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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부 시각왜곡현상 분석 및 설계기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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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ver's perceived curve radius is different from actual curve radius at curve sections. This is called visual distortion. It has
effect on operation speed according to driver's perception and finally bad effect on safety at curve sections. At present, how-
ever, there is no research on quantitatively analysis of visual distortion and no criteria for curve section design considering the
visual distor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 on finding degree of visual distortion and suggesting design criteria by visual dis-
tortion analysis.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 a calculaiton model of perceived curve radius was developed by
survey using computer simulation. In this model, a dependent variable is perceived curve radius and an independent variable is
geometric factors. Second, degree of visual distortion was calculated from ratio of perceived curve radius to actual curve
radius. Finally, design criteria were suggested through influencing factor analysis of visual distortion at curve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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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도로의 곡선구간에서 운전자가 주행시 느끼는 인지곡선반경은 실제곡선반경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시각왜
곡현상이라 한다. 시각왜곡현상은 운전자에게 시각변화를 일으켜 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운행속도의 변화는 각
운전자들의 인지정도 차이에 따라 운행속도의 편차에 영향을 주어 곡선부 주행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곡
선부의 사고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시각왜곡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거나, 시각왜곡현상을 고려해 도로 곡선부 설계
시 이용될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곡선부의 시각왜곡현상을 경험적 실험을 통
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왜곡도를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였고,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인지곡선반경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하구
조를 독립변수로 하는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모형식을 개발하였다. 둘째, 도로의 유형별로 인지곡선반경에 대한 실제곡선반경
의 비율을 계산하여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곡선부 시각왜곡도 영향인자를 분석하여 이를 고려한 설
계기법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시각왜곡도, 설계기법,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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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로의 직선구간과 연결되는 곡선구간에서 운전자가 주행

시 느끼는 곡선반경인 인지곡선반경은 곡선부의 실제곡선반

경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시각왜곡현상이

라 하며 “운전자가 느끼는 기하구조가 실제 도로의 기하구

조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왜곡현상은 운전자에게 시각변화를 일으켜, 운

행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운행속도의 변화는 운전자들

의 인지정도 차이에 따라 운행속도의 편차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곡선부 주행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주행속도에 영향을 미쳐 곡선부의 사고위험도를 증

가시키는 시각왜곡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거나,

그 시각왜곡현상을 고려해 도로 곡선부 설계시 이용될 설

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각왜곡현상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도로 곡선부 설계

기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곡선부 설계

기법은 도로 곡선부 설계시에 곡선부 사고위험요인을 사전

에 줄일 수 있고, 또한 기존도로 개선시에도 비용/효율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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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곡선부 자료수집 및 설문 기초

자료를 분석하였다. 곡선부 자료수집은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하구조 분포도

를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곡선부 현

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을 비교·분석하고, 곡선부 도로의

굽은 방향에 대한 인지곡선반경을 비교·분석하고, 설문 기

초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조사 및 시각왜곡도

를 산정하였다.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을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는 절차로는 반분법을 통하여 설문조사 표본수를 결

정하고, 기하구조 유형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자에게 곡선부 시뮬레이션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

를 통해 곡선반경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곡선부

시뮬레이션 화면을 CD에 복사하고, 복사된 CD와 설문 답변

서를 설문 대상자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

수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

을 위한 선형회귀모형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식으로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산정하였다.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은 이상과 같이 경험적인 기법을 통해

서 산정하는 방법과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나,

도로의 3차원 요소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연구진행

의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경험적인 기법을 통해서 산정된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을 이용하여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산정된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

려한 설계기법을 제시하고, 곡선부 시각왜곡현상 영향인자들

의 파악을 통해 곡선부 영향인자들과 시각왜곡도의 관계를

분석한 후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을 제시하

였다. 세부적인 연구수행 방법론은 그림 1과 같다.

