)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형 인 형태의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궁극 으로는 교차

로의 처리용량을 하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을 통해 간선도로상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보조간선도로상에서는 여 히 많이 발견

되는 상황이다.

(5) CASE 5 : 우회  공용차로에서 직진차량의 차로변경

직
진

우
회
전

우
회
전

우
회
전

           

   <그림 3-31> CASE 5 모식도        <그림 3-32> CASE 5 사례

- 상황정의 : 도로상의 교차로는 회 직후 기공간 없이 바로 횡단보도가 인  설

치된 경우가 부분으로 용 우회  차로가 운 되거나 직진/우회  공용차로라도 

기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공간 없이 직진/우회

 공용차로로 운 되는 경우에는 우회  차량이 보행자 횡단으로 인해 기시 추종하

는 직진차량에게는 차로변경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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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6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로변경

직
진

우
회

전

불
법
주
정
차

       

   <그림 3-33> CASE 6 모식도      <그림 3-34> CASE 6 사례

- 상황정의 : 분명한 주정차 지 구역임에도 황색 실선․ 선의 주정차 지 노면

마킹이 마모되어 정보안내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운 자 고의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

차 차량으로 인해 주행 차량의 차로변경이 유발되는 상황이다.

(7) CASE 7 : 교통으로 인한 차로변경

직
진

버스
정차

         

  <그림 3-35> CASE 7 모식도         <그림 3-36> CASE 7 사례

- 상황정의 : 버스 용차로가 운 되지 않는 도로구간에서는 외측차로 내에서의 승

객 승하차로 인한 버스의 일시 정차 시, 직진 차량에게는 차로변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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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로별 이용편차가 심하다.

앞서의 정비운 상의 문제   ‘불필요한 도로 주행공간이 많음’에 한 재조명에

서 미리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 폭원별 차로폭 차이가 큰데 기인하여 차로별 이용편차

가 심한 상이 발생한다. , 다양한 차로변경 원인에서도 언 하 듯이 도로시설, 운

규제  행태 인 측면으로 비롯하여 직진차량의 외측차로 주행 기피 상이 심화되

며 이는 도로상의 차로 이용효율 자체를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에는 외측차로는 아  

주정차 차량만이 이용되는 곳으로 락되기도 한다. 다음 <그림 3-37>은 서울시 간선

도로상의 193개 지 을 상으로 조사한 외측차로의 이용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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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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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차로 3개차로 4개차로 5개차로 6개차로

<그림 3-37> 차로수별 외측차로 교통량 비율

 주 : 외측차로 교통량비율(%) = (외측차로 1시간 평균 교통량/내측차로 1시간 평균 교통량)*100

다차로 도로일수록 외측차로 이용 교통량이 내측차로에 비해 격히 떨어짐을 보

여 다. 차로수별로 외측차로를 제외한 내측차로 1시간 평균 교통량비율 비 외측차

로 1시간 교통량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2차로 도로의 경우 외측차로 교통량 비율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3차로 도로는 51.8%, 4차로 도로는 40.5%, 5차로 도로 

31.8%, 6차로 도로 30.6%로 차로수가 많은 간선도로일수록 외측차로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차로 도로가 실제로 차로수만큼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과 

함께 앞서 기술한 차로변경의 원인 제공 요인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38>은 차로

별로 교통량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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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차로 교통량 -가차로 교통량 (단위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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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차로수별 본선차로 교통량과 외측차로 교통량 편차

다음 <표 3-10>은 48개의 간선도로 축개선사업 내에서의 교차로 조사지  황으

로 일반 인 차로별 교통량 황을 개 으로 검토함에 주요 목 을 두어 오 ․오후 

첨두시와 같이 시간 별 특성, 요일별 특성 등을 배제하고자 하루  교통소통이 비교

 원활한 시간 를 기 으로 차로별 1시간 교통량을 측정하 다.

   <표 3-10> 차로별 1시간교통량 측정지

요일 조사지 요일 조사지 요일 조사지

월요일

강남역

수요일

상계동1

목요일

양재 화국

차병원 상계동2 매 터

논 역 방학사거리 도곡역(1)

안세병원 도 정보산업고 도곡역(2)

도산공원 정의여 입구 치역

화요일

자양사거리

목요일

창동사거리

요일

길동사거리(1)

자양2동 남 동로터리 길동사거리(2)

구의사거리2 용산구청 둔 사거리

구의동 삼각지(1) 례성사거리

구의사거리1 삼각지(2) 가락 림

곡동 용산역앞 방이역

이 입구역(1) 장충1 계역

이 입구역(2) 장충2 계시 아 트

신 역입구 코리아나호텔 하계역

신 로터리 퇴계1가 산업 입구

흥창역 북한남동 장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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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  교통류처리의 비효율성

도로이용 행태상의 다른 문제로는 앞서 차로변경의 원인으로도 언 된 바 있는 

직진/우회  공용차로 운 의 비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표 인 우회  차로 

유형별로 표지 을 선정하여 우회  차량에 한 평균 Headway(차두간격)를 측정해 

으로써 개략 인 처리효율을 검토해 보았다. 이때 조사는 학여울역의 West-bound, 

삼성역의 East-bound, 선릉공원의 East-bound, 성수 교남단의 North-bound 4개지

을 상으로 한다. 분석의 편의상 해당구간의 직진 혹은 우회 교통량, 기하구조 인 

요소들은 모두 배제하고 우회  차량의 Headway만을 분석기 으로 고려하 다. 그 결

과 도류화 시설이 설치된 우회  차로운 의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Headway가 평균 3.52  정도로 비교  짧게 나타나 교통량 처리측면에서 볼 때 좀더 

효과 인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 우회  용차로의 경우 Headway는 3.10 로 우회

/직진 공용차로의 평균 Headway 3.72 보다는 짧게 나타나 교통용량처리 효과측면

에서 비교우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 우회  처리 유형별 Headway 비교

지 학여울역 WB 삼성역 EB 성수 교남단 NB 선릉공원 EB

우회

유형

도류화- 

횡단보도有-

용(비포켓형)

도류화-

횡단보도無-공용

도류화-

횡단보도有-공용

비도류화-

횡단보도有-공용

평균 

headway
3.10 sec 4.10 sec 3.35 sec 4.03 sec

표 편차 1.65 2.14 1.90 2.03

sample수

(N)
401개 80개 173개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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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는 좌회 의 경우 간선도로에서 용 좌회  시에 의한 용 좌회  

차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회 의 경우 다양한 차로방식이 

운 되고 있지만 다양한 방식  상당수가 우회 /직진 공용차로 유형이다. 이것은 도

로주행 방법을 오히려 불명확하게 하여 우회  차량으로 인해 직진 차량이 기해야 

하는 상,  역으로 직진차량의 신호 기로 인해 우회  차량의 진행이 더뎌지는 

상 등이 유발되고 있다. 즉, 직진 차량과 우회  차량은 서로간에 통행권이 주어졌음에

도 진행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마다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교차로 용량

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원인도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간선도로를 상으로 간선과 간선이 교차하는 지  161개소, 간선과 보조간

선이 교차하는 지  375개소에 해 우회  교통류 처리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간선도로 

우회 /직진 공용차로가 체  약 73.6%로 높은 비 을 차지하여 우회  차로 정비 

요성에 한 인식이 낮은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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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우회  유형별 비율

이러한 우회 /직진 공용차로의 이용효율을 살펴보고자 서울시내 간선도로상의 교

차로내 표 인 우회  차로 유형 지  52개소에서 통과차량의 Headway를 측정해 

본 결과 일반 으로 제시되는 우회  차로의 포화교통류율 기 치에 비해  30～4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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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도류화 여부에 따른 우회  차로 포화교통류율

한, 우회 /직진 공용차로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 연석선으로부터의 횡단보도 

치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게 된다. 횡단보도의 치가 연석선으로부터 짧을 경우 차

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상 등 복잡한 교통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우회  흐름에 

제한을 주어 신호교차로 내의 지체  용량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회  차로부분

의 횡단보도 치에 따른 포화 교통류율을 검토해보면 다음 <그림 3-41>과 같이 우회

후 기공간이 미확보된 경우 즉, 횡단보도가 바로 인 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교

통류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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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기공간 확보 여부에 따른 우회  차로 포화교통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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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소요시간 과다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의 교통서비스수 을 알아보기 해 표 연계링크 구간

에서의 통행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12> 도시고속도로 연계링크의 평균통행속도              단  : km/h

오 첨두 오후 오후첨두 야간

동부간선도로 연계링크 평균통행속도 28.2 28.7 22.7 27.1

서부간선도로 연계링크 평균통행속도 24.2 22.0 19.2 26.7

강변북로 연계링크 평균통행속도1) 25.4 28.7 21.1 29.7

올림픽 로 연계링크 평균통행속도1) 28.9 31.8 27.0 30.9

4개 도시고속도로 연계링크의 

평균통행속도
26.7 27.8 22.5 28.6

체 도로의 평균통행속도 28.4 27.1 23.8 28.5

 주 : 연계링크  교량구간은 제외하 음.

