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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고려한 도시부 적정 가로망 간격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er Urban Street Network Spacing Considering Effectiveness

1.서론

1.1 연구의 배경
도로의 운영에 있어 접근관리기법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 하나이다. 기존 도시부

의 도로는 가로망 간격이 넓은 대 블럭(Block)화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블럭화로 인하여 이동성 및 접근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으며, 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도로의 신설 및 확장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개발에서 도로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부 내부통행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부내 도로율을 같게 하고, 가로망 간격의 최적화, 일방통

행, P턴을 이용하여 최적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산신도시를 도로망 계획을 배경으로 신도시 내부의 도로망을 설계하여, 대안별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도로는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ᆞ종점 특성, 노선의 연속성, 도로망 간격 등과 같은 network 특성과 교통량, 

통행길이, 주행속도, 교통수단 등과 같은 교통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999』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란 통행상의 위계에 근거하여 교통량의 집중에 

의한 교통량을 기준으로 분류시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도로가 최상위에 위치하며 그 다음으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

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순서로 통행상의 중요도가 위치하게 된다. 도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Network 특성과 교통특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분류할 때는 이 중 어느 한 지표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두루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행상의 위계가 도로의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교통 상충 및 

마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도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도로의 두 가지 기능은 토지이용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 접근성

(Accessibility)과 시·종점을 얼마나 빨리 연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동성(Mobility)을 말하며 도로가 상위 위계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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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배치간격 (km) 3.0∼6.0 1.5∼3.0 0.75∼1.5 0.75 -

최소교차로간격 (km) 1.0 0.5∼1.0 0.25∼0.5 0.1∼0.25 0.03∼0.1

<표 1> 도로법에 의한 도시 지역의 가로 기능별 구분 지침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동일 기능 가로간 간격(m) 1,000 500 250 100

<표 2> 건설교통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도로의 등급 및 구분
최소 교차로 간격(m)

ITE 기준 AASHTO 기준

고속도로 1,500 1,600

주간선도로 400 800

보조간선도로 200 400

집산도로 100 90

국지도로 100 90

<표 3> 미국의 도로 등급별 최소 교차로 간격

갖는 때에는 이동성을 주 기능으로 하는 반면에 하위에 위계기능을 갖는 때에는 접근성을 주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도로의 위계는 도로의 운영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상위 위계의 높은 이동성을 갖는 도로에 무분별한 

접근로의 난립, 적절하지 못한 가로망 간격, 교통류 특성에 맞지 않는 신호 운영으로 상위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의 도로 접근성을 높여주게 되면 본래의 이동성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대한 이동성 및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블럭화된 도시부 가로망의 간격을 작게하여 

접근성을 좋게 하며, 신호운영적 측면에서 일방통행 및 P턴을 유도하여 신호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동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내용

2.1 문헌 고찰
국내사례로 <표 1>, <표 2>와 같이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의 가로 기능별 구분 지침에 의하여 

기능별로 배치간격 및 최소교차로간격을 구분 할 수 있다.

외국사례로 미국은 다음 표와 같다.

주) 1. ITE, Planning Urban Arterial and Freeway System,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1981.
  2. AASHTO, A Policy on 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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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로수 (차로) 용 량 (vph)

양방통행

2 1,100

3 917

4 825

일방통행 및
좌회전금지(P턴)

2 1,650

3 1,467

4 1,375

<표 4> VDF에 적용된 용량

 ×

여기서, =접근로의 용량(vph)

=2,200(포화교통량:vph)

=유효녹색시간비

 × 

여기서, =환산차로용량

=직진차로수

=좌회전차로수

=우회전차로수

2.2. 범위 및 방법
도로의 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규격, 차로 폭, 교차로, 가로망 간격,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과 같이 수많은 변수들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관리적 측면에서의 변수들 중 가로망 

간격 및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를 변수로 적용하였다. 네트워크상에 발생되는 평균속도(km/h)를 효과척도(Measure 

of Effectiveness: MOE)로 사용하였다.

동일 지역면적과 도로면적은 각각 같다는 가정을 하였고, 기본 변수들은 최적화 상태로 가정하였다. 가로망 간격과 

차로수를 변수로 하여 대안별 검토를 하였다. 그 중에서 일방통행 및 좌회전 금지를 시켜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툴은 Macro 분석이 가능한 EMME/2를 사용하여 교통량 및 전체적인 도로면적, 제한속도를 같게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MME/2에 적용되는 VDF(Volume Delay Function)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는 VDF중 광역

시도, 시군도에 적용되는 VDF을 적용하였다. EMME/2 상에서는 신호현시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신호현시를 고려하여 

차로별 용량을 산정하여, 각 도로에 맞는 VDF(Volume Delay Function)을 산정하였다. 

