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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상부 고가도로를 활용한 CTO 운 효과 분석

김도훈*․한다정**
***

Effects of Center Turn Overpass (CTO) in the Gyeongin Expressway 

using the upper overpass

Do Hoon Kim*․Da jeong Han**

요약：이 연구는 신개념 비정형 교차로인 CTO를 소개하고, CTO 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CTO 

사례분석 상지 은 경인고속도로 내부에 설치된 3개 고가도로로 선정하 으며, 도로부문 재원투자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건설 추진 방식을 제안하 다. 1단계 건설은 고가도로에 교차로를 설치해 

고속도로 본선에 연결하는 구조이다. 2단계 건설은 완벽한 CTO 건설로 고가도로에는 회 교통류만 진입

하도록 하 고 하부는 직진교통류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개별 지 과 모든 지 에 CTO를 용하

할 경우 평균 V/C를 비교해본 결과, 석남제1CTO는 0.77에서 0.71로 감소하 고 석남제2CTO도 0.75에서 

0.68로 어들었다. 그러나 방축CTO는 V/C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 다. 한 이 연구에서는 CTO 

교차로 운  시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상황을 별도 분석하 다. 방축CTO와 석남제2CTO 1단계 건설 추진 

시 주변도로는 황 비 통행시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남제1CTO에서는 통행시

간이 6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다. 

주제어：비정형교차로, CTO, 경인고속도로, 교통혼잡, 단계건설

ABSTRACT：This study introduces CTO, which is an Unconventional Arterial Intersection, and then 

analyzes the applicability of CTO. Three upper overpasses were selected as the CTO analysis points 

on the Gyeongin Expressway from Incheon IC to West-Incheon IC. This study proposed a stage 

construction for investment efficiency. One-stage construction connects an intersection to the Gyeongin 

Expressway only by the upper overpass. Two-stage construction is to design a perfect CTO type. 

The comparison showed that for the average V/C of the CTO applied to the individual points and 

all the points, the 1st Seoknam CTO decreased from 0.77 to 0.71, and the 2nd Seoknam CTO 

decreased from 0.75 to 0.68. However, for the Bangchuk CTO, the change of V/C was insignificant.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traffic situation of nearby roads when operating the CTO. The 

Bangchuk CTO and the 2nd Seoknam CTO reduced travel time compared to the current traffic 

situation in the one-stage construction. However, the travel time increased 64% in the 1st Seoknam 

CTO.

Key Words：Unconventional Arterial Intersection, Center Turn Overpass, Gyeongin Expressway, 

Traffic Congestion, Stag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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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국민소득 수 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유

수가 증가하고, 여가·친교활동 등의 목 으로 

도시 내 통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교통시설 스톡 수

은 통행 수요 증가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교

통 혼잡, 교통사고, 기오염 등과 같은 다양한 사

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비용

을 이기 해 그동안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도로의 신설  확장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 심의 이동성 향상 측면만을 고려한 경직

된 사업방식으로 도시 내부의 교통 혼잡 문제 해

결에는 한계를 보 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교통국은 도심

부 도로와 교외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을 완화시키기 하여 비용 산 투입 방식과 

고비용 산 투입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신호연동화, 

용 회 차로 설치 등과 같은 비용 산 투입 방

식은 제한된 도로용량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

지는 못하 다. 그리고 도로 확장, 우회도로·고가

도로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 고비용 산 투입 

방식은 도로용량을 크게 증가시키기 한 극

인 략이지만 과도한 공사비용과 환경 피해를 유

발할 수 있으며, 주변 상가 등으로의 근성이 

하되는 문제 이 발생하 다. 그 밖에 지능형 교

통시스템 도입, 교통 수요 유도 정책, 수요  

억제 정책 등의 다양한 방안도 도로용량을 과하

는 도심부와 교외 간선도로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필 외, 2009). 

일반 으로 도시 내부의 교통 혼잡 원인은 도

로 기하구조 문제, 교통 유발 시설 집 지역, 통

과 교통량 집  구간, 도시부 특성상 짧은 신호교

차로 간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

히, 도심부의 교통 혼잡은 도로 구간에서의 문제

가 아닌, 결 인 교차로 운  방식에 따라 미치

는 향이 매우 달라진다. 즉, 교차로는 두 개 

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근도로가 만나서 형성

되는 결 이다. 이러한 기하구조 특성으로 인해 

개별 근 도로의 교통량은 교차로에 집 된다. 

