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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비정상적인 사건이며 대부분 자연재해이다. 언제 어
디에서 어떻게 발생할 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비상재해가 발생하
면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재화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
로 비상재해가 발생하면 교통과 관련된 많은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된다. 비상재
해로 도로의 통행이 두절되면, 지역과 국가의 경제기반도 영향을 받는것을 피할
수 없다. 과거의 기록에 의하면,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등의 피해는 수 천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간과되기 쉽다. 만일 유효적절한 도로망 서비스
가 제공되었더라면, 그 피해는 좀 더 경감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큰 눈이 내리면 차량의 통행이 순탄치 않게 된다. 대개의 경우, 차량이
멈추어서고, 사람들은 차안에서 기다리면서 도로가 소통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
렇지만 통행두절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도 인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도로관
리자에게 불만을 갖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자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
상도 청구한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발생하였고, 장래에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
히 있다. 그러므로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의 대책은 매우 긴요하다. 그 중에
서도 도로망의 연계성 확보방안은 국가기간간선망의 형성면에서 중요하고 우선
순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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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눈이 내려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때라 해도 도로는 연계성이 잘 되는 경
우 시스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회를 하여 통행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지진이나 폭설, 폭우 등으
로 도로의 통행이 두절되었을 때, 연계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였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통행두절로 인해 인
접한 연계도로를 이용함으로서 교통량이 분산되고,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게 유
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비상재해시에 대응하여 대체이용이
가능한 도로망 구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분의 도
로망이 비상재해시 국가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의 도로 공급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도 충분하지 못하다. 전국 도로망은 남북축이 잘 발달되었지만, 동서축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격자형 망구조의 도로망 연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
되어야 한다.
비상재해는 폭설,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외에도 테러, 데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재해 발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연계성 확보가 시급하며,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을 시의적절하게 짚어주고 있다. 본 연구가 계기가 되어, 국가간선망
차원에서 비상재해를 고려한 도로망의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시과제로 추진되었지만, 조남건 연구위원과 김준기 책임연구원의
열과 성에 의해 완성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비상재해와 관련한 도로분야 연구에서 좋은 연구성과를 만
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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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최근 기후변화 현상으로 해마다 태풍․홍수․폭설 등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교통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전북 무주 일대 등지 외에도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 침수,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통행두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고 사회․경제적 피해
도 크다. 일예로 2004년 3월의 대설에 의한 피해는 약 6,700억원에 달하며, 경부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30시간 동안 차단되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은 도로상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게 되며, 이러한 유고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경
우 도로이용자들은 도로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
기도 한다.
비상상황으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통행을 우
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고속도로의 비
상재해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상재해 등으로 인
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
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고속도로의 연계성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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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비상재해시에도 연계된 고속도로는 우회로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ETC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통로

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본의 스마트 IC의 개념을 도입하
여, 평소에는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비상시에는 우회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때로는 천문학
적인 경우도 있어서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재해
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
고 현재의 아날로그적 방식의 비상대피방안을 첨단화하는 방안(예를 들면 스마트
IC)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 비상재해시 중요한 우회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비상재해 대비는 소홀하
다는 느낌이 든다. 기후변화와 같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비상재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에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국가간선교통망 계획 수
립, 비상재해를 고려한 도로사업 투자 평가방법 연구, 스마트 IC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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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최근 기후변화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태풍․홍수․폭설 등으로 인해 교통두절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자연재해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두절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고,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 2004년 3월의 대설시 약 6,700억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에 대한 불만이 높고, 집단보상 소
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도로는 망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도로의 역할은 도로의 연계성이 보장됨으로
써 강화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 역시 제고된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도로상에
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은 도로망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대
응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도로 이용자들이 도로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고속국도, 국도 등을 관리하는 곳
에서는 나름대로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기도 한다.

v

따라서 비상상황으로 인해 진행방향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고속도로의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
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로 도로망의 체계와 관련된 연구와 비상재해와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았다.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일본 고속도로에 대
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야무우치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야무우치의 연구에 따
르면 수도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기간동안에 간
토우(關東) 지역의 총 편익은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토우후쿠 고속도로와 칸에
츠 고속도로가 수도고속도로와 연결된 이후에는 편익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단일 고속도로의 개통도 의미는 있지만,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창출되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해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Rubin(1982)과 Petak(1985)는 재해관리과정을 크
게 사전재해관리와 사후재해관리로 구분하였으며, 사전재해관리로는 재해의 예
방과 대비, 사후재해관리로는 재해 대응과 복구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효
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해서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해외 연구들은 주로 허리케인, 테러 등의 재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사람
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주제로 재해의 사전예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재해의 영향 범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피방안을 예방적 차원
에서 다루고 있어 비상재해시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에 대해 다루는 본 연구와는
연구범위나 문제해결 방안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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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상재해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에서 통행두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개구
부 개방, 터널 앞 우회로 개방, 도로변 비상연결로 개방, 휴게소 뒷문 비상연결로
개방 및 톨 게이트 진입부 우회로 우회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대피 방안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첫째, 현행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상대피 상황을 인식하여 고속국도상의
차량 등을 대피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차량의 통행규제 기준은
재해상황 6시간으로 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둘째, 고속국도 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개방구간을 열어줄 때까지 고속국도 이용차량 등은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 셋째, 비상연결로는 전국적으로 60여 km에 한군데 꼴로써, 유명무실하다.
넷째, 고속국도 휴게소의 뒷문 비상연결로는 전국 휴게소의 28%에 설치되어 있
으나, 통로가 좁고, 대부분 농로와 연결되어 비상시 통행로로서 이용하는데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비상연결로 앞에 주차차량이 있는 등 비상연결로 관리가 부실하
다.
이 중에서 고속국도의 차량통행을 규제하는 기준이 재해상황 발생후 6시간으
로 되어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규정은 유료도로의 무료통행 근거를 제시하
기 위한 것이지만, 고속국도상에서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이용자의 인간적 한계
를 배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제4장 해외의 대피방안 고찰

본 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재해시 대피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비상재해시 간선도로망의 우회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04년 발생한
니가타의 지진발생시 니가타의 칸에츠 고속국도가 통행두절이 되었을 때, 니가
타에서 도쿄로 연결되는 다른 두 갈래의 고속국도가 우회도로 역할을 해 주었다.
ⅶ

당시 인접한 고속국도에 30~60%의 교통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우회도로의
역할이 가능하여 니가타 지역을 오고가는 인적 물적 교류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림 참조).

<그림> 니가타 현～도쿄 간의 지진발생 후 연계도로의 교통량 증가현황

니가타

조

조신에츠
고속국도

마찬가지로 2004년 호우시에도 통행두절 되었던 시코쿠 지방에서도 인접한 도
로로 교통량이 우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과 산업활동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계된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의 우회기능이 향상되
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하여 고속국도에서 인접한 국도로 바로
연결되거나, 고속국도 휴게소를 이용하는 비상연결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IC는 하이패스 전용인데, 평소에는 톨로 이용되고 비
상시에는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이패스 전용이기는 하지만, 비상재해시 도
로관리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비상대피를 할 수 있으
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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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본 고속국도 휴게소의 스마트 IC

칸에츠(關越) 자동차전용도로 미요시(三芳) 휴게소의 스마트 IC
출처: 일본 국토청 도로국,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미국의 경우는 재해에 대비하여 우회로 및 비상연결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
다. 그 외에 중분대 자동화 분리시설의 운영, 역주행차선을 이용한 대피로 확보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5장 비상재해시 도로의 연계성 제고방안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우회로 이용 경험과 일본의 스마트IC 도입가능성 등을
알기 위해 고속국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약 80%가 우회도로를 택한 경험이 있지만 우회로 선
택시 길을 잃기 쉽고, 도착시각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우회로 선택을 기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IC의 도입과 관련하여 설문 응답자의 75%가 찬성
하였고, 25%는 휴게소 내부의 진출입부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과 모든 차량이
스마트IC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하였다.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효과 분석과 함께, 호남지역의 설해 지
역을 대상으로 현재 공사중인 고속국도가 당시 이용 가능했다면 얼마나 도로망
의 연계성 효과가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해안 고속국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망
의 연계로 인한 교통량 분산효과가 입증되었다.