10

15

20

25

30

오전첨두 오후 오후첨두 야간

시간대

평
균
통
행
속
도

연계링크 통행속도 전체통행속도

<그림 3-42> 연계링크의 평균통행속도와 체통행속도와의 비교

<표 3-12>와 <그림 3-42>는 분석한 연계링크에서의 평균통행속도를 나타낸 것으

로서, 주변 근성보다 주행성이 높은 수 으로 정비되어야 할 연계링크에서의 첨두시 

평균통행속도가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체평균통행속도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장거리 통행시 도시고속도로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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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음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에 하여 각 구간별 통행거리  소

요시간에 한 비율을 분석한 것으로서, <그림 3-44>～<그림 3-46>을 살펴보면 진

출․입을 한 연계링크의 통행거리가 도시고속도로 본선에 비해 훨씬 짧음에도 불구

하고, 거리당 통행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아사거리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석계역

국회의사당

(가)

(나)

(다)

     <그림 3-43>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 네트워크간 임의경로

18.5 %

56.3 %

20.9 % 21.0 % 20.7 %

75.6 %

26.9 %

61.7 % 60.8 % 57.1 %

5.9 %

16.8 % 17.4 % 18.2 % 22.2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구간거리 오전첨두 오후 오후첨두 야간

미아사거리-길음램프
(연계링크:진입)

길음램프-홍은램프
(내부순환로)

홍은동사거리-서대문
구청(연계링크:진출)

11.9 km 28.6 분 11.5 분 14.3 분 12.6 분

<그림 3-44> 미아사거리 → 서 문구청 통행시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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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  %46 .2  %47 .9  %49 .3  %

32 .6  %

56 .5  %

37 .5  % 37 .0  % 37 .0  % 35 .2  %

17 .0  %16 .8  %15 .1  %13 .2  %10 .9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구간거리 오전첨두 오후 오후첨두 야간

국회의사당-여의하류
IC(연계링크 : 진입)

여의하류IC-가양1단지
앞(올림픽대로)

가양1단지앞-김포공항
입구(연계링크 : 진출)

13.8 km 14.4 분 14.6 분 18.4 분 15.9 분

<그림 3-45> 국회의사당 → 김포공항 통행시간 비율

14.1 %

59.5 %
49.7 % 48.9 % 49.9 %

80.2 %

34.2 %
44.2 % 45.4 % 44.4 %

5.7 % 6.3 % 6.1 % 5.7 % 5.7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구간거리 오전첨두 오후 오후첨두 야간

양천구청-신정1교
(연계링크:진입)

신정1교-성산대교-
길음램프(서부간선,
내부순환로)

길음램프-석계역
(연계링크:진출)

26.3 km 52.0 분 42.5 분 47.6 분 43.9 분

<그림 3-46> 양천구청 → 석계역 통행시간 비율



- 71 -

제2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

3장 1 에서 제시한 서울시 도로교통 주행환경의 재조명 결과는 지 의 서울시 도

로교통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 특유의 주행환경이다. 이러한 서울시 도로주행 

환경이 갖는 문제 을 도로교통개선 사업의 개선 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함은 당연하나 

최근 서울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 고 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을 보는 시각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정립될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은 

단순히 제기된 도로 주행상의 문제 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

임을 함께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서울시 교통정책

패러다임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의

문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기본방향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기본방향

반영 개선

<그림 3-47>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방향설정

1. 서울시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환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 버스체계 종합개편을 통해 도시교통정책에서 탈 승용차

를 선언하 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앙에 버스 용차로가 순차 으로 정비되고 있

고 도심과 같이 사람이 많이 집 되는 곳에서는 자동차보다 보행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도 새로운 환의 시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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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향 후

간선도로 중심 • 간선도로 뿐 아니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중시

• 간선도로 뿐 아니라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중시

자동차 주행환경 개선
• 다양한 도로이용 계층의
수요(Needs)가 반영된

교통개선

• 다양한 도로이용 계층의
수요(Needs)가 반영된

교통개선

교통소통 증진
교통처리 능력향상

• 교통소통 증진
• 교통처리 능력향상
• 안전하고 안정된

도로교통환경
추구

• 교통소통 증진
• 교통처리 능력향상
• 안전하고 안정된

도로교통환경
추구

<그림 3-48> 서울시 도로교통개선사업 향후진로를 한 개념 변화체계

<그림 3-48>은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모색함에 있어 추구해야될 

의 변화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 이용수단(Mode)의 변화

사용자(User)의 변화

철학(Philosophy)의 변화

차량 이용자 차량이용자 +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교통처리능력향상, 소통중심

교통처리능력향상, 소통중심 + 안전, 안심중심

승용차 승용차+대중교통

개선 대상도로의 변화 간선도로 간선도로 + 보조간선, 집분산도로

<그림 3-49> 新 패러다임

결국 서울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은 도로이용수단(Mode)의 

에서는 승용차에서 교통이고, 도로 사용자의 범주도 과거 차량 이용자 심에서 

보행자, 자 거 이용자도 함께 고려하며, 주요 심 상도로도 간선도로 이외의 보조

간선, 집산도로로 넓 가고 있다. 궁극 으로 자동차의 소통 심에서 안 하고 안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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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통의 질(Quality)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교통 패러다임이 극 구사될 것으로 보인

다.

<표 3-13>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 구축 틀

상도로 개발가능사업

도

시

고

속

도

로

∙상습정체구간개선사업(용량증 사

업)

∙사고다발지 개선사업

∙ 연계도로정비사업

주

간

선

도

로

∙ 안 하고 편안한 도로주행환경 조

성사업

보

조

간

선

도

로

∙ 불합리지  개선사업

∙ 상습정체지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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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의 문제

3장에서 나타난 서울시 도로교통주행환경의 문제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안 하고 안심되는 도로주행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 차로변경 원인 제공 요소가 무 많고 운 자의 운  성향에 따른 운  행태로 

도로주행 환경이 불안 하고 편안하지 못하다.

■ 도로교통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행 를 합리 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 도로교통에서는 주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승하차를 하여 정차하기도 

하고 택시는 승객 기를 하거나 손님을 태우고 내리기도 한다. 아울러 도로상에

서는 화물차의 조업과 일반 승용차의 주정차도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도

로교통 상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합리 으로 수용할 정비공간을 서울시 도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도로 이용 방법에 해서 도로 이용자인 운 자나 보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도로주행에 있어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내, 규제정보가 불충분하여 편안한 주

행이 어렵고 잘못되거나 불완 한 정보로 인해 당황하기도 하여 사고에 노출되

는 경우가 많다. 도로상 주정차에 있어서도 불법 여부가 불확실하여 도로 이용 

 리가 명확하지 못하다. 

■ 도로기능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정비지침 부재로 도로주행에 부작용을 래한다.

- 폭원 심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일률 인 정비방법을 용하다 보니 정비효과  

편차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시부 도로를 구간별

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능에 부합되는 주행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

히 함으로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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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의 기본방향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의 기본방향은 앞서 언 하 듯이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정책 패러다임과 서울시 도로주행환경이 갖는 문제를 함께 수용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소통 원활을 추구하면서 이를 해 상습정체지  개선사업을 수행해온 지

의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시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시  사명이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에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 상황 개선에 따른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도로교통 개선사업 아이템이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의 검토에 입각하여  시 에서 서울시가 추구해야될 도로교통 개선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기본방향 1기본방향 1 안전하고 안심되는 도로주행 환경의 조성안전하고 안심되는 도로주행 환경의 조성

기본방향 2기본방향 2 모든 도로 이용자를 배려한 합리적 도로공간의 정비모든 도로 이용자를 배려한 합리적 도로공간의 정비

기본방향 3기본방향 3 명확한 도로 이용 및 자동차 관리 방법의 적용명확한 도로 이용 및 자동차 관리 방법의 적용

기본방향 4기본방향 4 도로 구간별 교통기능에 충실한 도로교통의 관리도로 구간별 교통기능에 충실한 도로교통의 관리

<그림 3-50> 도로교통 개선의 기본방향



제 1   사업유형 Ⅰ(안정되고 편안한 교통류 조성을 

         한 유틸리티 존(Utility Zone) 설정사업)

제 2   사업유형 Ⅱ(명확한 도로이용을  한 교통규제  

         안내표지 확충사업)

제 3   사업유형 Ⅲ(도시고속도로 이용증진을 한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第 Ⅳ 章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개발



- 79 -

제Ⅳ장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개발

3장에서 제시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첫째로 안심되고, 안 하고, 편안한 도로교통 주행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둘째로 도로 이용자에게 명확한 도로 사용 방법을 알리고 수하게 하자는 것과,

셋째로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성과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하여 연계도로 교통체계

를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행 안 전 성
& 안 정 성

명 확 성 기 능 성

<그림 4-1>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기본방향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구 하기 한 사업의 유형은 행 『상

습 교통정체지  개선사업』과 같이 Action Program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 이

다.

본 장에서는 기본방향 구 을 한 Action Program으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 3

가지를 개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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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업유형 Ⅰ : 안정되고 편안한 교통류 조성을 한 유틸

리티 존(Utility Zone) 설정사업

유틸리티 존(Utility Zone) 설정 사업은 사업 상도로를 간선도로로 하고 간선도로 

에서도 편도 4차로 이상이면서 앙 버스 용차로가 운 되고 있지 않은 구간을 

상으로 한다. 상구간 선정배경은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일 경우 차로수가 

과다하고 차로 효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반 인 교통 공학  견해에 있으며 

앙 버스 용차로 실시구간의 경우는 편도 4차로 이상이라고 해도 일반 차로수가 

어지기 때문에 상에서 제외하 다. 

주간선도로

4차로 이상의 주간선도로

<그림 4-2> 유틸리티 존 1차 상도로 구간

 

<그림 4-2>는 서울시에서 유틸리티 존 설정이 가능한 상도로 구간을 나타낸 것

이다. 총 421.2km의 간선도로  4차로 이상인 186.1km로 체 간선도로의 약 44%에 

해당된다. 이  재 운 인 앙버스 용차로 구간(7개도로, 85.2km)과 복되는 

구간을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유틸리티 존 설정이 가능한 상도로 구간이 선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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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틸리티 존 설정 사업은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의 최우측 차로를 자동차 주행을 

한 차로로 운 하지 않고 우회  차량의 진출입 부가차로와 택시 기  승하차 공

간, 지선․마을버스 정류장 공간, 조업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유틸리티 존을 설치할 수 있는 상 구간이라고 해도 모든 구간에 유틸리티 존

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선정기 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틸리

티 존 선정 기 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회  차량이 많고 우회  차량으로 인해 교차로 유출부에서 교통소통에 장애를 유발하

는 곳

▸ 우회  유입차량으로 인해 직진차량 주행에 장애를 주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 연도별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

유틸리티 존이 서울시 도로구간에 제안될 수 있는 배경은 우선 신호운 과 차로설

계와의 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주간선도로 교차로 부분은 4 시 체계로 

운 된다. 반면에 외국의 경우 4 시보다는 3 시, 2 시가 많고 Extended Left-Turn 

Bay를 활용한 비보호 좌회  방식을 극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 직진 녹색신

호(Green-time)가 부여되면 직진 차량과 우회  차량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 4 시로 운 되기 때문에 좌회  교통류로 인해 직진차로의 통행권 부여 

비율이 낮고 좌회  신호 부여시에 동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매

주기 발생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교통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잠재력이 매우 높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로에서 우회  유출차로가 확보된 비율은 불과 

26.0%로 매우 낮고, 부분이 우회 /직진 공용차로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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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평면교차 세부설계기법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그림 4-3>에서 보듯이 교차로 평면설계 지침에는 우회  용차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장에 반 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 이다.