1.3 연구의 범위

운전자의 곡선부 시각왜곡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설

계기법을 제시함에 따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방부 2

차로 도로로 제한하고 전라남·북도 주요 일반국도를 대상

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도로 기하구조에 대한 2008년 현장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2. 기존 연구문헌 고찰

2.1 곡선부 운전자 행태에 관한 연구

2.1.1 운전자 Workload에 관한 연구
2.1.1.1 Messer(1979, 1981)

지방부 2차로 도로의 설계일관성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은 운전자의 Workload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1.1.2 정봉조(2002)

운전자 작업부하를 고려한 직선길이에 관한 연구에서 직선

구간의 도로가 길어지게 될 경우 운전자는 단조로운 노면의

연속성에 권태를 느끼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져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운전자의 지각반응의 저하를 일으켜 사

고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2.1.2 운전자 기대에 관한 연구
2.1.2.1 Hirsh(1987)

운전자의 기대를 근거로 한 설계비일관성의 인식에 대한

접근을 소개하였고, 설계비일관성은 운전자의 기대와 일치하

지 않는 도로 선형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2.1.2.2 Hassan and Easa(1997)

볼록곡선 후 급한 평면곡선 같은 기하구조형태는 운전자가

기대하지 않는 기하구조이고, 그 지점이 사고를 발생시킬 가

능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하였다.

2.1.3 운전자 주행 행태에 관한 연구

2.1.3.1 김용석(2005)

복합선형에서 운전자의 주행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곡

선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크게 평면곡선부와 종단경사가 결

합된 [A 유형], 볼록 종단-평면곡선부 [B 유형], 오목 종단-

평면곡선부 [C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대표

하는 기하구조 특성과 주행속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1.4 도로 미관에 관한 연구
2.1.4.1 Smith and Lamm(1994)

같은 방향에서 일정한 경사의 평면 또는 종단곡선 사이에

서 짧은 직선을 가진 긴 도로 구간은 비일관적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위해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2.1.4.2 Lidia Zakowska(1997)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느끼는 도로 경관을 평가하기 위

하여 정적인 도로 시각화와 동적 도로 시각화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2.2 곡선부 운전자 시각 특성에 관한 연구

2.2.1 운전자 시각왜곡현상에 관한 연구
2.2.1.1 Fitzpatrick(1997)

대부분의 운전자는 설계속도나 제한속도가 아닌 운전자 자

신이 판단한 도로의 선형에 의해 주행속도를 결정한다고 하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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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2.1.2 Hassan and Easa(1998)

Computer Animation을 사용한 3차원 도로영상을 이용하

여,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합될 경우 운전자가 평면곡선

의 특징(즉, 평면곡선반경)을 다르게 인식하거나 평면곡선부

주행속도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2.2 운전자 시각 행태에 관한 연구 

2.2.2.1 이은경(2000)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관측을 통해 운전자의 시각행태는

곡선구간에서 구심측에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2.2.2.2 금기정(2002)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선정되어 있는 국도 2개 지점에서,

운전자의 시각형태를 분석하였다. 운전자의 시각행태에서는

중앙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및 상하방향으로 원활하고 활발

한 전방의 주시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3 운전자 인지반응에 관한 연구
2.2.3.1 I. Taiganidis(1999)

 도로에서 주행 중인 운전자가 느끼는 도로의 가장자리 선

작도를 위하여 소실점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하고

간단한 방법 및 예시도를 제시하였다. 

2.2.3.2 오동성(2001)

운전자 행태 요소 중 하나인 신호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따른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인지반응시간과 교차로 접근속

도, 인지반응시간과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차량거리의 관계

에 대해 제시하였다. 

2.2.4 운전자 인지곡선반경에 관한 연구
2.2.4.1 Veit Appelt(2000)

실제 도로에서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이 동시에 존재할 경

우, 인간의 시각적 정보 수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각적

왜곡이 나타나게 됨을 확인하였다. 

평면곡선과 오목종단곡선이 조합된 도로의 곡선 인지반경

은 종단곡선이 조합되지 않은 곡선반경에 비하여 더 편평하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면곡선과 볼록 종단곡선이

조화된 도로의 곡선 인지반경은 종단곡선이 조합되지 않은

곡선반경에 비하여 더 굽어지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2 하태준(2007)

시각적 접근에 의한 평면곡선반경 산정 시 종단곡선의 영

향을 분석하였고, 종단곡선의 영향에 따른 평면곡선의 인지

반경 비율을 제시하였다.