ⅸ

제6장 결론
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때로는 천문학
적인 경우도 있어서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비상재해시 도로의 연계성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선망의 계획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속국도와 연계도로를
활용하는 비상연결로 및 비상대피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제안으로 도로 계획시 안전(security)이 평가요소로 추가되어야 하
고, 일본의 스마트 IC에 준하는 하이패스용 비상연결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비상
연결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색인어 _ 비상재해, 비상연결로, 도로의 연계성, 스마트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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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고속국도에서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에 의해 교통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빈발로 고속국도가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기후변화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태풍․홍수․폭설 등으로 인해 교통두절이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자연재해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교통두절이 되면 통행이 불가하여 임시 개통될 때까지 국민들
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고,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하다. 2004년 3월, 수도권
과 충청권의 폭설로 인한 피해액은 6,734억원이었다. 통행두절시 도로이용자는
도로관리청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적 이슈를 가져오기도 한다.
도로는 망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도로의 역할은 도로의 연계성이 보장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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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강화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 역시 제고된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도로상에
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은 도로망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대
응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도로 이용자들이 장시간 도로에 갇혀 시간을 허비
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속국도, 국도 등을 관리하는 곳
에서는 나름대로 비상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상상황으로 인해 진행방향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발생시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비상재해 상황은 2000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2006년 기종점 자료와 네트워크를 이용
하였다.
②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전국을 설정하였다.
③ 내용적 범위 : 연구 대상도로로는 고속국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일반국도까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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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① 문헌연구
도로의 연결성에 따른 통행소통․경제적 효과 및 비상시 도로의 대피기능 확
보 등을 포함한 국내외 관련연구에 대하여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② 현장 답사
한국도로공사(본사)와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청)를 포함한 관련기관을 방문하
여 비상시 대응방안에 관하여 담당업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였고, 현재 대응
방안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답사(고속국도 본선구간, 휴게소, 고속국도
인근 도로 등)를 수행하였다.

③ 설문조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휴게소에서 고속국도 이용자에게 면접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대응방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
항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④ 시뮬레이션
비상재해 대응방안의 효과 평가를 위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인 CORSIM
을 활용하였고, 도로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위하여 교통수요분
석 프로그램인 EMME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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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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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비상재해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우리나
라 고속국도에서의 비상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용어 정의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1항1)에 의하면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1항2)에 의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태
풍․홍수․강풍․지진․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폭
발․교통사고 등과 유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된다.
1970년대의 재난3)이라 함은 적의 침공으로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

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화재․폭발 등의 인적 재난
으로 의미가 확대 되었다 (신성일, 2006).

1) 『자연재해대책법』 참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참조
3) 『민방위 기본법(1975.7.25재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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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난관련 법의 발전과정

자료출처：신성일, 『서울시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본 연구에서의 “비상재해”는 도로 소통기능의 차단을 유발시키는 피해를 의미한
다. 예를 들면, 지진․대설․홍수 등의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낙석으로 인한 도로
구간 두절,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구간 차단 등을 포함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도로망의 체계 관련 선행연구4)

(1) 도로망의 구조

도로는 대부분 자연발생 또는 국가의 전략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도로는 지점
을 나타내는 노드(node)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link)로 구성되며, 도로망
은 노드와 링크가 서로 연계되어 망의 구조를 갖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로망의 유형으로는 깔대기형, 나뭇가지형, 네트워크 형이 있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반영한 즉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활동이 중심도시에 의존되는 경향이
강한 도로망은 깔대기형 또는 나뭇가지형 도로망이다. 네트워크형 또는 격자형
도로망은 도로이용자가 어느 곳에서나 도로에 접근하는 시간과 거리가 비슷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4) 도로망의 체계 관련 선행연구는 조남건 (2002)의 연구를 재구성함
6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그림 2-2> 도로망의 유형

(a) 깔대기형

(b) 나뭇가지형

(c) 네트워크 형

자료출처：조남건, 2002.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체계의 구축방향 연구』(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고속국도망의 구조는 경부고속국도와 호남고속국도로
연계되는 전형적인 깔대기형 구조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의 전국간선도로망계
획 수립이후 점차 네트워크 형으로 발전해왔다.

(2)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

도로망이 네트워크를 갖추게 될수록 깔대기형에 비하여 접근성, 즉 연계성은
좋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Y에서 Z로 가기위해서는 그림
(a)에서는 X로 돌아가야 되었으나, 단절된 Y와 Z에 새로운 연계노선이 있다면,
X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으므로 두 지점간의 연결성과 교류는 한층 강화

될 것이다. i와 j 역시 Z와의 연결성이 더불어 좋아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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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로의 연계성 비교

(a) Y와 Z 미연결

(b) Y와 Z 연결

자료출처：US DOT(1997), Transport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1997. 제6장 167쪽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일본 고속국도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 야무우치(山內弘隆 등, 1995)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우(關東) 지역의 총 편익이 당초 10년간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는데, 그 이
유는 수도고속국도가 네트워크로 접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토우후쿠(東北) 고속국도나 칸에츠(關越) 고속국도가 수도고속국도를 경유하게
되어 도로의 연계성이 좋아지게 되어 편익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야무우치
의 연구는 단일 고속국도의 개통도 의미가 있지만, 고속국도가 다른 고속국도와
연계될 때 창출되는 편익은 배가 될 수 있음을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5) 자료에 의하면, 지진과 호우 등으로 인해 일정
구간의 도로가 통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연계된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의 우회
기능이 효과를 보았다는 평가가 있었다(제4장 참조). 일본에서는 이를 여유 있는
도로망(redundancy)의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이 우

5)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방재 홈페이지(www.ml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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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 비상재해 관련 선행연구

(1) 국내연구

국토연구원에서서 수행한『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 (2000)』는 국토․도시
정책 차원의 방재대책 수립을 위하여 방재형 국토를 만들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국토 각 영역과 시설의 방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법․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폭설대비 광역도로 제설체제 구축방안 연구 I』(국립방재연구소, 2003)에서
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설해발생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 도로의 합리적인
제설체제 구축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 도로의 관리체계, 제절제 및 제설
장비의 특징, 제설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에 관한 연구 I, II』(국립방재연구소, 2004,
2005)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방재계획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방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 측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김경석(2008)은 재난․재해에 의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체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유고라 정의하고, 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피소, 저류지, 피난경로정보시스템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건 외 (2005)는 각종 재난에 의해 국가기간교통망에 유고상황이 발생할 경
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국가적 차원으로 인적, 경
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개전략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신성일 (2006)은 도시에서의 방재의 개념을 정립하고 재해 유형별로, 즉 화재
발생시와 침수시의 차량 우회전략을 수립하고 위험물 차량관리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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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연구

Petak(1985)은 재해관리과정을 크게 사전재해관리와 사후재해관리로 구분하였

으며, 사전재해관리로는 재해의 예방과 대비로 사후재해관리는 재해 대응과 복
구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2-1> 재난관리 단계별 과정
단계
예방

대비

과정

재난의 요인을 제거하여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재
난 발생시 확산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재난발생을 예측하고 사전 대비하여 피해의 감소 및 확산을 최
소화하기 위한 조직․인력․장비․예산 등에 관한 동원

대응

재난발생시 피해 규모감소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

복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정상상태로 돌리는 과정

자료출처：신성일, 『서울시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Rubin(1982)은 재해관리의 4단계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재해관리는

종합성을 띄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토지이용 형태는 위험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재해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는 이주를 고려해야 하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시 향후 재
해의 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Wolshon 외 (2005)는 허리케인에 대비한 고속국도의 대피기능 역주행
(contraflow)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주의 탈출방안과 역주행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Chien과 Opie (2006)는 인구규모, 반응형태, 허리케인 규모 등에 다른 대피시간

을 산정하였고 현재 대피방안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하였다.

10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행연구들은 재해의 영향 범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피방안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재해로 인하여 고속국도의 일부구간이 단절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신성일 (2006)의 연구는 도시
부 도로의 침수시 방재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구간의 통행두절을 설정하는
본 연구와 유사점이 있으나, 도시부는 기본적으로 단구간 격자형 도로구조이므
로 장거리 구간이 연결되는 고속국도와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
속국도의 통행두절 시 통행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휴게소 활용, 인접한 국
도 및 지방도 등과의 연결성을 강구하므로, 도시부의 연구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제 2장∙선행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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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연구와의 본 연구의 차별성 요약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 ∙국내 문헌고찰 ∙국내 재난대응 체계와
∙해외 사례검토 선진국의 재난 대응 체계
대응전략 연구>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강원도 지역을 비교 분석
에 의한 국가기간 교통망 대상으로 현지조사 ∙재난별 영향권 분석 및
1
유고상황에 대하여 재난유 ∙최단대피경로 탐 모형 개발
형별 피해 규모를 예측하 색을 위하여 다중 ∙손실을 최소화히기 위한
고 소개전략모형을 제시 표지 수정형 덩굴 재난 복구 우선순위 결정
망 알고리즘 활용
<서울시 교통방재체계 ∙국내 현황 조사 ∙서울시의 재난관리체계
∙해외 사례 검토 현황분석
구축방안 연구>
∙연구목적: 재난 발생 ∙시뮬레이션 기법 ∙선진국의 방재체계 고찰
2 지역 주변의 교통처리방 을 통하여 침수지 ∙재난별 교통방재체계
주요
안과 도심에서의 위험물 역 우회전략 및 위 활용방안
차량의 관리를 포함한 험물 차량관리 전
략 개발
교통방재체계 구축
선행
<Review of Policies and ∙설문조사
Practices for Hurricane ∙문헌조사
연구
Evacuation Ⅱ>
3 ∙교통운영과 관리 및 조
정을 통한 재해탈출에 관
해 현재 실행사항 요약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주의
탈출방안에 대한 현황 분석
∙Contraflow 적용시 발생
할 수 있는 이슈들 고찰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
한 탈출을 돕기위한 ITS
이용현황