<그림 4-4> 평면교차 설계 표 안

 자료 : 「Traffic Engineering Handbook」, ITE, 1999.

미국 ITE(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의 시가지 도로 차선 설계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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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우회  용차로가 표 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 일반 으로 시가지 도로에서 차로수는 편도 3차로로도 충분하고 부분 외국 

도시에서 상징 인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 구간 차로수를 최  편도 3차로로 

운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즉, 교차로 유출 구간의 차로수 특히 좌․우회  차로

를 추가 확보하여 교차로 유출 용량은 극 화시키고 링크 구간은 편도 3차로로 운 하

는 형식이다.

                 `̀

  <그림 4-5> 좌회  차로운 (과거)     <그림 4-6> 좌회  차로운 ( 재)

서울의 경우도 과거 <그림 4-5>와 같은 차로 운 에서 <그림 4-6>과 같이 좌회

 용차로를 확보하는 차로운  계획을 하고 있으나, 우회  용차로 확보에 있어

서는 매우 소극 이다. 외국의 경우는 우회  용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지는 않

으나 그 이유가 앞서 언 하 듯이 우회  차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기 때문이다. 그

러나 서울의 경우 우회  용차로 확보는 신호 시와 우회  교통량, 직진 교통량에 

따라 필요하다.

우회  진출입 차로는 기존 최우측 차로에 유틸리티 존을 설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유틸리티 존은 우회  진출입 차로 확보 이외에 구간 교통 행태 특성에 따라 다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은 택시의 기  승하차를 한 택시 정류장 기능을 

할 수 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택시의 승하차 특히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승하차는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래하고 교차로 정체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틸리티 존

을 이용해서 택시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택시 승하차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다른 개선의 여지는 택시의 기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 공차율

이 높아지고 연료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택시가 빈차로 주행하면서 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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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경우보다 도로상에서 기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그림 4-7>에서 알 수 있듯이 

택시 하루 운행 12시간을 기 으로 했을 때 많은 시간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택시가 승객을 기하는 장소 역시 지하철 주변 등 주요 교차로 유출부가 부

분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주정차는 외국 도시의 경우 강력한 주차규제가 시행되고 있

으나 서울의 경우는 교차로 유출부 주정차는 일반화된 상이다. 

10.3

30.6 31.8

12.6

7.3 7.3

0.0

10.0

20.0

30.0

40.0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상

평균 대기시간(12시간 기준)

<그림 4-7> 택시(모범, 개인, 법인) 평균 기시간(12시간기 )

 자료 : 「서울시 택시운 방식 개선방안에 한 연구 : 기식 운행방식 활성화 방안을 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표 4-1>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주차의 지)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주차의 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는 경찰 공무원

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험 방지를 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5.31, 

'91.12.14 '97.8.30]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는 건 목. 다만, 차도와 보도

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 지 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 지 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

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 자동차의 운행시간 에 한한다.

(5) 건 목의 가장자리 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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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음 <표 4-1>과 같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제시되어 재 운 인 ‘정차  

주차 지’ 규정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유틸리티 존이 수용할 다른 기능은 조업을 한 단기 주정차 수요의 수용이다. 

서울의 경우 연도별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도로에서의 노상 주정차가 일반화되

어 있다. 특히 배달 등 조업을 한 주정차는 이면도로가 정비되어 있지않고 주변에 

노외 주차장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정보가 없어 결국 노상 주정차를 하게된다. 

노상 주정차 차량의 목 지까지 거리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업문제는 노상 주

정차를 주차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48%

37%

12%
3%

5m 이하 6-10m 11-50m 51-100m

조업거리 제 화물차수 비율(%)

5m 이하 1906 47.8 

6-10m 1471 36.9 

11-50m 483 12.1 

51-100m 130 3.3 

총표본수 3990 100

<그림 4-8> 조업거리 분포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서울시, 2004.

이를 한 해결방안으로 화물조업 주차 구획선을 일부 운  이나 유료화에 한 

거부감 등으로 2  주차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유틸리티 존이 10분 이내의 단기 

조업 주정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물류기능도 지원하면서 교통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이 된다. 이외에도 유틸리티 존은 지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장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 

유틸리티 존에서 수용할 기능들은 지 도 우측차로를 나름 로 사용하고 있다. 이

들 기능과 주행차로 기능을 함께 하려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자연히 우측차로를 일반차

로 보다 넓게 운 하게 되었다.

최근 수행된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2002년 완료)에서는 폭원 우측차로 축소 

사업을 사업으로 수행하 지만 실 으로 이들 주정차 기능이 주행기능과 혼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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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여 히 심각하다. 단순히 교통처리 용량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제 안심되고, 안정된 교통류 조성의 에서 보아야할 시 에 와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면서 간선 교통류를 안 하고 안정되게 조성하는 정비방법이 

간선도로 최우측 차로를 유틸리티 존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그림 4-9>는 유틸리티 

존의 기능과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유틸리티 존(Utility-Zone)

교차로부 단일로부 교차로부

도로의 교차로부와 단일로부  단일로부의 일정구

간을 확보하여 설치되며, 시간 ․요일․연도토지

이용에 따라 조업주차, 택시정차  기, 버스정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용도 활용공간

Utility Zone
A

A

A

A

현

재

개

선

후

직진 주행차량

우회전 주행차량

Utility Zone Boundary

<그림 4-9> 유틸리티 존의 기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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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업유형 Ⅱ : 명확한 도로이용을 한 교통규제  안내

표지 확충사업

교통규제  안내표지의 극  도입사업은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 기본방향  명

확한 도로이용을 구 하기 한 사업이다.

서울에서 운 하기가 힘들고 불안한 원인  하나는 도로 이용에 한 정보가 

으로 부족한 것과 운 자에 따라 편차가 큰 운 행태에 있다. 자주 다녀본 사람이 

아니면 도로 주행과 주정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주행  차로가 좌회  차로로 

바 다던지 언제부터 차로변경을 해야하는지, 주정차는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되고 언

제까지인지 도로이용에 한 정보가 설치된 교통규제, 안내표지 수에 비해 제 로 도

로 이용자에게 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야간 는 우천시 서울에서 교통안내 표지 등에 의존하여 주행함에 있어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의 도로가 어수선하고 무질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로주행, 

사용과 련된 교통규제/안내가 불분명하고 매우 소극 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 사업유형 는 도로주행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한 방법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한다.

1. 극 인 도로 평면설계 기법의 구사

도로주행 환경을 명확하고 쉽게하기 해서는 도로안내표지와 교통규제 등을 증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 한 것은 노면표시를 이용한 극 인 평면설계 기

법의 도입이다. 노면표시는 재 경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안  시설편람’에 의

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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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절 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사업의 계획 및 설계

관련 부서 협의관련 부서 협의

교통안전시설(신호기/교통표지/노면표시)

설치

교통안전시설(신호기/교통표지/노면표시)

설치

교통안전시설(신호기/교통표지/노면표시)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신호기/교통표지/노면표시)

유지관리

관 련 부 서

개별 사업주체

경찰청 규제

개별 사업주체

도로관리청 (서울시)

<그림 4-10> 교통안  시설의 설치와 유지 리 차  업무체계

좌회  능률차로등 과거보다 노면표시 설계, 시공방법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 주 하에 시행되다 보니 이 역시 자동차 주행과 소통에 치 되어 다양한 도로 이

용자의 욕구를 반 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도로주행을 명확히 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노면표시 기법이 구사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그림 4-11>은 극 인 도류화(Channelization)의 이다. 일반 으로 도류화 기

법은 교차로에서 용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이 도로 여유공간이 많고 진행 방향별로 

도로 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극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일본

여유공간이 많은 도로구간 진행 방향별 도류화 도입 사례

<그림 4-11> 극 인 도류화(Channelization)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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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국 런던에서 시행되고 있는 Red-Route이다. 이용정보를 알리는 

안내 표지 과 도로 양끝단에 빨간색 실선과 선 등을 이용하여 시간 와 차종별로 

주정차 행 를 엄격하게 리하고 있다.

▶ 영국 London의 경우 전체도로의 약 5%정도인 TLRN(580km)에 실시

▶ 불법주ㆍ정차시 60파운드 벌금과 견인조치

▶ 현재 영국 런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속도와 정시성 20% 향상됨

<그림 4-12> 국 런던의 Red-Route 운

<그림 4-13>은 호주, 일본 등 외국 많은 도시에서 구사되고 있는 교차로 유출부에

서의 주정차 지를 한 노면표시의 이다. 우리나라도 황색실선과 주정차 지 표

지 을 사용하여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주정차 지를 하고 있으나 운 자에게 명확한 

달이 안되고 있어 교차로 유출부에서의 주정차 행 가 근 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

라서 포장재질, 노면표시 방법에서 보다 강한 이미지의 교통 규제 내용 달이 요구된

다. 아울러 보조 표지를 극 활용하여 노면표시와 교통규제 표시의 의미를 부연 설명

하여 으로써 시민에게 교통규제에 한 교육을 시키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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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150m

일반 인 주정차 지 

노면표시

교차로 유출부 150m 내외 

구간에 Red Pavement 용

가로변내 주정차 지 

노면표시

<그림 4-13> 외국 도시 주정차 지 노면표시 용사례

, 앙분리 방법에 따라 도로 주행환경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도시부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은 두 의 황색 실선과 그사이

에 표지병을 설치한 방법이다.