EMME/2 상에서는 우회전 및 좌회전 차로를 반영할 수 없으며, 신호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신호 운영에서 용량에 

미치는 g/C(유효녹색시간비)를 반영하여 차로용량을 계산하였으며, 좌회전 및 우회전 교통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로

당 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용량 산정시 포화교통량은 2,200(vph)을 적용하였다.

4지교차로에서는 유효녹색시간비(g/C)를 0.25로 적용하였으며, 일방 및 좌회전 금지 교차로에서는 유효녹색시간비

(g/C)를 0.5로 적용하였다. 적용된 유효녹색시간비를 이용하여 차로당 용량을 산정하였다.

각 차로에 적용되는 VDF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산정된 결과 값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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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교통량(천통행) 864 1,152 1,440 1,728 2,016 2,304 2,592 2,880

<표 5> 대안별 교통량

시나리오 1 및 7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그림 1> 네트워크 설명

또한, 가로망 간격 및 내부 통행량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km/h로 설정하였으며, 내부 통행량은 

최소 통행량과 포화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대안별 교통량은 다음 

<표 5>와 같다.

도로망은 가로망 간격을 보조간선도로급 400m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1과 가로망간격 및 차로수를 변경하여 시나리오 

2, 3을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시나리오 4는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구성하여 단순 비교 하였으며, 시나리오 5 및 시나리오 

6은 주간선도로는 양방통행으로 설정하고, 기타도로들은 일방통행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7은 시나리오 1의 도로망

에서 모든 교차로의 좌회전을 금지시켜 P턴을 유도 하였다. 각 시나리오 차로간격 및 차로수는 다음 <표 6>과 같으며, 

<그림 1>은 적용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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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개수 차로간격(m) 차로수

(방향별)
기타

동서 남북 가로 세로

1 12 18 400 400 2 -

2 8 12 629 618 3 -

3 6 9 880 850 4 -

4 12 18 400 400 2 일방통행

5 11 21 440 340 2, 3, 4 주간선도로(양방통행)+일방통행

6 15 21 300, 350 340 2, 4 주간선도로(양방통행)+일방통행

7 12 18 400 400 2 좌회전 금지(P턴)

<표 6> 시나리오 설명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시나리오 1 평균속도(km/h) 48.7 46.3 42.5 37.7 32.9 28.6 25.0 21.9

시나리오 2 평균속도(km/h) 47.5 44.1 39.3 33.8 28.6 24.1 20.6 17.9

시나리오 3 평균속도(km/h) 45.8 39.7 32.6 26.2 21.3 17.6 14.7 12.4

<표 7> 대안별 속도 비교(1)

<그림 2>대안별 속도 비교(1)

신도시 개발계획 중 최근 확정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의 가로망을 가지고 가로망 간격을 작게하고, 일방통행을 

적용하였다. 각각 남북 가로망 4개, 동서 가로망 4개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왕복 8차로 도로를 왕복 4차로 

도로 2개로 가로망 간격을 줄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왕복 4차로 도로는 각각 편도 2차로 도로로 가로망을 연결하였다.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해서 아산신도시 내부의 도로율은 같게 하였다.

3. 대안설정 및 결과분석

대안들 중 가로망 간격을 달리하고, 도로율을 같게 하여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대안별 비교는 주간선도로급 및 

보조간선도로급 도로로 설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대안별 비교는 가로망 간격이 좁은 시나리오1과 

가로망 간격을 비슷하게 설정하여 일방통행 및 P턴을 특성으로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비교 하였다. 최소 교통량 및 

포화교통량에 의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통행량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내부 가로망의 

평균통행속도로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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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Case 7 Case 8

시나리오 1 평균속도(km/h) 48.7 46.3 42.5 37.7 32.9 28.6 25.0 21.9

시나리오 4 평균속도(km/h) 48.5 46.7 44.1 40.7 36.7 32.6 28.6 25.0

시나리오 5 평균속도(km/h) 48.6 46.6 43.3 39.1 34.6 30.3 26.5 23.2

시나리오 6 평균속도(km/h) 48.7 46.8 43.6 40.1 36.3 32.6 29.0 25.9

시나리오 7 평균속도(km/h) 49.3 48.3 47.0 45.2 42.8 39.8 36.6 33.5

<표 8> 대안별 속도 비교(2)