2.3 국내 곡선부 설계기준

2.3.1 평면선형 설계기준 

2.3.1.1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과 쾌적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속도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반경을 규정하였다.

2.3.1.2 평면곡선길이

운전자가 핸들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도로 교

각이 작은 경우에는 평면곡선반경이 실제의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착각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평면곡선길이를

규정하고 있다.

2.3.2 종단선형 설계기준

2.3.2.1 종단경사

도로의 구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평지구간과 산지구

간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측면과 그 도로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종단경사를 규정하고 있다.

2.3.2.2 종단곡선길이

두 개의 다른 종단경사가 접속될 때는 접속지점을 통과하

는 자동차의 운동량 변화에 따른 충격의 완화와 정지시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종단경사를 적당한 변화율

로 접속시켜야 하며, 설계속도에 따른 종단곡선길이를 규정

하고 있다.

2.3.3 선형설계의 운용체계

2.3.3.1 선형설계의 기본 방침

도로의 선형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첫째 일정 구간

의 도로선형은 갑작스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일관성 있

는 기준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형상이 안전하

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3.3.2 평면선형의 설계방법

평면선형의 설계 시 연속적이고 원활한 선형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2.3.3.3 종단선형의 설계방법

종단선형 설계시,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

동차의 주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평면선형과의 관계에 있

어서 시각적으로 연속적이면서 원활한 선형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3.4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설계와 조합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를 위한 설계의 일반적 방침은

다음과 같다.

-선형의 시각적 연속성의 확보

-선형의 시각적, 심리적 균형의 확보

-도로 환경과의 조화 고려

2.4 통계적 설문조사 분석기법

2.4.1 전문가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분석법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

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의사결

정방법론이다.

2.4.2 신뢰성 분석을 위한 반분법

전체의 문항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그룹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2.5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2.5.1 기존 연구의 한계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인지곡선반경의 개념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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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이 결합될 경우 평면곡선이 다르

게 인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종단곡선이 조합

되지 않은 평면곡선의 인지곡선반경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

흡하고, 인지곡선반경을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특성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인지곡선반경 및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

려한 설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2.5.2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인지곡

선반경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곡선부 시각왜곡

도를 고려한 곡선부 설계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곡선부 자료수집 및 설문 기초자료 분석

3.1 곡선부 기하구조 자료수집

3.1.1 곡선부 기하구조 유형분류

운전자 주행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선형

과 종단선형의 결합 형태에 따라 곡선부 유형을 3가지로 분

류하였다. [A 유형]은 평지 또는 일정한 종단경사에 평면곡

선이 위치한 경우, [B 유형]은 평면곡선부와 볼록 종단곡선

이 조합된 경우, [C 유형]은 평면곡선부와 오목, 종단곡선이

조합된 경우이다. 곡선부 모든 선형조건이 이상의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곡선부 기하구조 자료를 수집하

였다. 표 1은 곡선부 기하구조 유형별 1,195개 조사지점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A 유형]은 974개 지점,

[B 유형]은 109개 지점, [C 유형]은 112개 지점을 조사하

였다.

3.1.2 곡선부 기하구조 현황 및 특성

조사지점 선정은 도로주변 환경 및 교통운영 요소가 운전

자 주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 지점을 대상으로, 전

라남·북도 내의 지방부 2차로 도로 1,195개 지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조사된 기하구조 자료는 평면곡선반경(R), 평면곡선길이

(CL), 종단곡선변화율(K), 종단곡선길이(L), 교각(I), 종단경

사(G) 등이다.

3.1.3 곡선부 기하구조 분포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활용될 선형

은 [A 유형], [B 유형], [C 유형]에 따라 1,195개 지점의

곡선부 기하구조 분포를 조사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기하구조를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3.2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 기초자료 분석

3.2.1 곡선부 현장 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의 비교·분석 

곡선부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

제 곡선부 30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지점의 기하구조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기하구조를 토대로

도로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UC-winRoad를 활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30개 지점의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을 각각 30개의 모델로 명명하

고, 30개의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에 대한 평면곡선반

경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고,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하기 위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 :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 차이가 없다.