∙탈출 수요 및 시나리오
<Analysis and Modeling ∙문헌고찰
of Cape May County ∙GPS를 이용하여 별 탈출시간 추정
Roadway Elevations and 허리케인 발생시 ∙탈출시 사람들의 반응
4 Evacuations Routes>
도로로의 대피 가 형태 모형구축
∙다양한 상황 (인구, 반 능여부 조사
응 정도, 허리케인 규모 ∙시뮬레이션 기법
등)하에서 탈출 시간 결정
∙비상재해시 국가간선 ∙국내 재해현황 조사 ∙국내 재해대응 현황 평가
도로망의 연계성을 제고 ∙선진국의 재난 ∙도로의 연계성기능 고찰
하여 국가간선도로의 일 대응방안 사례검토 ∙비상상황시 교통대피
부구간이 기능을 못하는 ∙시뮬레이션 기법 방안 제시
본 연구
경우가 발생하여 나타나 을 이용하여 재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간선
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비 간선도로망의 도로의 연계성 강화방안
연계성 방안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
방안을 마련
례분석

12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3. 비상재해 발생 현황
최근 폭설․대설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기상재해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전북 무주 일대
등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때, 폭설로 최장 30
시간 통행두절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기도 한다.
폭설․대설로 인하여 고속국도 상에서 차량 고립피해가 여러차례 발생하였
다6). 폭설시 일부운전자들의 통제불응 및 도로상 차량방치, 고속국도 IC 및 고속
국도와 연결된 국도․지방도에 대한 제설 지연 등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계가 미흡하여 구호․구난활동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2004년 대설피해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국 고속국도 15개 노선 58개소
(약 157km)를 취약구간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폭설과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방안은 아직도 취약하다. 특히 교통사고, 고속국도 노상시
위 등의 돌발적인 사태도 간헐적으로 고속국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응방안이 긴요하다.

<폭설에 의한 심각한 정체로 천안휴게소 <호남고속국도에서 가드레일일 넘어 고속
에서 간식을 사가는 이용객들>
국도를 빠져나가는 이용객들>
자료출처: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2004. 3. 6 자료출처: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 2005. 12. 22

6) 자료출처: 소방방재청. 2007.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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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고속국도의 주요 설해 피해 발생 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4> 설해에 의한 고속국도 주요피해 발생지역

횡계

천안

현남
강릉

진천
남이
죽 암 SA

논산
경주

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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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설해로 인해 고속국도의 본선이 최대 30시간 차단된 일이 있다. 폭설시 차량의
통행자체가 불능인 경우도 발생하고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차량이 관련된 사고
로 인해 정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설해가 발생한 장소는 영동선, 경부
선, 호남선 및 서해안선 등으로 전국에 산재하였다.
설해로 인한 고속국도의 통제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고속국도 설해로 인한 교통통제 실적
통제 현황
구간

일자

‘01. 1. 7

영업소
통제

통제 정도

영동선 횡계~강릉

본선차단

(양방향)
영동선 강릉SA~강릉

(28시간)
본선차단

폭설

-

(인천방향)
‘02.12. 7
동해선 강릉~현남

(10시간)
본선차단 강릉IC

(동해방향)
경부선 남이~천안

(10시간) 현남IC
본선차단

(부산방향)
‘04. 3. 5 경부선 죽암SA~남이
~ 3. 6

‘05.12. 4

‘05.12.21

‘05. 3. 6

(서울방향)
중부선 남이~진천

통제 원인

(30시간)
본선차단 안성IC 외
(28시간) 37개소
본선차단

차량정체
폭설
차량정체
폭설
차량정체
폭설
트레일러
관련사고,

(대전방향)
호남선 전주~정읍

정체 등
(30시간)
본선차단 백양사IC 외 폭설

(양방향)
호남선(지선) 논산~진월

(6시간)
11개소
차량정체
본선차단 백양사IC 외 폭설

(양방향)

(19시간)

서해안선 영광~동군산

본선차단 목포IC 외 11 관련사고,

(양방향)

(11시간)

경부선 경주~부산

본선차단 건천IC 외

정체 등
폭설

(부산방향)

(5시간)

차량정체

25개소

개소
4개소

트레일러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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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는 대개 대형 태풍의 피해이지만, 요즘에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발생하
기도 한다. 풍수해의 유형으로는 도로유실, 토사유실 및 노면침수 등이 있고, 그
피해는 본선차단 7일이 가장 길었다.
풍수해로 인한 고속국도의 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 풍수해로 인한 고속국도 교통통제 실적
일자

‘02.8.31

통제현황
구간

통제정도

(구)동해선

본선차단

강릉~망상(양)

(7일)

영동선
‘06.7.15

‘02.8.31

‘05.8. 3

‘02.8.31

‘03.9.12

‘06.7.10

영업소
통제

통제원인

도로유실
-

노면침수
(태풍 루사)

본선차단

진부IC 외

(36시간)

8개소

본선차단

옥천IC 외

노면침수

(14시간)

2개소

(태풍 루사)

본선차단

장수IC 외

추부~장수(남이)
경부선

(20시간)

3개소

본선차단

김천IC 외

노면침수

구미~추풍령(양)
중부내륙선

(14시간)
본선차단

1개소
창녕IC 외

(태풍 루사)

창녕~영산(마산)
구마선

(18시간)
본선차단

1개소

토사유실

만종~진부(강릉
강릉~면온(인천)
경부선
영동~비룡(서울)
중부선
장수~지곡(하남)

현풍IC(대구)
중부선
연화산~고성(통영)

현풍IC

(14시간)
본선차단 연화산IC 외
(11시간)

1개소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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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실

토사유실

(태풍 매미)

토사유실
(태풍 에위니아)

고속국도상의 교통사고 등으로 본선이 최장 19시간40분 통제된 적도 있다.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고속국도의 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고속국도 교통통제 실적
사고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통제시간

'07.1.13 경부선 서울방향 13:05~13:50
13:05
(0:45)
402.2k(서울TG)
‘06.4.19
영동선 18.5k
17:55~18:45
17:55
(인천방향)
(0:50)
‘06.4.26 중부내륙선 252.4k 04:10~06:43
(여주방향)
04:10
(2:30)
‘04.3.5
05:00

경부선 262.5k
(양방향)

05:00~09:00
(4:00)

‘04.5.5
06:25
'05.11.15
05:10
‘06.8.5
03:00
‘05.4.14
17:04
‘07.6.2
11:50

서해안선 171k
(양방향)
경부선 234k
(서울방향)
중부선 291k
(하남방향)
경부선 355.8k
(양방향)
호남선 114.8k
(순천방향)

‘05.11.2
14:20

구마선 8k
(양방향)

‘04.1.3
08:50
‘05.7.16
01:00
‘05.9.9
08:20

남해선 109k
(양방향)
남해지선 0.1k
(부산방향)
남해선 81k
(부산방향)

06:25~11:00
(4:35)
05:10~07:05
(2:00)
03:00~06:12
(3:12)
17:04~17:51
(0:45)
11:50~13:50
(2시간)
14:20~
(익)10:00
(19:40)
08:50~12:20
(3:30)
01:00~05:20
(4:20)
08:20~10:45
(2:25)

사고내용

버스관련 5중
추돌(32명 사상)
화물차 전도
신너통 화재
화물차 추돌
(철근 유포)
화물차량 관련
다중추돌
(중분대 침범)
탱크로리 전도
염산 유출

비고

-

눈길

화물차 추돌
버스관련 3중
추돌(34명 사상)
탱크로리(유류)
화재
5중추돌 및
화재

터널내
사고

미사일 추진체
폭발

터널내
사고

탱크로리 LPG
유출
화재
트레일러 전도

-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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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의 노상시위로 인한 고속국도의 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시위로 인한 고속국도 교통통제 실적
통제현황
일자

구간

시간

영업소
통제

‘03.6.20

전국 9개노선
26개소

04시~11시
(7시간)

진입 11개소
진출 8개소

‘05.11.21

전국 4개노선
6개소

쌀개방
10:17~15:10
진출입 31개소
(5:00)
국회비준 저지

‘06.5.29

경부선 부산방향
서울TG

22:05~22:55
(0:50)

-

‘07.1.26

서울외곽순환선
판교방향 121.5k

18:05~18:45
(0:40)

-

‘04.10.4

서해안선 서울방향 17:45~18:40
(0:55)
서평택IC

진입 1개소

‘04.11.19

서해안선 목포방향 12:10~12:40
(0:30)
서평택Jct

-

서해안선 양방향
줄포~서김제
서해안선 양방향
‘03.11.19
줄포~서김제
호남선
‘06.11.22 순천방향 산월IC
천안방향 서광주IC
중부내륙선
‘06.7.14
창녕IC
‘03.8.13