<그림 4-14> 일반  앙분리 유형

앙분리  설치 방법 역시 도로기능과 교통안 , 주행환경 등을 포 으로 고려

하여 다양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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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능률차로 운 형태

최근들어 서울의 경우도 능률차로 설치 등으로 <그림 4-15>와 같은 앙분리 공

간이 많이 창출되고 있으므로 노면표시, 다양한 도로 표지병, 간단한 분리시설 등을 통

한 앙분리 기법도 극 구사될 필요가 있다.

(일본) 가드 일형
(일본) 안 지  활용의 소규모 

식재형
(싱가폴) 식재형

<그림 4-16> 다양한 앙분리  용사례

2. 다양한 교통규제, 안내표지의 구사

일반 으로  도로 교통규제,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유형, 크기, 색

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교통의 특성과 행태가 도시와 지방이 다르고 교통규제와 교

통안내의 내용과 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규제 표지와 교통안내 표지를 가지고 국의 모든 도로를 응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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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제, 안내의 내용이 운 자에게 하게 달이 안되고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서울과 같이 과 한 도시에서 부 한 자동차의 이용과 리는 바로 부작

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도로 구간별로 교통 이용방법을 하고 명확하게 운

자나 보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통규제, 안

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서울의 교통규제, 안내는 양 으로도  부족한 수 이

며 설치방법과 내용면에서도 단순 획일화 되어있다. 

<그림 4-17>은 외국 도시에서 구사되고 있는 도로교통규제, 안내표지를 소개한 것

으로 도로교통규제, 안내표지의 크기도 다양한데 도로기능  폭원과 주변환경에 부응

되도록 모양과 크기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3 -

조

업

련

호  주   국   국 

주

정

차

련

호  주   국  랑 스 

독  일 독  일 미  국 미  국 

통

행

련

일  본 호  주 호  주 호  주 

<그림 4-17> 외국의 도로교통규제  안내표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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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업유형 Ⅲ : 도시고속도로 이용증진을 한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1)

도시에서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처리 기능은 매우 높다. 일반 으로 체 도로연장

의 10～15%에 불과한 도시고속도로가 체 교통 발생량의 50～60%를 처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의 효율  운 이야말로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교통 리상 가장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장에서 조명하 듯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인터체

인지를 일반간선도로와 연계하는 도로구간에서 많은 문제 을 갖고 있다. 도시고속도

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빠른 경우 지 보다 많은 장거리 통행이 일반 간선도로보다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일반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과속, 난

폭운 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을 한 사업 상도로 체계는 <그

림 4-18>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 진출 입 시설 개선

연계교차로 개선

연계링크 개선

인터체인지(IC)

진출입램프(Up-Down Ramp)

.

<그림 4-18>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상도로체계

 <그림 4-19>와 <표 4-2>는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교통체계 개선 상이 되는 서

울시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체계 황을 나타낸 것이다.

1) 도시고속도로 기능향상을 한 연계도로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을 자가 2000년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바 있어 이에 일부 내용을 인용․발췌하 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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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고속도로 진출입시설

연계교차로

연계링크(Access Link)

<그림 4-19> 의의 연계도로체계 황

<표 4-2> 의의 연계도로체계 시설별 황 

         연계시설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 연계링크 연계교차로

동부간선도로 8 16 16

서부간선도로 7 14 14

강변북로 15 15 14

올림픽 로 20 26 25

내부순환로 8 9 9

경부고속도로 5 10 10

수서～장지간 고속도로 4 8 8

합계 671 98 96

  

 주 : 서울시 99개 진출․입 시설들  기능  설계수 이 낮은 32개 지 을 제외한 나머지 67개 

진출․입 시설에 해 악하 음.

그리고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체계의 문제 유형을 시설별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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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

가. 연결성의 문제

◦ 하부도로 ⇄ 도시고속도로간 연결이 안되어 방향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서,

 - 도시고속도로와 하부도로간 원활한 Networking이 불가능

 - 연결이 가능한 진출․입 시설로 교통량이 집 됨에 따라 상습 정체구간 발생

 - 우회거리 증가  복잡한 우회경로로 인해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하

나. 기형 인 진출입 시설의 문제

◦ 진출․입 시설(특히, IC)을 구성하는 연결로(ramp)는 형태  기능에 따라 정 

설계속도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 이거나 기형

인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로서,

 -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교통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매우 떨어져 일반도로 

연계링크  연계교차로까지 기차량 증가로 정체발생

 -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가지지 못해 도시고속도로 본선으로의 원활한 근 불

가  본선교통과의 사고 험 내재

다. 엇갈림( 빙)의 문제

◦ 짧은 엇갈림 구간에서 방향별 서로 다른 이동류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 갑작스런 차로변경으로 인한 이동류간 상충발생으로 사고 험 내재

라. 용량(차로수)균형의 문제

◦ 본선 진입부에서의 용량(차로수)불균형 문제

 - 본선 진입부에서 차로수 균형을 맞추어주지 못하는 경우로서 도시고속도로 본

선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본선상에 정체발생

 - 본선상의 정체로 인해, 일반도로 연계링크까지 기차량으로 인한 정체발생(2차 



- 97 -

장애)

◦ 램 상에서의 합류로 인한 용량(차로수)불균형 문제

 - 서로 다른 이동류를 처리하는 램 가 하나의 램 로 합류하는 경우로서,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 램 상에 용량부족 발생

 - 램 는 처리용량이 본선 1개 차로보다 훨씬 낮으므로, 램 상의 정체는 연계링

크까지 빠르게 이됨.

마. 진출입 시설간 간격의 문제

◦ 짧은 구간에 진출․입 시설들이 집되어 있는 경우로서,

 - 각 진출․입 시설로의 진출․입으로 인한 본선상의 잦은 빙발생 

    → 사고 험 증가

 - 본선상의 용량(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 정체발생

 - 해당 진출․입 시설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

으로 이용되거나, 하나의 진출․입 시설로 이용되더라도 그 연결방법(경로)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음.

▶ 연계링크

가. 연계링크 구간거리의 문제

◦ 연계링크 길이가 매우 짧거나, 혹은 매우 긴 경우로서,

 - 해당길이가 짧게되면 진행방향이 서로 다른 이동류간에 진출․입 시설을 이용

하기 한 빙발생

 - 해당길이가 길게되면 연계링크에 많은 수의 교차로가 치하게 되며, 각 교차로

에 정체가 발생할 경우, 빈번한 교차로 정체로 인해 연계링크상의 이동성이 

하됨.

나. 연계링크 도로기능의 문제

◦ 도로의 속  연계는 도로의 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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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근도로의 기능차이가 큰 경우로서,

 - 낮은 기능의 도로는 물리  수 이나 처리용량이 떨어짐으로 연계링크의 이동

성에 장애를 주게 됨.

 - 연계링크와 진출․입 시설의 기능이 조화가 되지 않아 체 연계도로체계의 기

능을 100% 발휘하기 힘듬.

다. 진출입 시설과 인 한 교차로간 거리의 문제

◦ 연계링크에 치하는 여러 교차로들 가운데, 진출․입 시설과 매우 인 해 있는 

경우로서,

 - 해당 연계링크에서 합류되는 교통류 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이동류

와 연계링크의 이동류간에 짧은 구간에서의 빙 발생

 - 진행방향이 서로 다른 이동류의 합류로 인해 용량(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정체

발생

라. 연계링크상의 교차로간 평균거리의 문제

◦ 연계링크의 교차로간 평균 간격이 매우 좁을 경우로서,

 - 연계링크에서 빈번한 진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동류들이 혼재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해됨.

 - 빈번한 신호 기로 인한 연계링크의 이동성 하

▶ 연계교차로

가. 교차로 형태의 문제

◦ 연계교차로가 평면교차로인 경우로서,

 - 평면교차로는 입체교차로보다 회   직진 이동류의 처리용량이 떨어짐.

 - 회 차량 기공간이 상 으로 짧아 회  이동류의 기차량으로 인한 직진

교통의 이동성 해

 - 연계교차로가 평면교차로인 경우, 도류화나 가각정리 등 원활한 교차로 용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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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한 정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차로 처리용량이 떨어짐.

나. 교차로 운 의 문제

◦ 연계교차로에서  방향 회 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 교차로의 각 방향별 이동류 에서 특히, 좌회  근 이동류는 신호 시가 없

는 경우에는 주변 교차로에서 U-turn  P-turn 등으로 근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신속한 진출․입 시설 이용이 어려워짐.

이상의 문제 유형을 개선하기 한 정비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도시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평행하게 가는 경우에는 측도정비  진․출

입램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 측도는 연속류인 도시고속도로와 단속류의 하부도로와의 상충을 완화시키는 가

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측도를 연속류 수 으로 정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일

반도로간 교통류를 원활하게 집․분산시킬 수 있도록 함.

◦ 둘째, 인터체인지(IC)나 진출․입 램 (Up-Down Ramp) 등 도시고속도로 진

출․입 시설 자체의 모순된 설계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 을 도모한다.

 - 부 한 진출․입 시설의 치로 인해 진출․입시 교통사고 험이 크고, 정체

를 유발시키는 시설은 과감히 폐쇄 는 정수 으로 정비함.

◦ 셋째, 서울시의 진출․입 시설과 연계교차로간 거리인 연계링크는 평균 1.5km에 

달해, 이 구간에서의 이동성확보가 도시고속도로 기능성 회복에 요한 요소가 

되므로, 연계링크는 근성보다 이동성 향상을 한 정비기법이 필요하다.