무엇보다도 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더욱 가 시키

는 것은 교통신호로 인한 제어 지체다. 최근에는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지체를 축소·제거하기 

하여 비보호 겸용 좌회 , 회 교차로 등을 추

진하고 있으나 교통량 수 이 도로용량에 가까워

진 교차로에서는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 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도심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해서는 도로 구간의 개선보다는 교차로 개선이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교통선진국에서는 비용, 고효율, 도시미

 향상, 도시 랜드마크 등의 에서 비정형 교

차로 운  방식을 극 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개념의 비정형 교차

로인 CTO(Center Turn Overpass)를 소개하고, 

사례분석으로 CTO의 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Ⅱ. CTO(Center Turn Overpass) 소개

1. 비정형 교차로(Unconventional Arterial 

Intersection Design)의 특성

최근 도심부에서는 규모 산업단지, 신도시 건

설, 건물의 고층화 등 교통 유발 시설물이 확 되

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앙정부와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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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 유발 시설물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혼

잡을 최소화하기 해 사업 시행  교통 향평가

를 실시하는 등 사업 상지 주변 도로교통 개선 

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속도로 바 는 장래 

교통 여건을 완벽하게 상하고 비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해 도

심부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부에 

비해 토지 비상비가 매우 많이 들어 지방자치단체

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보면 해당 도로사업

을 단기간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해외에서

는 신규 도로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하고 용지 

보상비가 많이 드는 도시부 특성을 감안하여 비정

형 교차로 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정형 교차

로(Unconventional Arterial Intersection)는 체

교차로, 비 통 인 교차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김 미, 2014). 비정형 교차로는 교통류 흐름, 

진행 방법, 교차 방식 등에서 기존의 통 인 교

차로 설계와 기본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같지만 기하구조와 교통운 방식을 과감히 바꾸

어 이 에 비해 확연히 개선된, 즉 최 화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 인 교차로 

설계 기법이라는 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정형 교차로의 교통 운  략과 최 설계의 주

된 목 은 특정 교통류를 우회·분리해 신호 시

수를 여 교차로의 용량을 증 하는 것이다. 

한 교차로 내 상충 을 분리·축소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 에 방하는 것이다. 비정형 

교차로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 

교차 방식 신호제어 유무 유형

평면교차

신호제어

· Jughandle

· Median U-turn

· Continuous Flow

· Quadrant Roadway

· Superstreet

· Continuous Green T

· Single Loop Interchange

· Double Wide 등

비신호제어

· Bowtie

· Unsignalized Median U-turn

· Unsignalized Superstreet

· Unsignalized Continuous Green T

· Roundabout 등

입체교차

신호제어

· Center Turn Overpass

· Echelon

· Single Point Urban Interchange

· Diverging Diamond Interchange 등

비신호제어

· Single Roundabout Interchange

· Double Roundabout Interchange

· Windmil Interchange

· 로터리형 입체교차로

· 좌우분기우합류형 입체교차로 등

주: 비정형 교차로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교통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개념의 비정형 교차로 형식을

    고안하고 있는 추세임.

<표 1> 비정형 교차로 설계(Unconventional Arterial Intersection Design)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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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신호제어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인 비정형 교차로는 건설부지가 많이 소

요되며, 교통 소통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입체

화 구조로 시공되므로 건설비용이 비싸다는 단

이 있으나 도시부에서 기존 구조물을 활용할 경우

에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를 기 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원회와 행정안 부에서 주 하여 비정형 

교차로 유형  하나인 회 교차로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  국 약 443개소1)

가 운 되고 있다. 그러나 회 교차로는 시간 별 

교통량이 비교  일정한 지방부 지역과 교통량이 

상 으로 은 교차로에 합한 비정형 교차로 

형식이므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부에 설치한다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 될 수 있다. 재까지 회

교차로 이외에 우리나라 도심부에서는 비정형 

교차로가 용되었거나 운 되고 있는 사례는 찾

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CTO(Center Turn Overpass) 운  원리

CTO(Center Turn Overpass) 교차로는 비정형 

교차로 설계 기법  하나로, 신호제어와 입체구

조 형식으로 운 된다. 비정형 교차로의 설계 원

칙은 직진교통류의 지체 완화, 신호 시수 최소

화, 상충 의 분리로 안 성을 높이는 것을 주안

으로 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CTO의 하부 교

차로에서는 직진교통류만 이동할 수 있고 상부교

차로에서는 직진이 허용되지 않고 좌회 만 허용

되는 교차로 형태이므로 상부와 하부교차로의 용

량을 늘릴 수 있고 신호 시수 축소로 통행시간

이 감된다. 이때 상부교차로 근부는 양방 통

행으로 운 되는 연결로이므로 기존의 일방 통행 

방식의 고속도로 연결로와는 차이 이 있다. 한 

CTO 교차로는 상부와 하부 교차로 모두 2 시로 

운 되므로 회  교통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극심

한 도심부 교차로에 설치 시 교통 소통 측면의 개

선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미

국에서 CTO 교차로가 실제로 시공된 사례는 없

으나 메릴랜드,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극 검토하고 있다. 