H1 :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 차이가 있다.
n = 30, α = 0.05

검증 결과, 유의확률 p값이 0.871로 도출되었으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현장사진과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UC-winRoad 시뮬레이션 화면의

활용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2.2 곡선부 굽은 방향에 대한 인지곡선반경 비교·분석

곡선부 도로의 좌·우 굽은 방향에 대해, 운전자가 느끼는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면곡선반경이

100m, 200m, 300m일 때의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의 차이를

t-test에 의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좌로 굽은 곡선부 인지곡선반경과 우로 굽은 곡선부 인지

곡선반경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귀무가

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H0 : 좌로 굽은 인지곡선반경과 우로 굽은 인지곡선반경은

차이가 없다.

H1 : 좌로 굽은 인지곡선반경과 우로 굽은 인지곡선반경은

차이가 있다.

표 1. 도로선형 유형별 조사지점 현황(총 1,195개 조사지점)

유형 분류 평면선형 종단선형 지점수

[A 유형]

곡 선

평지 또는 종단경사부 974

[B 유형] 볼록 종단곡선 109

[C 유형] 오목 종단곡선 112

총 계 1,195

표 2. 기하구조 유형별 선정 결과

기하구조
유형

평 면
곡선반경

(m)

평 면
곡선길이

(m)

대수차
(%)

종 단
곡선길이

(m)

[A 유형]
100
200
300

50
60
70

- -

[B 유형]
100
200
300

50
60
70

0.6
1.7
2.0

10
20
30

[C 유형]
100
200
300

50
60
70

0.3
1.6
3.1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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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부 도로의 좌·우 굽은 방향에 대해, 운전자가 느끼는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A 유

형], [B 유형], [C 유형]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즉, 모든 유형에서 좌로 굽은 인지곡

선반경과 우로 굽은 인지곡선반경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곡선부 인지곡선반

경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의 굽은 방향은 고려하지 않도

록 하였다.

4.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조사 및 시각왜곡도
산정

4.1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조사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그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설문조사를 위해 표본수를 결정하고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유

형별 설문지를 구성한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1.1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지 구성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UC-

winRoa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설문지

를 구성하였다. 

4.1.1.1 반분법을 통한 설문조사 표본수 결정

본 연구에서 분류한 3가지 선형유형에 대하여,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하구조 유형별 선정결과에 따른 선형조

합 경우의 수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유형]은 도

로의 굽은 방향 좌·우를 고려하여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

길이에 의해 총 18개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B 유형]은 도

로의 굽은 방향 좌·우를 고려하여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

길이, 종단곡선길이, 종단경사 대수차에 의해 총 162개의 조

합으로 구성되어, 총 342개의 조합이 구성된다. 여기에 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3배수의 조사표본을 구축할

경우 총 1,080개 이상의 조합이 구성되어진다. 이상에서 구

성한 1,080개의 조합은 설문조사 표본수가 너무 많아 조사

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B 유형]과 [C 유형]은 설문조사 표본수가 많아서

반분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표본수를 결정하였다. [A 유

형]은 설문조사 표본수가 36개로 많지 않아 표본수 전체를

활용하였다.

반분법을 통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구성되

어진다. 첫 번째, 486개의 샘플 중 무작위로 162개의 샘플

을 선택하여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도출한 다음 그 결과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분포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무작위 샘플 162개를 다시 반으로 나눠 81개씩

각각의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도출하여 162개의 샘플 값에

대한 분포와 각각의 81개에 대한 분포를 그림 4와 같이 비

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81개 샘플 값에 대한 분포가 처음 무

작위로 샘플한 162개의 분포와의 일치 여부 판정을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t-test를 위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

음과 같다.

그림 2. 설문조사 절차

그림 3. 반분법에 의한 샘플수 추출

그림 4. 반분법에 의한 샘플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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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 샘플1과 샘플2에 차이가 없다.

H1 : 샘플1과 샘플2에 차이가 없다.
n = 162, α = 0.05

검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는 결론을 얻었다. 즉, 샘플 1과 샘플 2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62개의 설문지가 486개의 설문지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 조합은 [A

유형] 36개, [B 유형] 162개, [C 유형] 162개 총 360개로

구성하였다.