16:20~18:40
(2:00)
16:15~17:50
(1:35)

진입 2개소
진입 2개소

시위사유

한,칠레
FTA 폐기
농민시위

시각장애인
안마자격
위헌판결 항의
하이닉스 공장
불허 항의
포승공단
사고 유가족
보상불만
서평택항
당진군 편입
항의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반대

11:14~12:22
(1:08)

진입 3개소

한미 FTA
협상저지

16:50~17:15
(0:25)

진입 1개소

건설노조
임금인상 등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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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현재 고속국도의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현장조사,
관련 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대응방안의 현황
폭설과 같은 예기치 못한 비상재해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중앙분리대 개구부, 비상연결로,
휴게소 비상연결로, 터널 앞 비상 회차로, 고속국도 진입부 회차로

1) 중앙분리대 개구부

고속국도 중앙분리대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설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중앙분리대 개구부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철제
시설로 되어 있다. 이 시설은 분리대 양쪽 끝을 중장비의 도움 없이 인력만으로
도 20~30분 내에 이설․개방할 수 있다. 평소에는 차량이 이용할 수 없으나, 비상
시에는 중앙분리대를 개방하여 차량을 우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분리대
개구부는 고속국도 상에 비교적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재해 확인 후 도
로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설작업을 하여 개방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개념과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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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앙분리대 개구부

<표 3-1> 중앙분리대 개구부 현황
노선
경부선
중부선
제2중부
서해안선
영동선
호남선
호남지선
88선
장성-담양선
남해선
남해지선
마산외곽선
중앙선

설치 수

189개소
173개소
7개소
81개소
117개소
82개소
27개소
4개소
4개소
67개소
15개소
7개소
122개소

평균간격

2.19km
1.91km
3.89km
4.16km
1.99km
2.34km
1.93km
3.26km
8.50km
2.49km
1.29km
2.02km
2.35km

노선
중앙선
중앙지선
구마선
중부내륙선
대구포항선
동해선
서울외곽선
경인선
제2경인선
평택-충주선
대전남부선
울산선
전체

설치 수

122개소
8개소
9개소
79개소
24개소
21개소
28개소
10개소
12개소
3개소
8개소
5개소
1,096개소

평균간격

2.35km
0.91km
3.0km
3.32km
2.74km
2.74km
4.41km
2.17km
2.05km
8.97km
1.48km
2.38km
2.5km

출처: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한국도로공사, 2007)을 재구성함

2) 비상연결로

비상연결로는 고속국도와 인접한 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연결하는 통로로, 평
소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나 비상시에는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대피로로 이용이
가능하다. 비상연결로의 개념과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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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상연결로

<표 3-2> 비상연결로 현황
노선

방향
서울
부산
속초
서울
목포
인천
강릉
하남
양평
마산
하남
통영
부산
춘천
천안
순천
대전
논산

경부선
동해선
서해안선
영동선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중앙선
호남선
호남지선
전체

설치 수

15개소
16개소
1개소
7개소
7개소
8개소
7개소
1개소
2개소
4개소
6개소
8개소
8개소
7개소
4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105개소

평균간격

26.0km
24.5km
30.1km
42.6km
42.6km
26.0km
29.3km
15.5km
88.5km
53.1km
47.5km
36.9km
32.1km
36.1km
38.8km
64.7km
27.0km
27.0km
34.8km

출처: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한국도로공사, 2007)을 재구성함
주 : 전체 평균간격은 비상연결로가 설치된 고속국도만을 고려하여 산정

3) 휴게소 비상연결로

휴게소 비상연결로란 고속국도 휴게소 내 납품용 혹은 직원 출입용 통로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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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소와 인접한 도로(주로 농로 등)와 연결되어 있고, 비상시 차량의 대피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휴게소의 입지에 따라서는 인접한 도로와 단차가 커서 비상연결
로가 없는 곳도 많고, 보행에 의한 출입만이 가능한 곳도 있다.
<그림 3-3> 휴게소 비상연결로

<표 3-3> 휴게소 비상연결로 현황
노선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호남선
영동선
남해선
구마선

방향
서울
부산
서울
목포
하남
통영
천안
순천
강릉
서창
부산
대구

휴게소명

입장, 죽전, 안성, 천안, 신탄진, 옥천, 언양
만남의 광장, 안성, 입장, 망향, 천안, 옥산, 죽암, 옥천, 언양
화성, 행담도, 서천, 군산
화성, 행담도, 서천
이천, 산청
산청
여산, 계룡, 양촌, 정읍, 백양사, 주암
여산, 벌곡
용인
용인, 여주, 문막
남강, 섬진강
현풍

출처: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한국도로공사, 2007)을 재구성함

비상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는 총 40개소로 이는 전체휴게소의 약
28%에 해당된다. 휴게소의 비상연결로는 대부분 농로와 연결되어 있고, 1차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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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널 앞 비상회차로

터널 앞 비상회차로는 터널 앞의 여유 공간에 차단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고,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의 터널 진입을 막고 차량을 우회시키는데 이용이 가능하
다. 일부 교량의 전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3-4> 터널 앞 비상회차로

5) 고속국도 진입부 회차로
고속국도 진입부 회차로는 톨게이트 전 또는 후에 설치되어 있고, 항시 개방되
어 있으며, 본선 진입을 회피하거나 비상사태로 인해 본선 진입이 불가할 시 이
용이 가능하다. <그림 3-5>는 서해안고속국도 비봉 톨게이트이며, ‘유지관리용
회차로’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그림 3-5> 고속국도 진입부 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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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대응방안의 문제점
고속국도에 비상재해로 인하여 본선이 통제될 경우 도로망의 연계성, 현 비상
재해 관련 법규, 현장 조사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도로망의 연계성 부족

우리나라의 고속국도망은 1990년초 수립된 남북 7축, 동서 9축의 국가간선도
로망 계획으로 그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 최근까지 고속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간선도로망은 남북으로는 잘 발달되어있지만 <그림 3-6 > 2006년 고속도로망
동서축 연계가 부족하여 비상재해시 우회로

현황

기능이 취약한 편이다. 최근에는 안중~평택~
안성, 청원~상주, 장성~고창 노선이 개통되었
고, 광주~무안, 강동~홍천 등의 동서축이 건설
중이어서 과거에 비해 격자형 구조의 틀을 갖
추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고속국도망으
로 놓고 볼 때, 연계성은 아직도 미흡한 양상
이다.
2005년 호남지역 설해의 경우, 눈도 많이

왔지만, 호남고속국도 외에 대체할 수 있는 노
선이 없었다는 점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을 보면, 호남고속국도의 도로연결성이 수도권이나 대구 주변에 비
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리한 <표 3-4>에 의하면,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공사중 연
장과 장래 계획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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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고속국도 추진실적
구분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축간
연결
계

총연장
기존
공사중
장래계획
1992년 2007년 1992년 2007년 1992년 2007년 1992년 2007년

2,902

3,290.6

602

1,971.6

886

568.7

1,432

705.2

2,350

3,236.1

676

1,396.2

338

1004.9

1,336

835.0

850

-

319

-

-

-

531

-

6,120

6,526.7

1,597

3,367.8

1,224

1573.6

3,299

1,540.2

출처: 건설교통부, 2008, 도로업무편람

2) 비상대피에 관한 관련 제도 미비

(1) 미비한 관련 법규

도로법(제228조3), 고속국도법(제9조2) 및 동법 시행령(제5조2),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51조)등에는 비상재해시의 차량의 운행제
한(교통통제)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비상재해시의 대피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
다. ‘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및 동법의 시행령 등에도 자연재해 등에 의해 재
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구조 대책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 현장의 대피방안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고속국도법시행령 등에 통행제한 기준7)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비상대
피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으로 비상재해에 대처할 수 없는

7)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 5조의 2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실시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측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
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
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
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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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현행 매뉴얼에는 고속국도에서 적설량 3cm/h이상 강설이 2시간 이
상 지속될 경우 고속국도 통행제한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속국도법 시행령 5조의2는 적설량이 10cm 이상이거나 적설량 3cm/h 이
상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고속국도를 통행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 고속국도상에서 비상재해를 포함한 사고발생시 30
분 이내에 차량 우회를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8)
<표 3-5> 고속국도 통행제한을 위한 사전검토 기준
검토시기

내용

․3cm/h이상 강설이 2시간 이상 지속 ․통행제한 필요성 검토
․대형화물차량 관련사고 발생

․통제구간 및 시간, 대상 결정

․선형불량구간 사고 발생

․중분대 개방 등 우회계획 수립

출처: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한국도로공사, 2007)

<표 3-6> 고속국도 통행제한 기준
기상 및 교통상황

통행제한 방법

비고

․적설량 2cm 미만
․최고 속도의 20% 감속유도
․경남, 수도권: 적설량 2~5cm
․최고 속도의 50% 감속유도
․기타지역: 적설량 2~10cm
․필요시 부분통제 시행
․경남, 수도권: 적설량5~10cm
- 월동장구 미장착차량 통제
․적설량 10cm 이상

도로교통법

․적설량 3cm/h이상 6시간이상

고속국도법

지속

․긴급 통행제한 실시

․천재지변 또는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특정지점 교통마비
출처: 『고속국도 재난관리 매뉴얼』(한국도로공사, 2007)

8) 출처: FHWA. 2000. Traffic Incident Management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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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19조2항
도로공사

메뉴얼

시행령
5조의2

(2) 통행료의 문제

2004년 이전에는 고속국도에 비상시에 대비하는 연결로는 갖고 있지 않았다.