 - 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하는 용량 해요인들을 

극 으로 정비함.

◦ 넷째, 연계교차로는 일반도로망 체계에서 도시고속도로 교통을 진출․입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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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교차로이다. 따라서, 이들 교차로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한 수 높은 

교차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

 - 일반간선도로간 연계는 하부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모든 교차로는 

방향 회 이 가능하도록 함.

 - 연계교차로에서 교차하는 도로기능간 차이로 인한 교차로 용량 해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비기법이 필요함.

◦ 다섯째,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근체계의 이동경로를 가  통합시킴으로

써 연계도로체계의 구조를 단순․명확하게 하여 본선구간에서의 사고  정체

요인을 감소시키고 도시고속도로 안내체계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 여섯째, 부 한 진출․입 시설의 치로 인해 진출․입시 교통사고 험이 크

고 정체를 유발시키는 시설을 과감히 폐쇄 는 정비한다.

◦ 일곱째, 기존 IC 설계시 연계도로체계를 반 하지 못한 진출․입 시설로 인해 

원활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이 장애를 받는 경우, 해당 IC의 시설개량으로 소

통과 안 을 도모한다.

◦ 여덟째, 주요 교통거 (부․도심)  교통시설(공항, 터미 )에서 발생되는 장거

리 이동교통류에 해서는 도시고속도로와 직 으로 연결시켜 으로써 주변

의 일반교통류와의 혼재  상충을 미리 차단시킬 수 있다.

 <그림 4-18>에서 제시한 3가지의 도로시설 유형별로 도시고속도로 기능성과 

이용율 향상을 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은 인터체인지와 진출․입 램 로 구성된다. 도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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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도로체계에 인터체인지와 진출․입 램 를 이상 으로 설계하여 건설하는 데에

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건설후 교통처리와 안  측면에서 보완  행 가 종종 

필요하게 된다. 인터체인지와 진출․입 램 를 상으로 하는 교통개선사업은 본선과 

주변도로 교통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표 4-3>, <표 4-4>는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진출․입 시설 개선방안을 요

약한 것이다.

  <표 4-3> 진출․입시설(IC)에 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 정비기법

시설물 

치

연결성 향상
 가. 직결연결로 개설

 나. 간 연결방안 (신호  P/U-turn 우회처리)

엇갈림 구간 

개선

 가. 엇갈림 구간 연장 는 확장

 나. 이동류별 분리(주변 진출․입 시설 체이용)

 다. 특정 이동류 지

용량균형
 가. 2차로 이상 연결로의 분․합류시 가감속차선 마련

 나. 특정 이동류 지

기하

구조

진출․입

시설 폐쇄 

 개설

 - 부 하거나 기형 인 진출․입 시설에 해서 폐쇄하거나, 

요한 지 인 경우 새롭게 개설함.

교통

제어

진출․입 

시설간 연동

 - 진출․입 시설간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동일한 근경로에 

한 통합운행을 하거나,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새로운 진출․입 

시설을 개설함.

  <표 4-4> 진출․입램 (Up-Down Ramp)에 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 정비기법

시설물 치 램 개선
 가. 램 이 /신설/폐쇄

 나. 램 의 진출입 지 (차로) 개선

기하구조

부가차선 마련
 가. 진입시 본선구간 부가차선 마련

 나. 진출시 하부도로 부가차선 마련

진출․입 시설 폐쇄 

 개설
 - 상동

교통제어 진출․입 시설간 연동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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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링크

연계링크는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과 직 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한 개선방안은 앞에서 제시된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시설과 맞물려서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진출․입 시설의 기능을 최 한 발휘하기 해서는 연계링크

에 한 도로기능을 높여야 하고, 시설과 인 한 교차로간 정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물리 으로 제한된 연계링크에 해서는 이동성을 최 로 높이기 한 정

비기법들이 필요하다.

다음 <표 4-5>는 연계링크에 한 개선방안  각각의 세부정비기법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 4-5> 진출․입램 (Up-Down Ramp)에 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 정비기법

시설물 

치

연계링크 

도로기능

조정

 - 연계링크의 도로기능이 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진출입․ 

시설의 폐쇄 는 개설에 따라 합한 도로기능 조정(집

분산도로 / 간선도로)

연계링크

정거리

확보

 - 정 연계링크 거리 확보(500m)

   (2차 연계링크/노드 이용)

기하구조

&

교통제어

연계링크  

이동성 향상

 가. 동일 평면상에서 이동교통과 근교통의 분리

 나. 입체교차화, 연속입체화 (기존 입체시설 연장)

 다. 완 입체 (기능이 매우 약한 도로가 진출․입 시설과 근

해 있는 경우에 해서는 완 분리)

 라. 교차로 회 용차로 확보

 마. 용량균형 (차로폭 확장 는 부가차로 확보)

 바. 진출․입 시설 근차로(좌․우회 ) 분리

 사. 신호등폐쇄

    (교차로 좌회  지-> 속도로화) 는,

    (연계교차로에서 U-turn 유도)

 아. 입체(지하/고가)횡단보도

 자. 노상주차 지 (주변 이면도로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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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차로

연계교차로는 일반간선도로 네트워크에서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량

들을 신속하게 진입시키거나, 그 반 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일반간선도로 네트워크로 

진출시킬 수 있는 집분산 기능이 가장 요하다. 이를 해서는 타 교차로보다 교차로 

처리용량이 높아야 하며, 일반간선도로 네트워크간 방향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한 자세한 개선방안  세부정비기법들은 <표 4-6>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표 4-6> 연계교차로에 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 정비기법

기하구조

& 

교통제어

교차로 

용량 개선

 가. 입체(고가  지하)교차화

 나. 회 용차로 확보

 다. 가각정리 (도류화)

 라. 2차 Node와 연계한 신호운

교통제어
교차로 

연결성 향상

 가. 시개선 : 방향 회 확보

 나. 특정이동류 우회처리 방안

이상에서 개발  제시된 연계도로체계를 구성하는 각 시설물에 한 개선방안 외

에도 연계도로체계를 하나의 시설물로 봤을 때,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할 개선방안들로

는 먼 , 연계도로체계의 근경로가 단순․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진출․입 치 

 안내체계에 한 일 성  규칙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고속도

로와 평행하는 일반간선도로에 한 측도정비를 통하여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표 4-7>은 연계도로체계의 개선방안들을 개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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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연계도로체계에 한 개선방안

개선방안 세부 정비기법

시설물 치

&

기하구조

&

교통제어

연계도로체계의 

단순화  규칙성 

부여

 가. 복수의 근경로를 가  한 곳으로 통합

  - 기능이 약하고 불필요한 진출․입 시설 폐쇄

  - 동일지 에서 분산된 진출․입 시설 통합

 나. 안내체계 개선(일 성  통일성 부여)

측도정비를 통한 

기능분담  

연계기능 향상

 가. 연속교통류 구간으로의 정비

  - 무신호화

  - 노변상충(Side Conflict) 요소 제거

  - 용량균형

 나. 진출․입 램  확보

 다. 램 미터링 실시  VMS 설치운

제시한 도시고속도로의 연계도로 교통체계 개선방안들에 입각하여 동작 교 남단 

IC와 청담 교 남단 IC 두 지 을 상으로 연계도로체계 사례개선을 수행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작 교 남단 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 동작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방안에 한 정비개요는 <표 4-8>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그림  4-20>과 <그림  4-21>은 개선 ․후에 한 비교

도면으로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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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8> 동작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정비개요

구분 내용

문제

  ∙ 장래 한남 교 남단IC  이수교차로(입체시설) 개통에 따른 올림픽 로 

     (노량 교구간) 본선  연계도로체계의 용량부족

  ∙ 올림픽 로↔일반도로간 이동류별 혼재  심각한 엇갈림으로 인한 

     상습정체 

  ∙ 연계링크의 용량불균형

개선

방안

 가. 고가차도( 충로) / 평면(올림픽 로) 교통류 분리

   ∙ 공사 인 이수교차로 고가차도를 충로와 연결

   ∙ 기존 평면을 올림픽 로와 연결

      (고가차도 → 충로 근차량 이용 

       평    면 → 올림픽 로 근차량 이용)

   ∙ 평면부 차로수 불균형 구간(이수교차로～동작역 교차로 구간) 

      차로 확장 (기존 버스 용차로 폐쇄를 통해 차로수 확보)

 나. 충로 앞 교차로 입체(지하)화

   ∙ 이수교차로의 용량부담을 완화하고 우회처리 교통량을 충로 앞 

      교차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해당사례지역에 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곧 개통 정인 이수교차로 입체시설에 

따른 과다한 올림픽 로 진입교통량으로 인한 본선용량부족과 이로 인한 올림픽

로와 주변간선도로의 2차 정체를 완화시키기 하여 고가교통과 평면교통을 

분리시킴으로써 올림픽 로 진입교통량을 평면신호에 의한 램 미터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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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동작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이수교차로
입체시설 설치

올림픽대로

현충로

사평로

동
작
대
로

신반포로

동
작
대
교

지하차도

기존 및 기계획
 

<그림 4-21> 동작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후 

고가차도 : 현충로 직결
평      면 : 올림픽대로 연결

=> 교통류 동선 분리

올림픽대로

현충로

사평로

동
작
대
로

신반포로

동
작
대
교

동-서 방향 
지하차도입체화

평면부
(올림픽대로 연결부)

→ 차로확장

기존 및 기계획

정비방안

■ 청담 교 남단 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 청담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방안에 한 정비개요는 <표 4-9>와 

같으며, 이에 한 개선 ․후의 비교도면은 <그림 4-22>  <그림 4-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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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9> 청담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정비개요