4.1.1.2 기하구조 유형별 설문지 구성 절차

기하구조 유형별 설문지 구성 절차에서 각 장의 질문 사

진은 ‘처음에 강한 자극을 주면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

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은 느낄 수 없다’라는 ‘베버의 법

칙’을 고려하여, 설문지 각 장의 질문 사진에 도로 기하구

조의 수치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4.1.2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자에게 곡선부 시뮬레이션 화면을 컴

퓨터 모니터로 직접 보여주어 곡선반경을 판단하도록 하였

다. 설문 대상자는 곡선부 시뮬레이션 화면을 컴퓨터로 직접

보며 곡선반경이 제시된 3개의 곡선을 먼저 확인한 후, 임

의의 곡선에 대한 곡선반경을 설문조사지에 기록하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 곡선부 시뮬레이션 화면을 CD에 복사하고,

복사된 CD와 설문 답변서를 함께 설문 대상자에게 배포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 답변서는 MS

Office Excel 프로그램에 코딩하였다.

4.1.2.1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 대상자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를 대상으로 총 80명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자 1명을 대상

으로 설문지 18개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대상자의 성별, 소유차

량, 운전경력, 연령, 직업 등은 고루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4.1.2.2 설문조사 양식지 개발

가. [A 유형] 설문지

설문지는 한 화면에 4개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분포하도

록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자에게 4개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고 A, B, C 평면곡선반경을 알려준 후 영상 D의

평면곡선반경이 얼마로 인식되는지를 그림 5와 같이 설문

하였다.

4.1.2.3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지의 회수율은 91%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조합 360개의 3배에 해당하는 1,080개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유형별 선형조건에 따른 운전자 인지곡선반경의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4.2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

4.2.1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

4.2.1.1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 모형 개발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을 위해 설문조사 조합의 3배에

해당하는 [A 유형] 108개, [B 유형] 486개, [C 유형] 486

개 총 1,080개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인지곡선반경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독립변수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도로선형

의 기본적인 변수들로 구성하였고,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 인지곡선반경

•독립변수 :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길이, 종단곡선길이,

종단경사 대수차

표 3. 설문대상자 현황

번호 성별 소유차량 운전경력 연령 직업 회수유무

1 남 승용차 10년이상 40 연구원 유

2 남 기타 1~3년 20 건설업 유

3 남 승용차 3~10년 30 연구원 유

…

78 남 승용차 3~10년 30 연구원 무

79 남 승용차 10년이상 30 건설업 유

80 남 승용차 3~10년 30 설계자 유

표 4. 설문조사 결과

구분 유형
평면곡선
반경(m)

평면곡선
길이(m)

운전자 인지
곡선반경(m)

1 A 100 50 95

2 A 100 50 95

3 A 100 50 95

…

1,078 C 300 70 40

1,079 C 300 70 40

1,080 C 300 70 40

그림 5. 설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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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수들이 활용되어 각각의 유형별로 회귀모형식이 도

출되었다. 도출된 회귀모형들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

은 모형을 중심으로 R2값이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제

시하였다. 유형별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4.2.1.2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산정

선형 회귀모형식을 이용하여 [A 유형] 40개, [B 유형] 30

개, [C 유형] 30개 등, 기하구조자료가 있는 총 1,191개 자

료 가운데, 임의로 100개 지점을 선정하여 곡선부 인지곡선

반경을 산정하였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운전자 인

지곡선반경은 표 6과 같다.

4.2.2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

4.2.2.1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 방법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을 위해 곡선부 인지곡선반경과 실

제 평면곡선반경을 통해 표 7과 같은 산정식을 이용하였다.