고속국도는 ‘유료도로법’에 의해 운영되어,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하는 통행료를
내야했으므로, 비상연결로를 통해 무료로 통행할 수 없었다.
고속국도는 도로법, 유료도로법(제8조) 등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
도로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
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
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비상연결로는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연
결될 수 없고, 이용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설해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자, 2004년
12월 31일 유료도로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를 개정하였

다. ‘고속국도법’ 제9조2는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
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
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에서 무료도로로의 우회통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상연결
로 혹은 비상대피로가 실질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로법(제64조),
고속국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제3조, 4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
가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외에 농로 등도 고속국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되었다.
재난 차량의 통행료는 『긴급통행제한시 통행료 면제 시행방안』에 의하여 통
행료가 면제 되고 있다. 긴급 통행제한에 대한 기준은 고속국도법 제9조의2에 의
한 통행제한의 기준은 “교통이 장시간 마비”로 되어 있고, 고속국도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①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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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
우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기준을 만족하
거나 아니면 교통두절 상태 3시간 이상의 고립을 장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어 교
통체증을 심화시키게 된다.
현 규정에서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무료통행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
므로, 재해현장에 도로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통행료 면제차량의 확인을 해 주어
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비상대피시설이 있어도 도로관리자의 통제하에 있으며,
도로이용자가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통행제한 규정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비상재해라
고 하지만, 도로관리자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재해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도로이용자의 상황은 거의 배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통제상황이 발생
하기 이전에 도로이용자들이 현장을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비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상대피로

(1) 중앙분리대 개방구간

고속국도 중앙분리대의 일부가 비상시 개방을 할 수 있는 철제 구조물로 구성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속국도에 있는 중앙분리대 개방시설은 도로관리자가 현
장에서 20~30분 내에 개방할 수 있다. 민자고속국도인 천안~논산 구간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개방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시설
물은 도로관리자의 관리하에 개방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의 개구부 구조
물은 도로관리자가 현장에 와서 개방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비상시 신속한
대응방안이 되기 어렵다.9)

9) 고속국도의 교통통제, 안전관리 면에서 현장에 도로관리자, 경찰 등이 올 때까지 도로이용자가 안전
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비상상황에 맞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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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부 혹은 교량 전후에 설치된 회차로의 경우, 대개 자물쇠로 잠겨있고, 구
조도 간단하여 중앙분리대 개구부보다는 빠른 시간에 개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도 도로관리자의 통제하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3-7> 개방이 용이한 중앙분리대와 터널 앞 회차로 차단기

(2) 휴게소의 비상대피로

휴게소의 경우, 비상대피로를 고려하여 입지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
문에 비상연결로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직원용 출퇴근 통로
혹은 휴게소 물품납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휴게소 뒷문은 대개 폭 4m 정도의
농로와 연결되어 있다. 휴게소 내부에서 뒷문으로 연결되는 길은 ‘직원용’ 이라
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다. 이 통
로는 보통 자물쇠로 잠겨 있고, 주차차량이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
휴게소에 연결된 도로는 1차로가 대부분이고, 구배가 가파른 곳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농촌 취락지 혹은 아파트 단지내로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
서 현실적으로는 비상시에 휴게소를 통해 외부 연결로로 나가더라도 주택가 도
로 혹은 농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원활한 소통은 보장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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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천안휴게소의 비상대피로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

<농로와 연결>

(3) 경로 안내 부족

현재 고속국도와 인접한 지방도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결로는 약 64km 간격
으로 있어서 비상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대개의 비
상연결로는 폭 4m 정도의 농로 혹은 지방도 등으로 연결되어 통행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고속국도에 연결된 비상연결로에는 안내표지가 없어, 외부 연
결도로의 방향, 목적지를 알기 어려워 비상 상황시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림 3-9> 비상연결로에 이어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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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피방안 고찰

본 장에서는 해외에서는 도로와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고속국도의 비상대피와 관련하여 비교적 재해에 대비를 잘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1. 일본의 사례

1) 고속국도망의 우회기능

일본의 경우 고속국도의 연계성은 양호하며, 고속국도의 연계성은 비상재해시
우회 대피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004년 10월 니가타현 나카에츠 지진의 사례10)

니가타(新潟) 시에서 도쿄로 연계되는 도로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갈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니가타에서 칸에츠(關越) 고속국도로 도쿄까지 직
결되는 노선이다. 다른 하나는 반에츠(磐越) 고속국도를 이용해 코오리야마(郡
山)에서 토우호쿠(東北) 고속국도로 연계되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조에츠(上
10)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도로/방재(http://www.mlit.go.jp/road/bosai/dourokuukan/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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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에서 나가노(長野)와 타카사키(高崎)를 지나는 조신에츠(上信越) 고속국도이
다. 이 중에서 칸에츠 고속국도가 니가타에서 도쿄방면 여행시 자주 이용되는 노
선이다. 니가타와 도쿄의 연계성으로만 보면, 두 도시간 세 개의 고속국도가 많
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2004년 10월, 니가타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세 방면에 있는 도로
의 연계성(네트워크)은 이 지역의 통행두절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니가타현 나카에츠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칸
에츠 고속국도(코이데(小出) IC~나가오카(長岡)IC)와 국도 17호(카와구치쵸(川口
町)) 등이 통행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니가타현 나카에츠 지방에서 동쪽지역인
도쿄방면 ~ 니가타 방면 간의 광역교통이 두절되었다. 이로 인해, 반에츠(磐越)고
속국도에서 약 60%, 죠신에츠 고속국도에서 약 40%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고속국도의 네트워크가 우회로로서 효과를 발휘한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
로 볼 때, 고속국도의 네트워크 확보는 재해지역으로 긴급물자 수송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니가타 현～도쿄 간의 지진발생 후 연계도로의 교통량
증가현황

니가타

조

조신에츠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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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진발생 전․후 교통량 변동현황
반에츠고속국도(니시아이츠IC∼츠가와IC)
약 60% 증가(5,700대→9,500대)

지진발생
죠신에츠고속국도(미요우코우코우겐IC∼시나노쵸IC)

약 40% 증가(9,000대→12,800대)
지진발생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방재 홈페이지

(2) 2004년 태풍21호 호우 사례11)

일본의 시코쿠(四國) 지방은 일본에서 두 번째 큰 섬으로서 본토인 혼슈와 세
군데의 대형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도쿠시마(德島)현에
서 효고(兵庫)현으로는 나루토(鳴門) 해협과 아카시(明石) 해협을 건너는 코오베
아와지나루토(神戶淡路鳴門) 고속국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 해협 위에는 오오나
루토(大鳴門) 대교와 아카시(明石) 해협대교가 놓여있다. 또 하나는 카가와(香川)
현의 사카이데(坂出)에서 오카야마(岡山)현의 쿠라시키(倉敷) 시로 세토(瀨戶)중
앙고속국도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세토(瀨戶)대교가 놓여있다. 또 다른 하나
의 노선은 에히메(愛媛) 현의 이마바리(今治) 시에서 히로시마(廣島) 현의 후쿠야
마(福山) 시로 쿠루시마(來島) 해협을 건너 니시세토(西瀨戶) 고속국도로 연결되

11)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방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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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여기에 쿠루시마 대교와 니시세토(西瀨戶) 대교가 놓여 있다.
2004년 태풍21호로 인해 호우가 내렸을 때, 에히메 현의 니이하마 시와 카가와

현의 타카마츠를 잇는 마츠야마(松山) 고속국도 및 코우치(高松) 고속국도(오오
노하라(大野原 IC ~ 카와우치(川內) IC), 국도11호(니이하마(新居浜) 시) 등이 통
행금지로 인해, 에히메(愛媛)현 니이하마(新居浜)시 부근에서 카가와(香川) 방면~
에히메(愛媛)방면 간의 동서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 니시세토
(西瀨戶)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고속국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우회로로서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3> 태풍에 의한 교통량 변화현황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방재 홈페이지

(3) 일본의 동절기 간선도로 네트워크 확보 노력

일본에서는 동절기가 되면, 폭원의 감소나 노면 동결 등에 의해 주행환경이 저
하하고, 그 결과, 여행시간이 하절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걸리기도 하고, 지체
발생에 의해 구급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다(그림 4-4 참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설사업 등 설한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불가결한 간선도로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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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 하절기와 동절기의 여행시간 차이
[하절기와 동절기의 여행시간 차이]
1.5배 미만
1.5배∼2배미만
2배 이상