<그림 1> Center Turn Overpass 개념도

참고 : https://www.gitbook.com/book/attap/muid

Ⅲ. 사례 연구

1. 사례 연구 방법

1) 연구 범  설정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범 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 부터 

서인천IC까지의 본선 구간과 연결로로 한다. 그리

고 CTO 설계는 인천 역시의 산 감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 내 고가도로가 설치된 모든 

지 을 상으로 검토하되, CTO 교차로 용 가

능성 유무는 별도로 사  조사를 수행한다. 최종

으로 선정된 지 은 CTO 교차로 운 효과분석

1) 국민안 처, 2016. 2, ｢회 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안 에 큰 효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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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장래 교통 수요를 추정한다. 이때 CTO 교

차로 운 효과를 분석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을 상으로 통행배

정모형의 정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인천 역

시 도로 부문 산 감 측면에서 단계 건설 추진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계 건설 추진 시 

CTO 교차로 운 효과를 개별 지 마다 분석한다. 

이 연구의 수행 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수행 차

2) CTO 단계 건설 추진 방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

로 구간에 평면교차로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그

러나 일반 인 평면교차로 용 시 재 수 의 

본선 교통량과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근도

로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이 만나는 지 이 형성되

므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상된다. 이러한 이유

로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의 소통 향상, 평면교

차로 도입 시 시수 최소화 등을 극 검토하여 

국지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의 교차로 형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도시 내 교차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

기 해서 다양한 비정형 교차로 유형 에서 

CTO 교차로 운  방식을 용하고자 한다. 이때 

인천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CTO를 단계 

건설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단계 건설은 기 투

자비를 약하기 한 목 으로 계획 목표 연도의 

교통 수요에 비하여 계획도로 체를 완공하지 않

고 단계 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2). 단계 건설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교통 운 , 교통 처리 방안, 

장래 시공 가능성, 도로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

는 향이 종합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CTO 

용 상 지 의 단계 건설 추진 방법은 1단계 

CTO 건설과 2단계 CTO 건설로 구분될 수 있다. 

1단계 CTO 건설은 기 1년 이내에 공될 수 있

도록 기존의 고가도로만을 활용하여 경인고속도

로 본선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한 방법이

다. 1단계 CTO 건설에서는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

간의 평면교차로 시공은 제외된다. 그리고 2단계 

CTO 건설은 2~5년 후 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의 남북 간 단 을 해소하기 해 

CTO 지 의 하부 도로인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

간에 평면교차로로 설치하여 완벽한 CTO 교차로

를 구 하는 것이다. 2단계 CTO 건설에서 경인고

2) 국토해양부, 2012,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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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본선 구간의 기하구조를 평면교차로 형식

으로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근로 

주변의 용지를 확보하여 집 되는 교통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차로를 증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 건설 추진 시 1단계 CTO 

건설은 기존 고가도로를 교차로로 변경하고, 경인

고속도로 본선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해 본선 구간

의 소통 증 가 주된 목 이다. 이와는 반 로 2단

계 CTO 건설은 고가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을 모두 교차로로 개량하고, 기존 교차로의 

용량을 증 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 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2단계 CTO 교차로 운  방식은 하부 교차로에

서 직진할 수 있으므로 상부에서는 직진교통류는 

허용하지 않고 회 교통류 용차로만으로 운

되지만 1단계 CTO는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으

로 직진·우회  교통류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상

부 고가도로 교차 지 에서 직·좌·우회 이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에서 상부 교차로 진출입 차로 수는 편도 1차로로 

운 하고 일반 도로에서 고가도로 상부 교차로 

근부 차로 수는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운 되어야 

한다. 한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에는 고가도로

와의 속부를 설치하기 해 본선 구간의 차로 

수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여 운 되므로 나

머지 1개 차로에 성토 는 기둥과 같은 지지 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3) CTO 용 가능 지  선정

이 연구에서 제안한 CTO 교차로 운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 상부

에 고가도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1단계 CTO 

건설 시 하부 도로에는 교차로가 형성되지 않기 때

문에 상부 고가도로는 직진과 회 교통류 모두 이

용할 수 있는 왕복 2차로 이상이어야 한다. CTO 

교차로 용 상 지  선정을 한 조사 결과 경

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는 인천기 부터 

서인천IC까지 총 4개소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는 CTO 용 가능 상 지 을 경인고속도로 주

변 주요 도로와 고가도로의 연결성, 고가도로 차

로 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 다. 즉, 경인고

속도로 주변 주요 도로와 고가도로의 연결성은 경

인고속도로에서 유출되는 교통량을 받아  만한 

차로 수(도로폭원), 연속 인 도로축 형성 등 도

로용량이 비교  충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에 CTO 교차로를 

용할 수 있는 고가도로는 석남제1고가교, 석남

제2고가교, 방축고가교로 선정되었다. 