표 7의 산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곡선부 시각왜곡도

는 1을 기준으로 하여 1에 가까울수록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작고, 1보다 커지거나 작아져 1에서 멀어질수록 곡선부 시각

왜곡도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4.2.2.2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구분된 곡선부 인지곡

선반경 산정 모형식을 이용하여 표 6에서 선정된 100개 지

점의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산정하고,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산정하였다. 기 선정된 100개 지점에 대한 곡선부 시각왜곡

도는 표 8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 유형]은 곡선부 시각왜

곡도가 1보다 작은 값들로 나타났다. 이는 [A 유형]의 곡선

부 인지곡선반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작게 인지되

는 것임을 나타낸다. [B 유형]도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1보다

작은 값들로 나타났다. 이는 평면곡선과 오목종단곡선이 결

합된 [B 유형]의 곡선부 인지곡선반경도 실제 평면곡선반경

에 비해 작게 인지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C 유형]은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1보다 큰 값들로 나타났다. 이는 평면곡선과

볼록종단곡선이 결합된 [C 유형]의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은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크게 인지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4.2.2.3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에 따른 조사자 특성별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문대상자에 따른 곡선부

시각왜곡도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성별에 따른 결

과분석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에서 제시한 선형유형별 남녀간 왜곡도의 특성을 그

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6. 기하구조 유형별 인지곡선반경

지점
번호

평면곡선
반경(m)

평면곡선
길이(m)

선형
유형

곡선부 인지
곡선반경(m)

1 60.0 104.7 A 55.9

2 60.0 104.7 A 55.9

3 115.0 120.4 A 110.9

…

98 100.0 110.0 C 173.1

99 100.0 35.4 C 86.3

100 140.0 38.2 C 132.5

표 7.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식

유형 분류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식

[A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B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C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여기서, Rp : 곡선부 인지곡선반경 (m)
여기서, Ra : [A 유형]의 실제 평면곡선반경 (m)
여기서, Rb : [B 유형]의 실제 평면곡선반경 (m)
여기서, Rc : [C 유형]의 실제 평면곡선반경 (m)

Rp

Ra
------=

Rp

Rb
------=

Rp

Rc
------=

표 8.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 입력 자료 및 왜곡도 산정값

지점
번호

평면곡선
반경(m)

평면곡선
길이(m)

선형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산정값

1 60.0 104.7 A 0.932

2 60.0 104.7 A 0.932

3 115.0 120.4 A 0.964

…

55 200 99.34 B 0.753 

…

100 100.0 110.0 C 1.731

표 9. 성별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구 분 [A 유형] [B 유형] [C 유형]

남 1.029245 0.95652 1.110024

여 1.027879 0.925 1.156944

표 5. 회귀분석 결과

유 형 모 형 식 R2

［A 유형］  Ya1=-4.028+0.999R 0.994

［B 유형］ Yb2=60.864-0.956R-0.997CL-0.083L 0.991

［C 유형］ Yc2=-62.325+1.074R+1.164CL 0.995

독립변수
R : 평면곡선반경 (m)
CL : 평면곡선길이 (m)
L : 종단곡선길이 (m)

그림 6. 성별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분석



− 670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그림 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왜곡

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평면곡선반경과 볼록종단곡선

이 결합되어 있는 [B 유형]과 평면곡선반경과 오목종단곡선

이 결합되어 있는[C 유형] 즉, 평면곡선반경과 종단선형이

결합된 경우에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구분하여 차종

에 따른 분석도 실시하였다. 표 10은 차종에 따른 결과분

석이다.

표 10에서 제시한 차종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그

림 7과 같이 나타내었다.

승용차에 비해 승합차 운전자의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승합차 모두 [A 유형]

보다는 [B 유형]이, [B 유형]보다는 [C 유형]에서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제시

5.1 곡선부 시각왜곡도 영향인자 분석

산정된 곡선부 시각왜곡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의 영향인자는 다

음과 같다.

• [A 유형] : 평면곡선반경(R)

• [B 유형] : 평면곡선반경(R), 평면곡선길이(CL), 종단곡선

길이(L)

• [C 유형] : 평면곡선반경(R), 평면곡선길이(CL)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평면곡선반경이 커질수록 곡선

부 시각왜곡도가 감소하였으며, [B 유형]과 [C 유형]은 평면

곡선길이가 길수록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B 유형]은 종단곡선길이가 길수록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증

가하였다.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 영향인자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5.2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제시

본 절에서는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 영향인자

분석결과를 통해, 이를 고려한 설계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 [설계기법I] : 평면곡선부에 종단경사가 결합된 [A 유형]

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 [설계기법II] : 평면곡선부에 볼록 종단곡선이 결합된 [B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 [설계기법III] : 평면곡선부에 오목 종단곡선이 결합된 [C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설계기법I]은 평면곡선부에 종단경사가 결합된 [A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이다. [A 유형]은 평

면곡선반경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변화한다. 선형에

따른 [A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와 같이, [A 유형]은 일반적으로 곡선부 인지곡선반

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작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평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는 감소하였다.