[대표적인 도시간 여행시간 변화]
아오모리∼히로사
키
2.3배
모리오카∼쿄와

1.8배
사카타∼신죠

2.3배
야먀가타∼후쿠시
마
1.7배
코오리야마∼아이즈와카마
1.7배츠

(단위:분)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방재 홈페이지

2) 첨단교통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IC

일본에서는 무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고속국도 휴게소 내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도로(국도, 지방도)와 직접 접속하는
통로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도 활용하고 있다.12)
고속국도 휴게소 등을 무인 요금 징수로(톨)로 활용하게 된 것은, 고속국도가
통과하는 916개 시․군․읍․면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IC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속국도 IC는 평균 10km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IC 설치
시 요금징수소 등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반 IC
설치에 비해 비용이 적으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ETC(전자 요금징수 시스템)를 활용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인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IC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현재 33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휴게소에 ETC 설치 후 통행시간
12) 일본에서는 정규 인터체인지(IC) 대신 휴게소나 인접도로 연결로에 ETC를 설치한 IC를 스마트 IC라
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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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본선 교통혼잡 완화, IC부근 지체 감소 기여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림 4-5> 일본 고속국도 스마트 IC (휴게소)

칸에츠(關越) 자동차전용도로 미요시(三芳) 휴게소의 스마트 IC
출처: 일본 국토청 도로국,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한편, 2008년 10월 27일에 고속국도에서 인접한 도로에 직접 IC를 연결하는 방
식이 개통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도 일반 IC와 달리 차단기가 설치된 무인 요금
징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 스마트 IC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인
터체인지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바라키현 미토키타(水戶北)에 설치된 본 스마트 IC는
개통 후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4-6> 일본 고속국도 스마트 IC (고속국도와 인접도로 직접연계)

조반(上磐) 자동차전용도로의 미토키타(水戶北) 스마트 IC
출처: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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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례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지진, 대형교통사고 등의 비상 상황
에 대비하여 우회 노선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으며, 고속국도 상에서 비상재해를 포함한 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차

량 우회를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FHWA, 2000)

1) 우회노선 확보13)

대형사고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본연
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우회노선을 확보하도록 하
고 있다.

<그림 4-7> 대형사고, 지진 등으로 고속국도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

<탱크로리의 화재로 I-95이 두절>

<지진으로 고속국도 램프 붕괴>

<지진으로 고속국도 본선 붕괴>
출처 : FHWA. 2006. Alternate Route Handbook

13) 이 부문은 『Alternate Route Handbook』(FHWA, 2007)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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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노선은 주도로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주도로의 한 지점으로 끝나야 되
며, 우회노선이 끝나는 지점은 혼잡한 지역 (또는 교통이 두절된 지역)을 벗어난
지점이어야 한다. 우회노선을 계획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8> 우회노선 계획 과정

출처 : FHWA. 2006. Alternate Route Handbook

① 우회노선 선정 단계
우회노선 선정을 위한 단계에서는 우선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우회노선이 충
족시켜야할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목적이 결정되면, 우회노선의 선택 기준을 정
하고 잠재적 우회노선에 대한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우회노선 선정 기준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잠재적 우회노선을 선정한다.
잠재적 우회노선이 선정되면 수집된 데이터가 맞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우회노선으로 활용이 가능하
다고 결정되면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결과 우회노선의 기준을 만족하면 우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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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선정한다.
우회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관계자들이 목적의 수립부터
우회노선의 선정 단계까지 모두 공동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우회노선
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GIS를 활용하고 수요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4-9> 수요모형과 GIS를 활용한 우회노선 계획

<우회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요모형 이용>
출처: FHWA.2006. Alternate Route Handbook

<우회노선 계획을 위하여 GIS 활용>
출처: Geospatial Solutions

② 우회노선 개발 단계
우회노선이 선정된 이후의 다음 단계는 우회노선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
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우회노선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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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는데, 우회노선은 인식하기 쉽도록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GIS 등을 활용하여 우회노선 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0> 우회노선 표시

<신호등 관할 표시>
출처: New Jersey DOT

<신호 운영 위치>
출처: Rhode Island DOT

<IC와 교차로를 표시>
출처: Florida DOT District Ⅳ

<우회노선 표지>
출처: City of Dayton, OH, Police Department

우회노선이 선정되었으면, 관계자들은 유고(incident)가 발생한 후 언제 우회노
선 계획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차선(one lane)
이 막혔을 경우 또는 본선이 모두 소통불능일 경우에 우회노선 계획을 적용할
수 있다. 우회노선을 적용할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고 지속시간(Incident duration)
∙차단된 차선수
∙시간 및 요일
또한 우회노선의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에 언제 우회노선 사용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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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기준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나리
오를 근거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③ 교통관리 계획 단계
도로 이용자들은 유고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유고에 대한 정보를 알
고 있어야 하며, 유고지점에 다다르기 이전에 여유있게 우회노선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분류로 나누어진다. : 강제적 우회정보
와 자발적 우회정보 및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
<그림 4-11> 우회노선 정보

<강제적 우회정보>
출처: FHWA.2006. Alternate Route Handbook

<자발적 우회정보>

도로 이용자들이 우회노선을 이용해서 다시 주도로와 연결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회노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
다. 일반적으로는 표지(trailblazer sings)가 이용되는데, 사전에 표지를 설치할 위
치를 정해야 한다.
우회노선 계획을 실행할 경우, 우회노선의 증가된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교통운영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우회노선 계획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계자들은 우회노선 계획에 담겨있는 모든 과정을 따라야 하며, 우회노선
계획에는 모든 개인의 업무 분장과 장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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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우회노선 표지

출처: Wisconsin DOT

출처: Dayton, OH, Police Department

2) 교통관리 방안

(1) 중앙분리대 자동화 분리 시설

중앙분리대 시설 중 이설 가능한 구간에는 전자동으로 이설이 가능한 설비를
하여 빠른 시간내에 차량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자동화
분리 시설은 불법 U-turn 금지,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접근, 비상시 대응시간 향상,
유지관리의 편리성,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운영의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3> 전자동 중앙분리대

출처 : www.lecol.com/HTML/Catalog/EASI/BarrierG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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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주행차선(Contraflow lane)

역주행차선은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도로에서 용량을 증대시키
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선이 교통흐름의 역방향으로 운영되는 차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주행차선은 허리케인같은 비상시 사람들의 대피를 돕기 위
하여 이용되거나, 도로 확장과 같은 유지보수시 이용된다.
역주행은 큰 규모의 재난과 경고 시간이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재난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허리케인과 홍수 발생시에 발생전과 발생후 모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진과 같이 경고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역주행은 재난 발
생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14)
다음의 그림에서 보면 허리케인 리타(Rita)로 인해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데,
I-45의 양쪽 방향이 모두 북쪽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4> 허리케인 리타(Rita)발생으로 인한 I-45 역주행 대피사례

출처 : dallasnews.com

그런데 역주행은 극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의한 오전 첨두 또는 오
후 첨두시에도 이용될 수 있다. 워싱턴 D.C에는 역주행이 가능한 두 개의 차선
(reversible 2-lane)을 첨두시간에 HOV-3 차량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

선은 차량의 통행시간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역주행 차선은 우리에게 도로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구간을 파악하
14) 출처: Shekhar․Ki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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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도입하므로 도로전체의 시스템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4-15> 첨두시 역주행 차선 (I-95에서)

출처 : roadtothef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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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시 도로의 연계성 제고방안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일본의 스마트 IC의 도입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속국도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비상재해 대응방안의 효과를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는 한편, 비상재해시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를 알
기 위하여 2005년 설해가 심했던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메크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재해시 합리적인 도로의 연계성 제고방안
을 도출하였다.

1. 이용자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고속국도의 비상재해시 도로이용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본의
스마트 IC 같은 대피로의 도입시 반응 등을 알기위해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고
속국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0월 31일(금) 부터 11월 2일(일)까지 중부고속국도
만남의 광장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원들이 직접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운전
자를 중심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60개의 유효샘플을 획득하였다.