황

 -상부: 입체고가교,  -하부: 연속류 도로

1

단

계
 -상부: 신호교차로 운 (고가교 좌직우 허용, 램 부 직진
  지)
 -하부: 연속류 도로

2

단

계

 -상부: 신호교차로 운 (회  용)
 -하부: 신호교차로 운 (직진 용)

<그림 3> Center Turn Overpass 단계 건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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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지 에 CTO를 용할 때 고려해

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 본선을 횡단하는 석남제1고

가교는 CTO 설치 지 이 고속도로 정 부가 아니

다. 즉, 고가도로의 경사 구간이기 때문에 CTO 

용 시 평탄화 보수 작업을 더 진행해야 한다.  

둘째, 석남제1고가교와 석남제2고가교를 함께 

CTO로 운 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본선 내 차량

의 엇갈림 구간이 짧게 형성되므로 교통안  측면

을 사 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분석 자료 구축

이 연구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 부터 서인천

IC 구간 내 기존 고가도로를 상으로 CTO 기법

구분 시설물명
규    모(m) 왕복 

차로 수

공

연도

형식 설계

하

CTO 용

가능 여부길이 폭 높이 상부 하부

1
석남제1고가교

(길주로)
187.0 20.0 5.3 4 1986 강박스 라멘 DB-24 ○

2
석남제2고가교

(건지로)
280.0

14.8

~17.8
5.3 4 1992 강박스 라멘 DB-24 ○

3
6공단고가교

(염 로)
180.0 8.0 5.1 2 1985 강박스 라멘 DB-24 ×

4
방축고가교

(방축로)
579.0 16.5 5.1 4 2000 강박스 T형 DB-24 ○

자료 : 인천 역시 종합건설본부 내부 자료, 2015년 12월 말 기

<그림 4> Center Turn Overpass 용 가능 지  치도

<표 2> 경인고속도로 상부 고가도로설치 황  CTO 용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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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 을 경우, 용 후에 발생되는 주변 

도로의 장래 교통량 변화를 검토하여 CTO 교차

로 운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통운

효과분석을 한 장래 교통수요분석의 시간  범

는 2020년으로 하되,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

이기 해서 정산 기  연도는 2015년으로 하

다. 이를 한 분석 툴은 EMME 4를 이용하여 거

시  분석을 수행하 다. 이는 출발지에서 목 지 

사이의 이동경로는 최단거리, 최소시간 등으로 인

해 변경될 수 있음을 가정하는 모형을 용하기 

<그림 5> (가칭) 석남제1·제2CTO(Center Turn Overpass) 설계도

<그림 6> (가칭) 방축CTO(Center Turn Overpass)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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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장래 교통수요분석과 같은 거시  분석 방

법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따라서 장래 교통 수

요 추정을 한 분석 자료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2016년 수도권 교통분석 기  자

료(OD  네트워크)>를 사용하 다. 여객 OD는 

총 1,273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행수단

은 승용차, 버스, 택시로 구분되어 배포된다. 그러

나 수도권 교통분석 자료의 ‘화물  기타’ OD는 

화물차량 운 자 통행량과 오토바이, 기타 동력기

 수단이 합쳐진 것이므로 공로상에 배정되는 화

물 통행량은 운 자의 통행량이 아닌 화물 물동량

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에서 ‘화물/기타’ OD는 

통행 배정에 합하지 않다3). 따라서 화물 OD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되는 251개 존체계의 

국 톤 별 자동차 통행량 O/D를 활용하 다. 

이때 국 지역 간 화물 OD는 251개 존이므로 수

도권 1,273개 존 체계에 맞추기 한 존 분할 기  

지표는 종사자수비율을 용하 다.