[설계기법II]는 평면곡선부에 볼록 종단곡선이 결합된 [B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이다. [B 유형]

은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길이, 종단곡선길이에 따라 곡선

부 시각왜곡도가 변화한다. 선형에 따른 [B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결과는 표 13, 표 14와 같다. 음영으로 표

기된 부분은 실제 존재하기 어려운 선형으로써, 수치가 비정

표 10. 차종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분석

구 분 [A 유형] [B 유형] [C 유형]

승용차 1.024537 0.958843 1.120417

승합차 1.027879 0.932716 1.126667

기타 1.039216 0.958333 1.058333

그림 7. 차종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분석

표 11.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 영향인자 분석 결과

분석결과 요 약

[A 유형]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이 실제 곡선반경에 비해 작음

-평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감소함

[B 유형]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작음

-  평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감소함

-평면곡선길이와 종단곡선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증가함

[C 유형]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큼

-  평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감소함

-평면곡선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감소함

표 12. 선형조건에 따른 [A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

곡선반경(m) 곡선부 시각왜곡도

80 0.949

100 0.959

200 0.979

300 0.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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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도출되어 제외하였다.

표 13, 표 14와 같이, [B 유형]은 일반적으로 곡선부 인

지곡선반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작게 인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면곡선길이가 50m 미만인 경우는 평

면곡선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감소하다

가 어느 기준점에서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고, 지속적으로 평면곡선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부 시

각왜곡도 또한 계속 증가하였다. 평면곡선길이가 50m 이상

인 경우, 곡선부 시각왜곡도 기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평

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감소하였

고, 평면곡선길이와 종단곡선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증가하였다.

[설계기법III]는 평면곡선부에 오목 종단곡선이 결합된 [C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이다. [C 유

형]도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길이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

도가 변화한다. 선형에 따른 [C 유형]의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와 같이, [C 유형]은 일반적으로 곡선부 인지곡선반

경이 실제 평면곡선반경에 비해 크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평면곡선길이가 50m 미만인 경우는 [B 유형]과

마찬가지로 평면곡선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

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어느 기준점에서 곡선부 시각왜곡

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평면곡선반경이 증

가함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도 계속 증가하는 곡선부 시

각왜곡도 기준점이 나타났다. 또한, 평면곡선길이가 길어짐

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증가하였다. 평면곡선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 곡선부 시각왜곡도 기준점이 나타나지 않

았다. 평면곡선반경이 커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감

소하였고, 평면곡선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곡선부 시각왜곡도

는 감소하였다.

기하구조 유형별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은

표 1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 곡선부의 시각왜곡현상을 경험적 실험

분석을 통해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정량적인 수치와 설계기

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산정하였다. 곡선부 인지곡선

반경을 산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지곡선반경을

종속변수로 하고, 평면곡선반경, 평면곡선길이, 종단곡선길

이, 종단경사 대수차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모형식

을 개발하였다. 

둘째, 도로의 선형조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

별로 인지곡선반경에 대한 실제 곡선반경의 비율을 계산하

여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인자가 곡선부 시각왜곡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을 제시하였다.

6.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시간적공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연구의 범위

가 제한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연

구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산정하기 위해 시

뮬레이션 화면을 운전자에게 설문조사하여 그 영향을 분석

하였다. 그러나 곡선부의 시각왜곡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조사방법인 시뮬레이션 정지

화면에 대한 조사·분석보다 현장에서 주행차량을 이용하거

나 가상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현실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을 실시하여 곡선부 인지곡선반경을

산출하였으나 경험적 인지곡선반경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운

전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인 기법 등을 통한 정형화된 이론적 인지곡선

반경 산정모형식과 경험적 인지곡선반경 산정모형식을 조합

표 13. 선형조건에 따른 [B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
(종단곡선길이 L=40m)