① 성별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83.3%, 여성 16.7%로 남성 응
답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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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분포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빈도

비율(%)

384
77
461

83.3
16.7
100.0

② 연령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30.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0대 (27.9%), 50대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설문 응답자들의 연령분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빈도

비율(%)

73
129
140
92
22
7
463

15.8
27.9
30.2
19.9
4.8
1.5
100.0

③ 운전여부
설문 응답자의 운전여부를 보면 대다수는 운전자 (98.0%)로 나타났다.
<표 5-3>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분포
구분
운전자
비운전자
합계

빈도

비율(%)

450
9
459

98.0%
2.0%
100.0

④ 고속국도 이용 빈도
설문 응답자의 고속국도 이용 빈도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달은 월 2~3회
(40.0%) 고속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설문이 주말에 이루어져 대부분이 업무 목적
의 통행이 아니라 관광․여가․친교 목적과 같은 비업무 목적의 통행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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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설문 응답자들의 고속국도 이용빈도
구분
거의 매일
주 2～3회
월 2～3회
6개월 2～3회
일년에 2～3회 혹은 그 이하
합계

빈도

비율(%)

59
125
185
73
21
463

12.7
27.0
40.0
15.8
4.5
100.0

⑤ 우회노선 선택 경험
이 문항은, 도로이용자들이 고속국도에서 정체현상을 경험하였을 때, 우회노
선을 이용한 경험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 응답자들 중 80.2%의
응답자들은 우회노선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
이 고속국도의 지정체시 우회도로를 택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표 5-5> 설문 응답자들의 우회노선 선택 경험
구분
우회노선 이용 경험 있음
우회노선 이용 경험 없음
합계

빈도

비율(%)

372
92
464

80.2
19.8
100.0

⑥ 우회노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고속국도 이용자들이 우회노선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망설이는 이유로 우회노
선을 선택할 경우 길을 잃기가 쉽고 (29.9%), 우회노선을 선택하여도 도착시간에
는 큰 변화가 없을 것(27.3%)을 꼽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고속국도는 이용하기 편하고, 길 안내가 인터체인지와 목
적지 중심으로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우회도로는 많은 길이 교차되고 있고 주도
로와 보조도로가 혼재되어 간혹 방향을 잃기도 하며, 일관된 목적지를 안내해 주
지 않는 일도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회노선이 목적지까지
통행시간 단축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경험도 우회도로를 선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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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볼 수 있다.
<그림 5-1> 우회노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11.6%

항상 우회도로를 이용함
고속도로 외에
아는 길이 없음

15.9%

우회도로를 이용해도
도착시간에는 변화가 없어서

27.3%

우회노선은 길을
잃기가 쉬워서

29.9%

9.7%

우회노선이 없음

5.5%

정체를 경험한 적이 없음
0

20

40

60

80

100

120

140

⑦ 비상통로의 위치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비상통로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속도로의 비상통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5-6> 비상통로의 위치에 대한 정보
구분
알 필요 있음
알 필요 없음
합계

빈도

비율(%)

436
22
458

95.2
4.8
100.0

⑧ 비상통로를 만들어주는 시간
고속국도 이용자들은 고속국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교통이 두절되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비상대피로를 평균 25분 안에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장까지
도로관리자가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하고, 현장에서 우회통로를 만드는 시간도
고려할 때, 30분 내외의 시간이 합리적인 시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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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비상대피로 제공에 대한 기대시간
60분 초과
(2%)

30-60분
(8%)

10분 이하
(43%)

10-30분
(47%)

⑨ 정보 수집 매체
고속국도 상에서 예기치 못한 정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
를 얻는 매체는 교통방송(라디오) (70.3%), DMB TV(9.5%), 교통정보 안내전화
(6.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정보 수집 매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
가변정보표지판
(VMS)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문의

2.6%
4.5%
2.2%

인터넷
고속도로 교통정보
문자서비스

0.4%
3.9%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전화

6.7%

위성 혹은 지상파
DMB TV 뉴스

9.5%
70.3%

교통방송(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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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통로 설치
본 조사에서 일본의 스마트IC와 유사한 IC의 도입여부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설문 의도는 우리나라에도 스마트IC와 유사한 IC를 둘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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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었다. 응답자들의 75.5%는 찬성하여, 대체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표 5-7>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통로 설치
구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합계

빈도

비율(%)

348
113
461

75.5
24.5
100.0

⑪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통로 설치 반대이유
고속국도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통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
는 응답자들은, “휴게소의 진출입로가 복잡해져서” (44.5%)와 “모든 차량이 이용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32.7%)를 이유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응답에서 볼 때, 진출입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차량
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국도 휴게소에 전자지불식 IC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차량
이 적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이패스 통로를 만드는 비용이 평균 2억2천
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설치에 따른 편익과 효용이 큰지는 타당성 여부를 따
져볼 필요가 있다.
<표 5-8>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통로 설치 반대 이유
구분
휴게소의 진출입로가 복잡해져서
휴게소의 교통사고 발생이 걱정되어서
휴게소에서 편히 쉬기가 어려워져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고속국도의 정체가 심해질 수가 있어서
비용에 비하여 이용차량이 적을것 같아서
합계

빈도

비율(%)

49
6
3
36
9
7
110

44.5
5.5
2.7
32.7
8.2
6.4
100.0

⑫ 하이패스 이용
설문응답자의 26.7%는 하이패스 이용자였고, 50.7%는 하이패스 비이용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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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이용자는 22.6%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자가 응답자의 4분의 1에 불과한데도 스마트 IC와 같은
시설의 도입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고속국도 이용자들이 하이패스의 활
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5-9> 하이패스 이용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비이용자이나 향후 이용의사 있음
합계

빈도

비율(%)

123
233
104
460

26.7
50.7
22.6
100.0

⑬ 네비게이션 이용
설문 응답자들의 77.7%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17.1%는 사용하지 않
고 있으며,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은 5.3%로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네비게이션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네비게이션 이용
구분
이용자
비이용자
비이용자이나 향후 이용의사 있음
합계

빈도

비율(%)

355
78
24
457

77.7
17.1
5.3
100.0

⑭ 지도 사용
설문 응답자들의 71.1%는 차량에 도로망이 있는 지도를 비치하고 있으며, 과
반수 (55.0%)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지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도로망 지도 비치 및 사용 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지도 비치 여부
빈도
비율(%)

328
133
461

71.1
28.9
100.0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지도 사용여부
빈도
비율(%)

328
133
461

71.1
2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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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고속국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회노선에 대한 안내를 보
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우회 노선에 대한 정보는 도로망
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주로 이용자들의 경험에 의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상재해시에 이용자들이 우회노선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지도에 우회노선을 표시하고, 고속국도 휴게소 등에 우회노선이 표시된
지도를 비치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우회노선을 이용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회노선의 안내표지판 등을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로 이용자들은 비상재해시 되도록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를 원하고 있
다. 설문응답자들이 평균 25분 안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매뉴얼은 보통 3시간 고립이 예상될 경우 대응을 하
고 있어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15)
일본이 현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IC에 대하여 75%는 도입 운영에
동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25%는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이
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IC와 유사한 시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비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15) 대응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통행제한에 대한 기준은 고속국도법 제9조의2에 의하면 “교통이 장
시간 마비”로 되어 있어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3시간 이상의 고립
을 장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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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망 연계성 효과분석
현재 비상재해를 대비하여 고속국도에 시행중인 대응방안과 고속국도의 연계
성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하여 각각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Micro Simulation) 분석
과 매크로 시뮬레이션 (Macro Simulation)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1) 비상재해 대응방안 효과평가 (Micro Simulation 활용)
(1) 시뮬레이션 개요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응방
안 중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에 대하여 실용성 여부 평가를 위하여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ORSIM (CORridor microscopic SIMulation)16)을 활
용하여 계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CORSIM을 이용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 모형분석 과정

16) CORSIM은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 의하여 1970년대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도시
부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는 NETSIM (NETwork SIMulation)과 고속국도를 시뮬레이션하는
FREESIM (FREeway SIMul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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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을 위해서는 비상재해시의 실측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실측데이
터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대안으로 에니메이션을 통하여 각각의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다.
비상재해시의 차량의 이동행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5-12> 교통류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건 (micro simulation)
항목
차량 비율 (%)
교통량 (vph)
통행속도 (mile/hour)17)

내용

승용차: 80, 버스: 7, 화물차: 13
2,000
고속국도 본선: 10, 중앙분리대: 10, 비상연결로:15

기하구조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5-13> 기하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건 (micro simulation)
항목
고속국도 본선
중앙분리대 및 비상연결로

내용

차선수: 양방향 2차로
차량이 한 대씩만 통과

(2) 시뮬레이션 분석

설해로 인하여 고속국도 본선의 통행이 두절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2005년
설해로 인한 호남고속국도 두절 상태)에 차량이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
로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17)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최저 속도는 10mile/hour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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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네트워크

(a) 중앙분리대 개구부

(b) 비상연결로

(c) 중앙분리대 개구부 + 비상연결로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확률모형으로 차량의 통행 행태는 램덤시드
값(Random Seed Value)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랜덤시드
값만을 총 다섯 번 변경하여 얻은 결과의 평균값을 시뮬레이션 분석의 최종 결과
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5-14> 적용된 랜덤 시드값
구분
Vehicle entry
Response to traffic
Vehicles for NETSIM

1회

2회

3회

4회

5회

5001
7003
3007

5001
5009
7001

5001
3153
7649

5001
7659
2147

5001
1767
9371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분석결과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용량은 1,386(대/시간) 산정되었고, 비상연결로
는 1,434(대/시간), 중앙분리대와 비상연결로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1,956(대/시간)
로 산정되었다. 이는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통하여 한 시간 동안에 1,386대의 차량
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비상연결로를 통해서는 한 시간 동안에 1,434대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분리대와 비상연결로를 둘 다 이용할 경
우 한 시간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중앙분리대 개구부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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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대/시간)과 비상연결로의 용량 (1,434대/시간)의 합인 2,820(대/시간)보다 적