구분 내용

문제

  ∙ 연속된 진출․입 시설 간 간격 매우 소

  ∙ 교통처리기능이 열악한 연계링크

  ∙ 여러 방향 이동류의 혼재  극심한 빙으로 인한 정체

개선

방안

 가. 은교 앞 교차로 2 시화

    (수서-장지고속도로 Down ramp 이동류/삼성동 이동류 분리)

   ∙ 은교(한국토지공사 앞) 교차로 신호 2 시화

   ∙ 은교 앞 좌회  이동류 → 잠실운동장 후문 교차로로 유도

   ∙ 잠실운동장 후문 교차로 신호 시 조정

   ∙ 탄천길 → 올림픽 로(공항방향) 진입로 폐쇄

 나. 일방통행로를 이용한 U턴 동선의 분리

   ∙ 수서-장지고속도로 Down 이동류의 U 턴  삼성동 이동류의 

       U 턴을 분리

   ∙ 삼성동 이동류의 U 턴을 해 Barrier를 이용한 용 U턴시설 설치

 다. 인 한 진출입 시설 재조정 (청담 교 남단 / 청담 IC / 잠실선착장)

   ∙ 청담IC : 올림픽 로→잠실운동장 후문 진출로 폐쇄

   ∙ 신천 교 앞 : 잠실운동장 정문 → 올림픽 로(공항방향) 진입로 폐쇄 후, 

기존 진입로는 한강공원 진입 용으로 이용

   ∙ 신천 교 앞 : 가감속 차로 확보

   ∙ 신천 교 앞 진입로 폐쇄에 따른 우회경로 교차로 신호조정  

      가각정리

- 개선도면의 핵심은 재 청담 교 남단IC 주변을 심으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연계도로체계내의 여러 방향별 이동류를 최 한 분리시키는 것으로서, 즉 

수서～장지간 고속도로에서 강남지역 는 올림픽 로로 진입하는 교통과 강남

에서 올림픽 로로 진입하는 교통을 분리시키고, 청담 교 남단IC를 심으로 

좌우에 근 해 있는 진출․입 시설을 효율 으로 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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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올림픽로

백
제
고
분
로

영
동
대
로

봉은사로
잠실 

종합운동장

수서-장지
고속도로
수서-장지
고속도로

<그림 4-22> 청담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올림픽로

백
제
고
분
로

영
동
대
로

잠실 
종합운동장

수서-장지
고속도로
수서-장지
고속도로

한강시민
공원

감가속
차로
확보

교통류
동선분리

진출입연결로 
폐쇄

Barrier
→ U 턴상충

제거

<그림 4-23> 청담 교 남단IC 주변 연계도로체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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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체계

4장에서 제시한 서울시의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은 사업 상 지역이나 구

간이 특정화 되어있기 보다는 서울시 도로교통 반에 걸쳐 일반차원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기의 개선효과가 나

타날때까지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해 서울시는 지 의 교통개선 사업추

진체계를 보완한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구축된 수행체계에 의거 성과주

의 제도에 입각한 실질 인 Action Program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장

에서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체계의 에서 필요하다고 단되는 요소에 

하여 구축 방안을 정책건의 수 에서 개략 으로 제안한다.

제1  수행조직  업무체계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주 담당부서는 교통국 산하의 교통운  담당 에서 수

행하고 있다.

교통국

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팀교통운영팀 도시고속도로팀도시고속도로팀 교통시설팀교통시설팀 간선도로팀간선도로팀 교통상황점검팀교통상황점검팀

-교통운영종합계획수립
-도시고속도로 교통관
리 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교통시설 업무총괄
-도로표지/도로시설물
관리

-간선도로사업 설계 및
공사

- 모니터링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및 법제화

-교통불합리지점 개선
-신신호

<그림 5-1> 서울시 교통운 담당  조직도2)

교통운 담당 은 서울시 도로교통 운  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통규제

2) 2004년 9월 재 서울시 조직은 버스체계 개편을 해 교통운 담당  직제를 버스체계개편 

추진조직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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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통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 리과와 긴 한 업무 조체계

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과거 경찰 주도형이었던 도로교통 개선업무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자체장의 높은 교통문제 심에 따라 재 서울시와 서울

지방 경찰청이 분담․ 조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담, 조형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체계도 한계성은 있는 것으로 극 이고 능동 인 업무수행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도입 정인 자치경찰제도는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것으로 기 된다. 지 까지 수차례 건의되어 왔던 

TMC(Traffic Management Center) 개념이 구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TMC는 교통 리 운  성격을 지니면서 실시간 교통 리의 느낌을 갖게 한다. 

교통 리를 보다 의 으로 생각해볼 때 서울시 교통류에 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서울시 교통류 리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하고, 운  요소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요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에서 서울시 도로교통을 운 , 리, 개선하는 

조직은 보다 의 인 조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운 , 리, 개선이 업무 분야별로 서

로 연계 네트워킹 되어야 한다. 

국 런던시 TfL(Transport for London)의 DTM(Director of Traffic Management)  

조직은 서울시가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체계를 모색함에 있어 좋은 벤치마킹 

상이 될 수 있다. <그림 5-2>는 국 런던시 DTM의 구성과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Director, Traffic Management
(DTM)

Programme Office
(계획부)

Executive Office
(실행부)

교통운영

교통정보운영및모니터링

가로망(Network) 관리

- LTCC 운영/ 개발

-유고검지및제어, 관리

-교통신호운영

-다음시스템의운영

1. 교통정보시스템

2. 통신시스템

3. CCTV

-통합운영을위한투자

-교통단속

- data/정보의통합, 분석, 

제공

-모니터링체계및

운영성과에대한통계적

보고체계 구축

-중개투자자그룹과공공: 

정보, 통신

-DTM의사업계획

-가로망정보체계및운영

시스템개발

-도로및도로상의공사관리

(허가권발부)

-계획안에대한심사및승인

-도로공사사업수행조직

-공사: 감리/규제/단속/판결

-투자자연결

-DTM 기구창설
-운영절차변경에대한사업운영팀지원
-사업/계획/예산운영및법적지원

<그림 5-2> DTM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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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의 특징은 역할과 기능에서 알 수 있듯이 런던의 교통류 리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종합 리 운 하는데 있다. DTM에서는 런던의 교통류 리의 기본방향을 명

확히 설정해놓고 런던의 도로교통과 련된 조직과 시스템을 극 으로 리하고 있

다. DTM은 아직은 기 네트워크 구축 단계이나 장래의 발  비 을 통하여 재 서

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TMC(Traffic Management Center)를 한 차원 뛰어넘는 

Multi-mode를 심으로 하는 종합 교통류 리체계로 구축될 망이다. 

TLRN(Transport for London 
Road Network)에 관련된

추진 사업

TTS : 2003 8월

CCS : 2003 9월

BPT : 2003 8월

Themes : 2003 9월

London Buses
2003 9월

DLR : 2004년

LUL : 2004년

Plan 제출
(사업수행회사)

Plan 제출
(사업수행회사)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인허가 발부규제 / 조정

관리 / 감시

Clearview : TfL / 런던자치구
(런던의 도로상황에 대한 시각정보 제공)

인허가
(TfL / 런던자치구)

인허가
(TfL / 런던자치구)

DTM
시각정보제공 / 설계감리 /  인· 허가권 발부

<그림 5-3> TfL의 향후 통합 교통류 리체계의 비젼

서울과 같이 도로 기반 시설의 정비가 아직 완 하지 못하고 도로 이용형태가 다

양한 실정에서는 당분간 서울시 교통류 리에 한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책임 기

의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개해야될 도로교통 개선사업 추진을 효율 으로 하기 

해서 수행조직의 재정비도 역시 필요하다.

<그림 5-4>는 자치 경찰제도 시행을 제로 하는 새로운 서울시 도로교통 운 개

선사업 추진 조직체계 정비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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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류 관 리 반교 통 류 관 리 반교 통 정 보 센 터교 통 정 보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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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개 선 사 업 반교 통 개 선 사 업 반

교통관리운영담당관
(DTM : Director of Traffic Management)

교통관리운영담당관
(DTM : Director of Traffic Management)

교
통
정
보
/
B
M
S

교
통
정
보
/
B
M
S

혼
잡
지
구
교
통
관
리

혼
잡
지
구
교
통
관
리

Action

P
R
O
G
R
A
M

I

Action

P
R
O
G
R
A
M

II

Action

P
R
O
G
R
A
M

III

……

<그림 5-4> 서울시 도로교통 운 개선사업 추진 조직체계(안)

즉, 교통운 , 도로교통 리, 도로교통개선 분야로 구성되면서 교통 리운 담당

이 조정․감독하는 조직 형태를 나타낸다.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담해서 수행할 교통 개선반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축 된 교통정보 D/B와 

교통류 리반에서의 교통류 리 계획과 상호 연계 하에 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

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조직 체계에 부응하는 업무내용을 정립하고 업

무수행 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부서간에 업무가 쉽게 이해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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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지원의 D/B 구축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2장에서 제시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되어 왔다. 그동안 많은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사업 주무부서와 용역 수행사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는 빛 바랜 보고서 몇 권뿐이다. 재 진행되고 있는 상습교통 정체지  개선사업 역

시 사업을 체계 으로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속도자료 등에 의존하면서 

계  회의에서 결정, 진행하고 있다. 많은 산이 개선안 도출과 설계에 사용되었음에

도 조사,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서울시 도로교통 련자료가 축 되어 있지 않고 매번 

새롭게 산이 책정되는 것은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향후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가 있다. 지 과 같이 부분의 개선안 도출과 설계를 외부 용역발주에 의존하는 형태

에서 탈피하여 앞으로의 도로교통 개선사업은 서울시가 주도 으로 개선지  선정과 

우선순  선정, 개선안 도출  향후 모니터링 과정까지를 직  수행하면서 설계와 시

공 등 제한된 부분만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이어 자체 도로교통 

개선사업에 한 Know-How도 축 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 

개선사업 D/B 구축은 개선사업의 상당부분을 자체 으로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