CL
R 20m 40m 60m 80m 100m 200m

40m 1.896 1.398 0.899 0.401 - -

60m 1.583 1.250 0.918 0.586 0.253 -

80m 1.426 1.177 0.928 0.678 0.429 -

100m 1.332 1.133 0.933 0.734 0.534 -

200m 1.144 1.044 0.945 0.845 0.745 0.247

300m 1.081 1.015 0.948 0.882 0.815 0.483

…

표 14. 선형조건에 따른 [B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
(종단곡선길이 L=100m)

CL
R 20m 40m 60m 80m 100m 200m

40m 1.772 1.273 0.775 0.276 - -

60m 1.500 1.167 0.835 0.503 0.170 -

80m 1.364 1.115 0.865 0.616 0.367 -

100m 1.282 1.083 0.883 0.684 0.485 -

200m 1.119 1.019 0.920 0.820 0.720 0.222

300m 1.065 0.998 0.932 0.865 0.799 0.467

…

표 15. 선형조건에 따른 [C 유형] 곡선부 시각왜곡도 분석

CL
R 20m 40m 60m 80m 100m 200m

60m 0.423 0.811 1.199 1.587 - -

80m 0.586 0.877 1.168 1.459 1.750 -

100m 0.684 0.916 1.149 1.382 1.615 -

200m 0.879 0.995 1.112 1.228 1.344 -

300m 0.944 1.021 1.099 1.177 1.254 1.642

400m 0.976 1.035 1.093 1.151 1.209 1.500

…



− 672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한 종합적인 인지곡선반경 산정모형식 개발이 요구되며 충

분한 자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통해 산정된 곡선부 시각왜곡도

를 고려한 설계기법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곡선부 시각왜곡도의 증가는 곡선부를 주행하는 운

전자에게 작업 부하를 주어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가중시킨

다. 그러나 곡선부 시각왜곡도의 절대값이 같다 하더라도, 곡

선부 시각왜곡도가 1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각각 교통사

고 발생위험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곡선부 시각왜곡도가 1

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각각에 대한 설계기법이 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곡선부를 세가지로 분류하여 개별 인

지곡선반경 산정모형을 개발하였으나 활용성 및 편의성 등

을 위해서는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모형의 구축

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인지곡선반경 모형 구축시 활용된 변

수는 선형 기본요소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인

지곡선반경 모형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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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곡선부 시각왜곡도를 고려한 설계기법

유 형 설 계 기 법 현행 설계기준

[A 유형]
평면곡선반경은 크게 설계하는 것을 권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차도의 평면곡
선 반지름은 설계속도
와 편경사에 따라 다
음 표의 길이 이상으
로 한다.

최소곡선반경 길이

설계속도 → 60km/h
편경사6% : 140m 
편경사7% : 135m 
편경사8% : 130m 

설계속도 → 80km/h
편경사6% : 280m 
편경사7% : 265m 
편경사8% : 250m

평면곡선반경 200m이상 권장

[B 유형]

평면곡선
길 이

 50m미만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평면곡선반경과 종단곡선길이에 따라 특정지점에서 가장 적게 발생

평면곡선길이 20m, 종단곡선길이 40m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8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20m, 종단곡선길이 100m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7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40m, 종단곡선길이 100m 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2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
길 이

50m이상

평면곡선반경은 크게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며, 종단곡선길이와 평면곡선길이가 길수록
평면곡선반경은 길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

평면곡선길이 80m, 종단곡선길이 40m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40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80m, 종단곡선길이 100m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50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100m, 종단곡선길이 100m일 경우, → 평면곡선반경 850m 이상 권장

[C 유형]

평면곡선
길 이

50m미만

곡선부 시각왜곡도는 평면곡선반경과 종단곡선길이에 따라 특정지점에서 가장 적게발생

평면곡선길이 20m인 경우, → 평면곡선반경 5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40m인 경우, → 평면곡선반경 2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
길 이

50m이상

평면곡선반경은 크게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며, 평면곡선길이가 
길수록 평면곡선반경은 길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

평면곡선길이 60m인 경우, → 평면곡선반경 250m 이상 권장

평면곡선길이 80m인 경우 → 평면곡선반경 1000m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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