5) 분석의 제  통행배정모형 정산

이 연구는 분석 상 구간과 주변 도로의 장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열악한 재정 여

건을 고려하여 단계 건설로 추진한다는 가정 아래 

안을 설정하 다. 이때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

로로 환되므로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의 설계

속도를 80km/h로 가정하 다. 한 고가도로에서 

CTO 용 시 소한 회  반경을 고려하여 경인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 차량과 경인고속도로

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진출입 차량은 승용차로 

한정하 으며, 버스와 · 형화물자동차는 통행

을 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방법으로 

3) 수도권교통본부, 2016, ｢2016년 수도권 교통분석 기  자료(OD  Network 자료 설명서)｣, 2016. 4, p. 47 참조

구분 제 조건

추진 방법 - 효율 인 산 확보를 해 단계 건설 방식으로 추진

CTO 운

- CTO 시행 시 회 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차로만 한정

 ·버스, 형 화물자동차 통행 지

- 기타 용값

 ·CTO 기본 도로용량 : 기존 고가도로 용량은 그 로 반 , 신설 근부는 1,000pcphpl 용

 ·설계 속도 : 60km/h

 ·턴패 티(회  지) : 고속도로↔CTO↔고속도로 방면(1단계 건설 시), 일반도로↔CTO↔일반도로 

방면(2단계 건설 시)  

경인고속도로 

본선 설계 

속도

- CTO 시행 시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간은 일반 간선도로로 환

 ·100km/h → 80km/h로 축소

시나리오 

비교 연도

- 통행배정모형 정산 : 2015년 기

- CTO 운 효과 비교·분석 : 2020년 기

유료도로 

가 치 용1)

- 2017년 3월 개통 정인 김포-인천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2,500원으로 가정하여 산출

 · 승용차 8.999분, 버스 2.304분, 화물 7.496분

 ·기타 유료도로는 배포 자료의 가 치 용

주1: 배포 자료에는 해당 구간의 가 치가 락되어 있어 ｢2015년도 국가교통조사  DB 구축사업(도로망 GIS  교통분

석용 네트워크 구축)｣, 국토교통부, 2015. 12, p. 72의 폐쇄식 요 소 가 치 산출 방식을 용함.

<표 3> CTO 운 효과분석을 한 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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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을 비교하여 통행배정 

결과의 합도 검증을 수행하 다. 통행배정모형

의 정산은 장래 교통 수요를 추정할 때 교통패턴 

등 실 묘사 능력을 사 에 평가하는 것이다. 즉, 

통행배정모형 정산은 분석 기  연도인 2015년 실

제 측된 교통량 자료와 통행배정모형에서 추정

된 측 교통량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다. 통

행배정모형의 정산 방법은 특정 지 의 측교통

량과 배정 교통량의 차이가 허용오차 범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는 VDF, 도로용

량, 통행 속도, 도로 유형 등의 라미터를 조정하

거나 센트로이드와 링크를 연결하는 커넥터의 

치 등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  연도 정산 

후에 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이 허용오차 범  

내에 포함하게 되면 변경된 통행배정모형의 속성

정보를 장래 연도에도 동일하게 반 하게 되는데 

이는 정산 시 각종 속성 정보로 인한 통행 패턴이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

침하기 한 것이다. 이 연구의 합도 검증을 

한 오차율 허용 범  기 은 ｢도로·철도 부문 사

업의 비타당성 조사 표 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5 )｣(한국개발연구원, 2008)를 근거로 하여 

사업구간 15%, 인  구간 20%를 용하 다. 

오차율   ×















식(1)

여기서, 


=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의한 

해당링크의 추정 교통량

       


 = 해당링크의 측 교통량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CTO 용 지 은 사업

구간으로, 그 이외 구간은 인  구간으로 분류하

으며 정산 결과는 <표 4>와 같다. 통행배정모형

을 정산한 결과, 석남제1CTO와 석남제2CTO 사

업구간인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서의 오차율이 

–2.5%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축CTO 사업 구간

인 도화IC~가좌IC 구간의 오차율은 4.1%, 그 이

외의 인  구간에서 오차율은 16%로 허용오차 

범  내에 포함되었다. 

2. CTO 운 효과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상지로 석남제1고가

도로, 석남제2고가도로, 방축고가도로를 선정하

으며, 이들 지 을 상으로 CTO 운 효과를 분

석하 다. 그리고 인천 역시의 효율 인 재정 투

입을 해 CTO 건설은 1단계와 2단계 CTO 건설

구분
교통량 황1) 비교 교통량( /일) 차이값

(B-A)

오차율

(%)
비고

승용 버스 화물 계 측(A) 추정(B)

가좌IC~서인천IC 124,973 1,138 34,005 160,116 160,116 156,189 -3.927 -2.5 사업 구간

도화IC~가좌IC 75,767 796 23,281 99,844 99,844 95,725 -4.119 -4.1 사업 구간

기 ~도화IC 44,406 575 17,535 62,516 62,516 52,460 -10.056 -16.0 인  구간

주 : 1) ｢교통량정보시스템(http://www.road.re.kr/main/main.asp)｣의 2015년 일평균교통량 자료임.