<그림 3> 대안별 속도 비교(2)

첫 번째 대안별 비교에서 가로망 간격이 좁은 시나리오 1이 가로망 간격이 넓은 시나리오 2, 3보다 내부통행의 

편균속도가 높게 나왔다. Case별 비교시 내부 교통량이 적은 Case 1에서는 시나리오별 속도 차는 크지는 않지만 

시나리오 1이 높게 나왔으며, 내부교통량이 많은 Case8로 갈수록 속도 차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안 비교 결과 가로망 간격이 좁고 내부 교통량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두 번째 대안별 비교에서는 좌회전 금지를 P턴을 유도하여 신호운영을 개선시킨 시나리오 7의 평균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왔다. 가로망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한 시나리오 4와 가로망 간격을 작게하고 일방통행을 적용한 시나리오 

6이 좋게 나왔다. Case 1에서는 시나리오 7을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는 비슷한 평균속도가 나왔으며, Case 8로 

갈수록 시나리오 7의 효과가 가장 좋게 나왔으며, 일방통행 적용 및 가로망 간격이 좁은 대안이 효과적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P턴을 적용시킨 시나리오 7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왔으며, 가로망 간격이 넓은 시나리오 

3의 평균속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가로망 간격이 좁은 대안들의 평균속도가 높게 나왔으며, 신호운영

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방통행 및 P턴의 효과가 높게 분석되었다. Case별 분석결과 내부교통량이 적은 

Case 1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 하지만, 내부 교통량이 많은 Case 8로 갈수록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 사례분석

아산신도시 적용사례로는 8가지 대안이 있는데 점선과 같이 왕복 8차로(편도 4차로)도로를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도

로를 2개로 분리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선은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도로를 편도 2차로씩 일방통행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대안에 적용된 가로망 간격은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지침”에 나와있는 동일 기능 가로간 

간격의 집산도로를 적용하여 250m 내‧외로 적용하였다. 대안에 P턴을 적용하기에는 좌회전 금지 및 그에 따른 우회도로를 

적용하기가 난해하여 대안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의 대안별 특성은 <표 9>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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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시행전 대안 시행후

<그림 4> 대안 비교

구 분 기존안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대안7 대안8
통합대

안

속도(km/h) 60.6 60.7 61.2 61.0 60.9 60.9 61.1 60.9 60.6 62.5

증가율(%) - 0.09 0.93 0.63 0.51 0.48 0.69 0.50 0.02 3.09

대․km 509,827 506,628 502,332 508,413 505,513 508,135 508,761 503,113 506,328 470,218

<표 10> 결과 비교

구 분 차로수 구 분 차로수

동 서 시행전 시행후 남 북 시행전 시행후

대안 1 4차로 2차로*2개 대안 5 4차로 2차로*2개

대안 2 8차로 4차로*2개 대안 6 4차로 2차로*2개

대안 3 4차로 2차로*2개 대안 7 8차로 4차로*2개

대안 4 8차로 4차로*2개 대안 8 8차로 4차로*2개

<표 9> 대안별 차로수 특성

기존안과 대안별 비교시 아산신도시의 주 간선도로급인 대안2가 개정 후 속도 및 대․km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으

며, 대안전부를 적용하였을때 속도는 60.6km/h에서 62.5km/h로 3.1% 증가하였으며, 차량이동거리는 509,827대․km
에서 470,218대․km로 감소하였다. 도로의 교통량 처리 능력이 좋아지면서 아산신도시 내부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차량의 우회도로 이용이 줄어들면서 총 차량이동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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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도로의 기본 개념은 안전, 용량, 속도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교통의 흐름을 보존함과 동시에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도로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이동과 접근의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관리를 통해서 도로용량증대, 통행속도증가 및 지체도 감소,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상위 위계의 간선도로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적절하지 못한 가로망 간격, 신호운영, 

접근로의 난립이 주요간선도로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접근관리기법의 대안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로망 간격을 작게 하면 우회거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일방통행 및 P턴에 의해 효율적인 신호운영이 가능하며, 교차로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서 교통량 및 보행자 신호가 감소하여 신호주기가 짧아지면서 그에 따른 효율적 신호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도시부 도로의 확장 및 입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도시부 도로의 잘못된 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에서 적절한 도로망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말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교통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본 아산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는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분석 결과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도시부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분석되었

으며, 장래 인구증가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그 효과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정 가로망 

간격 및 신호운영을 조절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교통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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