으로 지원할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재 서울시 도로교통 련의 운용 Data 리 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서울시내 LINK/NODE 체계와의 상이

링크정보 노드정보

중용정보 회전정보

국가교통 DB 운영
(관할기관 : 건설교통부)

-관련부서별 해당 Data 별도관리
-통합된 도로교통관련 Data 관리부재

교통계획과교통계획과

교통정보반교통정보반
대중교통과대중교통과

운수물류과운수물류과

주차계획과주차계획과

교통운영담당관교통운영담당관도로계획과도로계획과

버스체계개선반버스체계개선반

서울시 교통관련 DB 운영

BMS Data/속
도 Data 위주
의 통합시스템

구축 중

<그림 5-5> 서울시 도로교통 련의 운용 Data 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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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립되고 운 인 ‘국가교통 DBꡑ는 국을 범 로 주

로 링크, 노드, 용, 회 정보 정도를 교통주제도에서 포함하고 있으나 8단계의 Node 

분할 기 (교차 기 , 속성변화  기 , 도로 시설물 기 , U턴분할 기  등)에 의해 

정립된 Node, Link 체계가 교차로 주의 서울시내 Link, Node 체계와는 상이하게 운

용되고 있어 연계 활용에 어려운 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도로계획과, 교통운

담당 , 운수물류과등 도로교통과 련이 있는 부서별로 연간 조사되거나 수집, 개선

된 각종 Data들이 통합 시스템화되어 유지, 리되고 있지는 않다. 서울시 교통국 산

하의 교통정보반에서 재 통합시스템을 구축 에 있기는 하나 통합 상으로 고려되는 

속성이 주로 정기속도자료, BMS 자료 등을 주로 지극히 일부분에 그친다.

이에 앞장에서 제시한 다양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Data 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을 해 D/B를 구축하는 주요 목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서울시 도로교통 D/B System 구축은 새로운 개선사업  지속 인 모니터링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창출하여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으로 서울시 도로교통

을 운 하거나 유지 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 을 두고,

◦ 추진사업별, 사업 담당부서별로 조사  수집되는 각종 Data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있고 정기  시계열 교통자료 형태로 유지․ 리하고자 한다.

◦ 기존의 일률 ․일 으로 진행되는 개선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탄력 으로 개될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시에도 유용한 기  Data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고도화된 도로교통 Data 리를 통해 도로교통 련분야의 연구자, 정책

가, 실무자 모두에게 통일성 있고 복합 인 Data를 제공하여 실무, 연구분야에 

두루 범용토록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좀더 객 인 근거로써 활용되어 효율 인 사업 산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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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한다.

Data Bank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ataBase System 구축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ataBase System 구축

기초 Data 교통시설 Data 교통운영 Data 교통환경 Data

발전목표 기본방향

분기별 Update(변동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

• 교통정책 및 관리의 체계적 지원
실현을 위한 선진형 도로교통 DB
구축

•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Data 관리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선사업수행 Data

<그림 5-6>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B 시스템 구성도

D/B 시스템 구축 단계를 개략 으로 살펴보면 우선 구축 차는 여기 기 산재되

어 있고 체계간에도 조 씩 차이가 있는 도로교통 련 Data들을 통합하여 D/B화 할 

수 있는 속성자료 형태로 셋 하는 설계단계와 각 속성자료들간의 계 혹은 포함 계

를 고려하여 셋 된 D/B와 이를 화면상에 보여주기가 가능하도록 Visual 

Program(ArcView GIS)을 목시키는 구축단계, D/B 리자들의 지속 인 모니터링, 

업데이트 작업을 통해 주요 D/B 활용자들(실무자, 연구진, 정책가, 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운용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도로교통 개선 D/B에 제안되는 Data 항목은 크게 기  Data, 교통시설 Data, 교통

운  Data, 교통환경 Data, 개선사업수행 Data 5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최소 4가지 

모듈(Module)이 연계되어 활용범 나 활용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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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DataBase System

Local DataBase

Visualization 모듈Visualization 모듈 Data Analysis 모듈Data Analysis 모듈 Graphing 모듈Graphing 모듈

Data Acquisition 모듈Data Acquisition 모듈

<그림 5-7>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B 시스템 구성모듈

각 속성자료들은 노드를 기 단 로 하며 주된 비쥬얼 단 는 두 개의 노드로 형

성되는 링크를 기 로 한다. 

■ 기 속성 Data

도로명

도로등급

종점(노드번호)

시점(노드번호)

링크번호

링크 ID

링크(LINK)

노드등급

노드명

노드번호

노드 ID

노드(NODE)

기초 Data

도로명

도로등급

종점(노드번호)

시점(노드번호)

링크번호

링크 ID

링크(LINK)

노드등급

노드명

노드번호

노드 ID

노드(NODE)

기초 Data

2보조간선+보조간선

1주간선+보조간선

0주간선+주간선

노드등급

구분기호구분

2보조간선+보조간선

1주간선+보조간선

0주간선+주간선

노드등급

구분기호구분

2보조간선도로

1주간선도로

0도시고속도로

도로등급

구분기호구분

2보조간선도로

1주간선도로

0도시고속도로

도로등급

구분기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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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Data

중분대설치 유형

최근개선일자

갓길버스정류장

갓길폭원

교통량

평균통행속도

연장

차로수

폭원

최근개선일자

진출입시설유형

횡단보도 위치

도류화 여부

접근로수

교통시설 Data

개수

유형

링크(LINK)

노드(NODE)

중분대설치 유형

최근개선일자

갓길버스정류장

갓길폭원

교통량

평균통행속도

연장

차로수

폭원

최근개선일자

진출입시설유형

횡단보도 위치

도류화 여부

접근로수

교통시설 Data

개수

유형

링크(LINK)

노드(NODE)

3평면신호에 의한 완전연결

4주변신호에 의한 완전연결

5불완전연결

2진출입 램프

1전방향 완전연결

진출입

시설유형

구분기호구분

3평면신호에 의한 완전연결

4주변신호에 의한 완전연결

5불완전연결

2진출입 램프

1전방향 완전연결

진출입

시설유형

구분기호구분

2Bus-Stop 형

1Bus-Bay 형갓길버스

정류장

유형

구분기호구분

2Bus-Stop 형

1Bus-Bay 형갓길버스

정류장

유형

구분기호구분

2비도류화

1도류화도류화

여부

구분기호구분

2비도류화

1도류화도류화

여부

구분기호구분

■ 교통운  Data

일방통행운영도로

차로별 Headway

능률차로

화물차통행제한도로

자전거도로

가변차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체계

회전유형

교통운영 Data

링크(LINK)

노드(NODE)

비보호유무

현시수

직진

우회전

유턴

좌회전

일방통행운영도로

차로별 Headway

능률차로

화물차통행제한도로

자전거도로

가변차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체계

회전유형

교통운영 Data

링크(LINK)

노드(NODE)

비보호유무

현시수

직진

우회전

유턴

좌회전

1 ~ 28유턴

1 ~ 24우회전

1 ~ 23좌회전

회전유형

구분기호구분

1 ~ 28유턴

1 ~ 24우회전

1 ~ 23좌회전

회전유형

구분기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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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환경 Data

화물차(조업)

버스(승객승하차)

평균대기횟수

링크(LINK)

발생유형

발생위치

교통사고
노드(NODE)

발생건수

발생유형

택시대기

발생건수

발생위치

건수

차종

제원

유무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연도토지이용현황

이면도로

교통환경 Data

화물차(조업)

버스(승객승하차)

평균대기횟수

링크(LINK)

발생유형

발생위치

교통사고
노드(NODE)

발생건수

발생유형

택시대기

발생건수

발생위치

건수

차종

제원

유무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연도토지이용현황

이면도로

교통환경 Data

발생유형

12자전거사고

11이륜차사고

10차내사고

9추락

8전복

7고정물체

차량단독

6차로변경 접촉

5접촉

4측면직각

3나란히 접촉

2추돌

1정면충돌

차대차

0차대사람

구분기호구분

발생유형

12자전거사고

11이륜차사고

10차내사고

9추락

8전복

7고정물체

차량단독

6차로변경 접촉

5접촉

4측면직각

3나란히 접촉

2추돌

1정면충돌

차대차

0차대사람

구분기호구분

■ 개선사업수행 Data

교통체계 개선사업

링크(LINK)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노드(NODE)

개선사업수행 Data

교통체계 개선사업

링크(LINK)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노드(NODE)

개선사업수행 Data

2대중교통

1교통소통

개선사업
유형 3보행교통

4교통안전

구분기호구분

2대중교통

1교통소통

개선사업
유형 3보행교통

4교통안전

구분기호구분

이상의 주요 속성정보들을 <그림 5-8>과 같이 일정 테이블 형태로 통합 코딩하여 

요 속성기 별로 분할 는 통합 추출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지며 실제 도면과 연계되

어 화면표  역시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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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B 화면 구상도

도로교통 개선 D/B는 우선 개선사업 수행시 기 단계에 활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코자 하는 개선사업의 개선내용이 확립된 이후 가 치 부여로 우선순 가 결

정된 선정기  항목에 의해 1차 후보지를 선정할 때 활용될 수 있다. 1차 으로 선정

된 후보지에 해서는 장실사를 수반하여 2차 후보지를 도출하게 되며 련기 의 

담당자나 문가 의를 거쳐 최종 사업 상지를 결정한다. 즉, 개선사업 수행 반에 

있어 의사결정에 요한 기 자료로써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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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ystem

현장 실사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유형정립

개선사업 수행의 배경, 필요성, 목적 수립

개선사업 수행 기준 수립

1차 후보지 선정1차 후보지 선정

2차 후보지 선정2차 후보지 선정

3차 후보지 선정(최종)3차 후보지 선정(최종)

사업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

개선공사 시행

모니터링 수행

사업 소요 예산산출

개선사업 적용 대상지 선정

<그림 5-9>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D/B 활용방안

그리고, D/B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Data들은 단일제시․복합제시․가공제시․분석