<표 4> 통행배정모형 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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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한 경인고속도로 축선

상에서 CTO 용 개소 수에 따라 운 효과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 마다 CTO가 용될 경

우에 지 별 운 효과를 분석하고, 모든 지 에 

CTO를 용하 을 경우에도 운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 다. 

CTO 교차로는 신호교차로로 운 되므로 효과

척도는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를 용해야 한다. 그

러나 차량당 평균제어지체를 얻기 해서는 신호

주기 길이, 녹색시간비, 연동 형식, 차로군 분석 등 

상당히 많은 조사 자료와 분석 결과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CTO 운 효과 척도로 차량당 평

균제어지체를 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TO 건설 시 해당 지

의 교통 소통 황을 간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V/C(교통량  용량비)를 용하 다. 

한 CTO 교차로 운  시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 

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기 해 V/C

와 통행시간 평가지표를 용하 다. 여기서 V/C

가 1에 가까우면 교통량이 도로용량에 도달하는 

경우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며, 이

와는 반 로 V/C가 0에 가까우면 주변 차량에 미

치는 향 없이 자유로운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CTO 용 상 지 인 방축CTO, 석남제

1CTO, 석남제2CTO는 개별 지  CTO 용 시와 

모든 지  CTO 용 시 해당 근로의 V/C를 분

석하 으며, 1단계 CTO 건설과 2단계 CTO 건설 

시를 비교하 다. 개별 지 과 모든 지 에 CTO 

용 시의 평균 V/C 분석결과 석남제1CTO는 

0.77에서 0.71로 감소되었으며, 석남제2CTO의 경

우에도 0.75에서 0.68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방축

CTO의 경우에는 V/C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계 건설로 인한 CTO 상 지

의 효과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TO 용 후 주변 도로의 교통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CTO 용 

시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서인

천IC에서 가좌IC 구간의 V/C가 1.35에서 CTO 

용 시 0.87~0.96으로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계 건설로 인한 효과 분석 결과는 CTO 단

구분

개별 지  CTO 용 시 모든 지  CTO 용 시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교통량 V/C

방축

CTO

인천의료원→방축고가교 7,915 0.53

평균

0.58

7,811 0.52

평균

0.51

7,090 0.48

평균

0.57

7,297 0.49

평균

0.52

한미반도체→방축고가교 10,212 0.69 7,885 0.53 10,049 0.68 8,350 0.56

경인(서울방면)→방축고가교 12,454 0.75 12,562 0.75 12,146 0.73 11,933 0.72

경인(인천방면)→방축고가교 5,588 0.34 3,916 0.23 6,550 0.39 4,821 0.29

석남제2

CTO

석남4→석남제2고가교 12,539 0.92

평균

0.75

12,960 0.95

평균

0.77

10,429 0.76

평균

0.68

11,045 0.81

평균

0.68

건지3→석남제2고가교 7,669 0.56 8,773 0.64 8,337 0.61 8,784 0.64

경인(서울방면)→석남제2고가교 10,312 0.62 9,974 0.60 11,990 0.72 11,284 0.68

경인(인천방면)→석남제2고가교 14,988 0.90 14,663 0.88 10,615 0.64 9,949 0.60

석남제1

CTO

석남교입구→석남제1고가교 18,089 0.72

평균

0.77

23,342 0.93

평균

0.78

16,373 0.65

평균

0.71

22,913 0.92

평균

0.73

석남지하차도→석남제1고가교 6,237 0.25 5,932 0.24 5,717 0.23 4,144 0.17

경인(서울방면)→석남제1고가교 13,507 0.81 11,589 0.70 10,589 0.64 10,176 0.61

경인(인천방면)→석남제1고가교 21,682 1.30 20,419 1.23 21,805 1.31 20,406 1.22

<표 5> CTO 용 상교차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

(단  : /일/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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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건설 추진 시 1단계 CTO 건설과 2단계 CTO 

건설 후에 주변 도로의 교통량에는 큰 변화가 나

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1단계 CTO 추진 시 기존 

고가도로는 직진과 좌회 을 포함하여 편도 2차

로로 설계하 으나 2단계 추진 시 고가도로에 좌

회  용 편도 1차로로 운 하고 직진 교통량을 

우회시키기 해 하부 도로를 교차로로 운 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구분

본선 진출부 진입부 주변 도로 

체

통행시간

도화→

가좌

가좌→

도화

가좌→

서인천

서인천→

가좌

가좌IC

2A

가좌IC

2B

서인

천IC

도화

IC

가좌IC

2A

가좌IC

2B

서인

천IC

도화

IC

황

교통량 50,483 58,762 90,385 96,188 30,918 6,509 26,386 38,995 16,445 23,457 28,202 30,238