제시가 두루 가능하며 각각에 한 도면화 기능도 부여되어 서울시 도로교통 수 을 

평가하거나 단편 인 구간정보 검색 시에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다음은 개선사업 유형 Ⅰ인 유틸리티 존(Utility Zone) 설정사업에 D/B를 용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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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   우선순  결정

서울시
간선도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불법주정차
다발지역

다차로
구간

비도류화
우/직 공용
차로구간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광폭원의
외측차로
운영구간

다현시
신호체계
운영구간

<그림 5-10> 유틸리티 존 설정사업 수행 선정기

▸ 기 에 따른 1차 후보지 산출

도로등급

갓길폭원

불법주정차단속건수

기초 Data 교통환경 Data

교통량

차로수

폭원

도류화여부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체계

회전유형

교통시설 Data 교통운영 Data

1차 후보지 선정

<그림 5-11> D/B 활용의 사업 후보지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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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을 한 련제도  지침정비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에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은 매우 한 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체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 이

를 용함에 있어 활용되는 지침 성격의 실무 편람이 아직은 내용이나 구체성 측면에

서 선진 외국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도로교통 개

선사업이 단순하고 일률 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단 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실행계획(Action Program)으로 지속 으로 추진된 외

국의 경우 도로교통 개선사업 수행 지침을 한 각종 제도와 지침이 개발 용되어 왔

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에도 개선사업별로 자체 지침을 개발 용하고는 있으나 일

된 지침으로 운 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2001), 서울시 교통관리실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사업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2000), 건설교통부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2000), 경찰청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그림 5-12> 주요 개선사업 운 시 활용 설계지침

도로설계  운 에 있어 설계기  는 지침은 교통개선의 원칙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시함으로써 설계자에게 교통개선 책시에 필요한 설계방침을 제시하여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의 도로설계 운 지침은 다음 <그림 

5-13>과 같은 체계도를 갖지만 규칙 해설의 법  구속력이 불분명하며 각 기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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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내용의 계가 혼재된 채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규 칙

설계기준

해설 및 지침

편 람

지 침

<그림 5-13>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의 체계도

그리고 그 종류에 있어서도 <표 5-1>과 같이 다양하기는 하나 도시부 도로의 교

차로 개선 등에 사용되는 지침은 지극히 제한 이고 개 으로 제시된 도로 구조령,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 교통안 시설 실무편람 정도가 부이다. 즉, 지침 

는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역시 도로 시설물의 각 요소별 기 을 주로 제시하

고 있는 수 이며 그나마도 주로 최소기 을 제시하며 단순한 계산 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실무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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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국내 도로설계 련 기 황

기  서 명
제․개정

연도
리주체 발행기

기  
․도로설계기  2001. 6

한국도로

교통 회

도로국

기술안 국

지  

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

설  지침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 

  - 시선유도시설 편

  - 방호울타리 편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편

  - 앙분리   충격흡수시설 편

  - 교량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편

  - 장애인 안 시설편

  - 낙석방지시설  도로반사경 편

  - 차량방호 안 시설 편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도로표지 련규정집(규칙  지침)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설계 기

2000. 3 

2002개정

1996

1997

1998

1999

2000

2000

2001

1991  

2000. 10

1988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부

편

람

․도로설계편람 

․도로용량편람

․교통안 시설 실무편람

1999,

2000

2001

2000. 3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요

령
․환경 친화  도로 건설 요령 1998 건설교통부

표

도

․도로부 시설 표 도 1998
한국도로

교통 회
건설교통부

반면, 일본에서는 <그림 5-14>에서처럼 평면교차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 다양한 

원칙과 응용  사례 등을 제시하고, 실제 교차로 개선에 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

차로의 설계 뿐 아니라, 이에 한 신호  도로운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효율

이고 종합 인 교차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도시부 도로에 부합되는 다양한 횡단 구성 기 안의 필요성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되는 기 인 ‘도로의 구조․시

설 기 에 한 규칙’은 과거 수 차례를 거쳐 최근 2000년 3월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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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일본 평면교차로 계획  설계지침( )

서울시 도로의 계획  설계 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지침은 건

설교통부가 건설을 주 하는 고속도로와 지방부 도로에 을 두고 있어, 도시부 지

역 도로의 횡단 구성시에는 <그림 5-15>와 같이 식수 의 유무에 한 구분 외에는 

일률 인 도로폭원 기 만을 용하고 있다. 

측대 측대 차로 차로 길어깨 식수대 측도 보도

도시지역

본선

중앙분리대 차도

차로차로

길어깨

측대

CL
지방지역

차도

- 식수 가 있는 경우 -

측대 측대 차로 차로
자전거
도로

도시지역

중앙분리대 차도

측구 보도

노상시설

분리대

길어깨 차도

지방지역

CL

측대 차로 차로

- 식수 가 없는 경우 -

<그림 5-15> 건설교통부 제시의 횡단구성 기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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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ꡐ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ꡑ이 도시부 지역에 한 지침

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문가들이 거듭 지 해 왔으나, 서울시도로에 한 계획  설

계 지침은 여 히 부재 상태이다. 그 결과, 서울시 부분 도로의 폭원 구성 특히 횡단

구조는 지역특성과 연도특성을 극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지 부터라도 도로 횡단구조의 다양성은 폭원에 여유공간이 비

교  많은 서울시 간선도로의 특성과 많은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을 고려할 때 창출

가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공공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는 5개의 범주그룹(A-E)으로 분류되며, 이

때 용되는 규정은 ‘도로시설규정(RAS)’  ‘도로망의 기능  분류 기 ’이다. 한 도

로는 도로의 목 에 따라 연결기능 단계 Ⅰ-Ⅵ로 구분되며, 다시 각 연결기능 단계를 

도로의 기능이나 치 등의 5개 분류그룹으로 세분화한다. 여기서 도로시설규정  횡

단면 련규정은 RAS-Q를 따르게 되는데, 아래 <표 5-2>에서 범주그룹 A와 범주 

B-Ⅰ  B-Ⅱ가 이에 해당되며, 도로의 신설  개축에 용된다. 

  <표 5-2>  도로의 분류  RAS-Q의 용범

              범주그룹

 

연결기능 단계

지방부 도시부

근통제 근자유

연결 개발 거주

A B C D E

역도로 연결 Ⅰ AⅠ BⅠ CⅠ

지역도로 연결 Ⅱ AⅡ BⅡ CⅡ DⅡ

구역도로 연결 Ⅲ AⅢ BⅢ CⅢ DⅢ EⅢ

토지개발도로 연결 Ⅳ AⅣ BⅣ CⅣ DⅣ EⅣ

종속도로 연결 Ⅴ AⅤ BⅤ CⅤ DⅤ EⅤ

도로 연결 Ⅵ AⅥ BⅥ CⅥ DⅥ EⅥ

자료 : 「독일 도로시설규정 RAS-Q」

주 : 음 부분은 RAS-Q에 해당하는 범 임.

한, RAS-Q 규정의 용원칙에 모든 치수  규정들이 유연하게 용될 수 있다

고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확실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

라 크게 편차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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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 RAS-Q의 구성요소의 비

표

횡단면
차선수

비(m)

차로 측
앙

분리

포장

갓길
둑턱

측면

분리

RQ 35.5 6 3.75/3.50 0.75 3.50 2.50 1.50 3.00

RQ 33 6 3.50 0.50 3.00 2.00 1.50 3.00

RQ 29.5 4 3.75 0.75 3.50 2.50 1.50 3.00

RQ 26 4 3.50 0.50 3.00 2.00 1.50 3.00

RQ 20 4 3.25 0.50 2.00 - 1.50 1.75

RQ 15.5 2+1 3.75/3.25/3.50 0.25 - -
2.50/

1.50
1.75

RQ 10.5 2 3.50 0.25 - - 1.50 1.75

RQ 9.5 2 3.00 0.25 - - 1.50 1.75

RQ 7.5 2 2.75 - - 1.00 1.25

이상의 우리나라와 외국의 도시부 도로  교통사업 수행을 한 설계지침 비교에

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침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내부 으로만 운용하더라도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 지원을 

한 다양성이 수용된 설계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 1   결론

제 2   정책건의

第 Ⅵ 章  결론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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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결론  정책건의

제1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행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으로는 도로교통 개선사업으로써의 큰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 따라서 상습교통정체지  개선사업 수행체계  수행지침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시 에 한 도로교통 개선사업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은 교통소통 측면에 치우쳤던 개선방안을 

교통류의 질(Quality)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환하여 선진 도시 수 의 도로교

통 주행환경 조정에 을 두었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을 개발․제시하

다.

▶ 제시된 사업을 심으로 서울시 도로교통 개선사업이 지 보다 체계 이고 

극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운 과 교통시설정비를 일 하여 추진할 수 있

는 서울시 수행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 다.

제2  정책건의

▶ 서울시 교통류를 항시 안정된 수 으로 리하기 해 도로 교통류와 련된 

업무를 총  감독하는 책임자(DTM : Director of Traffic Management)를 서울

시 직제에 둘 것을 건의한다.

▶ 제안된 3개 유형사업에 해 연차별 수행계획을 Action Program으로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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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서울시 교통국 성과 리업무에 포함시켜 지속 으로 목표 리하면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 사업유형  유형Ⅱ인 교통이용 방법의 명확화를 해 서울시 교통규제, 안내 

노면표시에 해 일제 정비 확충할 것을 건의한다.

▶ 도시고속도로 연계도로의 기능성을 증진시키기 해 동구간의 사업을 건설안

리 본부와 서울시 시설 리공단과 같은 곳에 담시켜 문  사업수행체계

를 구축할 것을 건의한다.

▶ 도로교통 개선사업의 일 되고 효과  개선을 해 서울시 도로교통 련 지

을 내부 지침 성격으로 수립․운 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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