-V/C 0.71 0.83 1.27 1.35 0.31 0.16 0.32 0.58 0.12 0.47 0.34 0.91

평균통행시간 2.2 2.488 5.664 6.187 0.458 0.3 0.325 0.214 0.109 0.159 0.302 0.294

총통행시간 111,063 146,200 511,941 595,115 14,160 1,953 8,575 8,345 1,793 3,730 8,517 8,890 1,420,281

1

단계

건설

방축

CTO　

교통량 41,516 43,258 60,042 61,836 25,282 520 19,000 28,630 2,177 23,302 10,703 26,099
황 비

▼ 12%
V/C 0.58 0.61 0.85 0.87 0.25 0.01 0.23 0.43 0.02 0.47 0.13 0.78

평균통행시간 3.427 3.555 7.525 7.427 0.457 0.3 0.324 0.207 0.109 0.159 0.3 0.265

총통행시간 142,275 153,782 451,816 459,256 11,554 156 6,156 5,926 237 3,705 3,211 6,916 1,244,991

석남

제2

CTO　　

교통량 38,347 38,463 62,211 63,823 16,466 444 14,987 25,164 - 18,344 9,932 24,906
황 비

▼ 10%
V/C 0.54 0.54 0.88 0.9 0.16 0.01 0.18 0.38 - 0.37 0.12 0.75

평균통행시간 3.342 3.351 7.729 7.898 0.456 0.3 0.324 0.206 - 0.157 0.3 0.258

총통행시간 128,156 128,890 480,829 504,074 7,508 133 4,856 5,184 - 2,880 2,980 6,426 1,271,915

석남

제1

CTO　

교통량 38,512 39,314 65,538 67,527 15,216 784 11,499 26,034 - 18,496 7,544 24,853
황 비

△ 64%
V/C 0.54 0.55 0.92 0.95 0.15 0.02 0.14 0.39 - 0.37 0.09 0.75

평균통행시간 3.354 3.412 15.322 15.414 0.456 0.3 0.324 0.206 - 0.157 0.3 0.258

총통행시간 129,169 134,139 1,004,173 1,040,861 6,938 235 3,726 5,363 - 2,904 2,263 6,412 2,336,185

모두

용 

시

교통량 41,569 41,788 65,193 68,121 13,826 426 5,899 26,735 - 19,730 6,207 26,087
황 비

▼ 5%
V/C 0.59 0.59 0.92 0.96 0.14 0.01 0.07 0.4 - 0.39 0.07 0.78

통행시간 3.467 3.55 7.709 7.781 0.456 0.3 0.324 0.206 - 0.158 0.3 0.265

총통행시간 144,120 148,347 502,573 530,050 6,305 128 1,911 5,507 - 3,117 1,862 6,913 7,736,784

2

단계

건설

방축

CTO　

교통량 41,829 41,971 59,762 61,414 25,391 886 18,720 27,124 2,522 23,026 10,434 26,294
황 비

▼ 12%
V/C 0.59 0.59 0.84 0.86 0.25 0.02 0.22 0.41 0.02 0.46 0.13 0.79

평균통행시간 3.435 3.498 7.386 7.754 0.457 0.3 0.324 0.206 0.109 0.159 0.3 0.266

총통행시간 143,683 146,815 441,402 476,204 11,604 266 6,065 5,588 275 3,661 3,130 6,994 1,245,686

석남

제2

CTO　　

교통량 38,269 38,553 62,012 63,711 16,131 454 17,005 24,935 - 18,066 10,026 24,677
황 비

▼ 11%
V/C 0.54 0.54 0.87 0.9 0.16 0.01 0.2 0.37 - 0.36 0.12 0.74

평균통행시간 3.337 3.357 7.691 7.883 0.456 0.3 0.324 0.206 - 0.157 0.3 0.257

총통행시간 127,704 129,422 476,934 502,234 7,356 136 5,510 5,137 - 2,836 3,008 6,342 1,266,618

석남

제1

CTO　

교통량 38,558 38,660 65,847 67,759 16,337 843 12,428 25,334 - 18,104 8,012 24,985
황 비

▼ 7%
V/C 0.54 0.54 0.93 0.95 0.16 0.02 0.15 0.38 - 0.36 0.1 0.75

평균통행시간 3.358 3.365 7.695 7.813 0.456 0.3 0.324 0.206 - 0.157 0.3 0.259

총통행시간 129,478 130,091 506,693 529,401 7,450 253 4,027 5,219 - 2,842 2,404 6,471 1,324,327

모두

용 

시

교통량 41,586 42,202 66,101 67,863 14,513 420 8,286 26,898 - 19,820 6,309 26,096
황 비

▼ 4%
V/C 0.59 0.59 0.93 0.96 0.15 0.01 0.1 0.4 - 0.4 0.08 0.78

평균통행시간 3.451 3.56 7.817 7.808 0.456 0.3 0.324 0.206 - 0.158 0.3 0.265

총통행시간 143,513 150,239 516,712 529,874 6,618 126 2,685 5,541 - 3,132 1,893 6,915 7,888,717

<표 6> CTO 단계 건설에 따른 주변 도로 교통소통효과분석 결과

(단  : /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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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가도로 하부 교차로 

즉, 고속도로 본선 구간과 속되는 일반도로 차

로 수는 편도 1차로로 용하 으나 장래 시 의 

증가한 교통량을 반 하여 차로 수를 증설할 경우 

이 분석 결과보다 CTO 운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V/C 이외에 통행시간 평가지표

를 용하여 CTO 교차로 운  시 주변 도로의 교

통 소통 황을 평가하 다. 1단계 건설 시 석남제

1CTO를 제외한 모든 CTO 용 지 에서 황

비 통행시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남제1CTO에서는 통행시간이 64%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석남제1CTO 방면의 용량 과 구간으로 인해 이

지 에서 발생한 교통 혼잡이 주변 도로에 이되

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단

계 CTO 건설 시 석남제1CTO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완벽한 2단계 

CTO 건설이 아닌 기존 고가도로를 활용한 1단계 

CTO 건설만으로도 교통 소통을 증 할 수 있다.

3. CTO 도입 시 고려 사항

이 연구는 비정형 교차로 설계기법의 하나인 

CTO교차로 사례  경인고속도로를 상으로 효

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경인고속도로 본선 구

간에 CTO를 용하면 이 에 비해 차량이 지유

롭게 진입할 수 있어 도심 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분석되었다. 한 CTO 도

입 시 교통 혼잡 해소, 통행시간 감, 배기가스 

감소 등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 로 다른 도시에서 

CTO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CTO 상지 선정은 경인고속도로와 같

이 지역을 단 시키거나 제한된 진출입부 는 

근로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 으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상되는 지 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CTO 용 지 과 인 한 교차로와의 간

격, CTO 용 후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 향, 

해당 지 을 이용하는 주된 차종, 주변 지역의 토

지 이용 황 등을 반드시 면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CTO 는 상부와 하부지 에 두 개의 교차

로가 형성되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 에 단계 건설 추진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CTO 건설 시 면 철거 신설사업으로 추

진하기보다는 이미 설치된 고가도로를 최 한 활

용하여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 을 사업 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장래 도시 개발 계획, 교통 심으

로의 수단 환 등 각종 교통 정책 변화 추세를 고

려하고, CTO가 설치된 구간은 장기 으로 트램, 

BRT 등 교통 용 신호를 갖춘 신 교통 

용 노선으로 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Ⅳ.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최근 2015년 교통혼잡비용이 33조 4천억 원으

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서울특

별시를 제외하면 6  역시  인천 역시가 3조 

5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4)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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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역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

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도로개설사업만으로

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도심부의 

교통 혼잡은 도로 구간에서의 문제보다 교차로 운

 방식에 따라 미치는 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최근 해외에서는 비정형 교차로 운  방식이 각

받고 있는 추세다. 비정형 교차로는 신호 시수를 

감소시켜 주방향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

으며, 통 인 교차로 형식보다는 상충지  수가 

감소하고 통행시간 감과 도로 용량의 증 를 실

할 수 있는 신개념의 교차로 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정형 교차로  CTO(Center Turn 

Overpass) 교차로의 운 효과를 분석하고, 단계 

건설 측면에서 CTO 도입 방안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완벽한 형식의 2단계 CTO 건설이 아닌 기존 

고가도로를 활용한 1단계 CTO 건설만으로도 충

분히 교통 혼잡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일반 으로 도시부에서 도로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  용지 보상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사 자체가 무

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고가도로를 활용한 1

단계 CTO 건설을 추진하면 별도의 용지 보상비

가 들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

정을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더욱 발 시키기 해서는 별

도의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거시분석 

방법론으로 수행되었고, CTO 운 효과를 평가하

기 한 지표로 V/C와 통행시간을 용하 다. 

그러나 CTO는 변형된 신호교차로이므로 교통운

 개선효과는 평균지체도 지표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균지체도, 기행렬 등을 면 히 

검토할 수 있는 미시분석이 추가로 수행될 경우에

는 CTO 운  분석 결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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