은 1,956(대/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5-15> 비상재해 대응방안별 추정 용량
중앙분리대 개구부

1,386 (대/시간)

비상연결로

1,434 (대/시간)

중앙분리대 + 비상연결로

1,956 (대/시간)

일본에서 눈이 많이 오는 혹카이도(北海道) 지방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동절기에 일반 시가지, 지방부에도 도로의 용량이 평시에 비해 20~30% 정도 저
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도 차량군 내의 차두
거리와 속도와의 관계에서 용량을 추정한 사례에 의할 때에도 적설기의 교통용
량은 눈이 없는 기간의 약 75%로 저하하고, 대형차, 측방여유의 보정을 행하면
눈이 없는 기간의 약 85% 정도가 된다는 보고도 있다.19)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볼 때, 비상재해시 비상연결로를 개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일반적인 조
건에서 시간당 2,000대 수준인데 비해 약 30% 저하된 시간당 1,400대 수준인 것
은 경험에 의한 값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적절한 분석결과로 판단된다.
설해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때 차량 한 대가 차지하는
거리를 7m (차량의 전장 5.5m 차간거리 1.5m 가정)로 가정할 경우, 차선당 1km에
약 143대의 차량이 있으므로 양방향 2차선 고속국도의 경우 1km에 약 286대의
차량이 서있게 된다.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의 시간당 용량이 약 1,400
에 이르므로 이는 약 5.0km (1,400대/시간÷286대/km ≒ 5.0km/시간)에 걸쳐 비상
재해로 인해 서있는 차량을 한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얻은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의 교통처리 용량
을 감안해보면 현재의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의 설치 (중앙분리대 개

18) 交通工學硏究會 編(1983), “交通工學 ハンドブック” 제4장, 제6장, 技報堂, 藤田大二(1987), 108쪽, 재
인용
19) 佐々木(健), 佐々木(哲), 管野(1985), “積雪地域における冬期交通確保の考察“ ‘제16회 日本道路會議
特定課題 論文集’, 藤田大二(1987), 10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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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 평균간격 : 2.5km (표3-1), 비상연결로 평균간격 : 34.8km(표 3-2))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의 설치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 하지 않아 일부 고속국도의 경우 설치 간격이 너무 큰
것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평택~충주선 : 8.97km).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비상대응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많은 가정
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밝혀진 효과보다 더 크
거나 적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20)

2) 고속국도망 연계성 효과분석 (Macro Simulation 활용)

2005년 12월 호남고속국도는 폭설로 인하여 본선이 19시간이 차단되는 큰 피

해를 입었다. 만약 2005년 호남고속국도가 폭설로 본선이 차단되었다고 해도, 호
남고속도 인근에 당시 공사중인 4개의 고속국도가 모두 개통이 되었다면, 고속국
도가 망의 체계를 갖추어 폭설로 인한 피해는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고속국도의 연계성 효과를 알기 위하여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EMME2 교통수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2008년에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기준년도 네트워크와 O/D는 2006년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비상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통행자들은 교통수단과 기종점(OD)을 포함한 통행
패턴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비상재해시 통행자들의 통행패턴에 대한 기
초자료의 부족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기종점 및 교통수단선택은
20) 예를 들면, 안전요원의 통제방식과 운전자의 통행행태는 중앙분리대 개구부나 비상연결로를 이용
하는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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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네트워크 효과 분석을 위하여 세 개의 네트워크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
리오 1은 비상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현재 상황이며, 시나리오 2는 비상재해로 인
하여 호남고속국도의 일부구간 (백양사IC～서순천IC)구간이 통행이 차단되어 차
량 통행이 두절된 경우이며,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2와 마찬가지로 호남고속국
도의 백양사IC～서순천IC 구간은 통행이 두절되었으나 당시 공사가 진행중인 인
근의 고속국도 네 곳이 모두 개통이 되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상황이다.

<표 5-16>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분

내용

․비상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2006년 네트워크
․비상재해 발생
시나리오 2
․2006년 네트워크에서 호남고속국도 백양사IC～서순천IC 두절
․비상재해 발생
시나리오 3 ․2006년 네트워크에서 호남고속국도 백양사IC～서순천IC 두절
․인근 4개의 고속국도 이용 가능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에 포한된 고속국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7> 시나리오2와 3에 사용된 고속국도 현황
구간
연장(km)
고창～장성
17.2
무안～광주
41.5
익산～장수
61
목포～광양 101.1

차로수

완공년도

신설/확장

도로등급

비고

4
4
4
4

2008
2008
2008
201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고속국도
고속국도
고속국도
고속국도

준공 '08
준공 '08
준공 '08
공사중

시나리오별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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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나리오별 네트워크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 시뮬레이션 분석

① 초기 네트워크 정산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 1의 네트워크의 정산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통행이 두절된 구간인 호남고속국도 백양사IC~
서순천IC 구간과 사업시행 대상지역 인근 고속국도 및 국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
산을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4)의 예비타당성지침의 경우 직접영향권은
±15%, 간접영향권은 ±30%를 교통량 오차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15% 이내로 정산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범위가 전라도 전반에 걸쳐 있

어 정산 범위가 넓다는 점과 존 세분화 작업을 거치지 않아 국도의 통행량이 적
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범위를 ±30% 수준으로 정하였다.

• 호남고속국도 (백양사IC～서순천IC) 정산결과
정산결과 서광주IC～광산IC와 동광주IC～용봉IC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에
서는 모두 오차범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고속국도의 정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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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호남고속국도(백양사IC～서순천IC) 정산결과
(단위: 대/일)

구간

현황교통량

배정결과

오차율

광산IC~장성IC

38,860

37,295

-4.0%

서광주IC~광산IC

59,715

41,259

-30.9%

용봉IC~서광주IC

55,193

38,822

-29.7%

동광주IC~용봉IC

66,527

38,831

-41.6%

고서JCT~동광주IC

35,330

36,180

2.4%

창평IC~고서JCT

26,671

20,926

-21.5%

대덕JCT~창평IC

26,739

30,506

14.1%

곡성IC~옥과IC

26,858

27,096

0.9%

석곡IC~곡성IC

21,682

26,008

20.0%

주암IC~석곡IC

23,046

26,008

12.9%

승주IC~주암IC

23,866

25,332

6.1%

서순천IC~승주IC

22,909

25,332

10.6%

• 인근 고속국도 정산결과
인근 고속국도의 경우 오차율이 호남고속국도(백양사IC～서순천IC) 구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산 과정에서 호남고속국도(백양사IC～서순천IC)
구간에 비중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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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인근 고속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노선

서해안
고속국도

호남
고속국도

구간

현황교통량

배정결과

오차율

동군산IC~군산IC

15,215

17,232

13.3%

서김제IC~동군산IC

11,947

15,937

33.4%

선운산IC~줄포IC

10,142

13,504

33.1%

고창IC~선운산IC

11,707

13,653

16.6%

영광IC~고창IC

9,904

12,507

26.3%

함평IC~영광IC

8,823

12,087

37.0%

무안IC~함평IC

8,475

10,798

27.4%

일로IC~무안IC

16,276

8,008

-50.8%

목포IC~일로IC

16,830

8,008

-52.4%

삼례IC~익산IC

37,158

27,798

-25.2%

전주IC~삼례IC

30,950

25,675

-17.0%

서전주IC~전주IC

31,241

26,578

-14.9%

김제IC~서전주IC

30,302

26,526

-12.5%

금산사IC~김제IC

39,294

27,911

-29.0%

태인IC~금산사IC

28,706

27,912

-2.8%

정읍IC~태인IC

30,227

23,311

-22.9%

• 인근 국도 정산결과
국도에 대해서도 정산을 실시한 결과, 몇 개 지점에서 오차율이 ±30%를 초과
하는 곳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정산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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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인근 국도 정산결과
(단위: 대/일)

지점번호

구간

현황교통량

배정결과

오차율

나주~광주

33,220

23,147

-30.3%

전주~삼례

41,806

32,239

-22.9%

목포~학산

20,455

24,961

22.0%

금계~강진

10,550

8,536

-19.1%

강진~보성

7,798

10,192

30.7%

조성~별량

13,693

17,231

25.8%

순천~광양

34,857

23,685

-32.1%

나주~광주

35,694

34,304

-3.9%

남원~오수

15,868

21,586

36.0%

오수~임실

19,049

21,757

14.2%

임실~관촌

24,079

20,193

-16.1%

봉동~전주

21,617

20,718

-4.2%

진도~황산

4,045

4,078

0.8%

남원~산동

8,938

11,148

24.7%

번암~장계

4,090

4,175

2.1%

장수~계북

7,228

4,886

-32.4%

국도 22호선

광주~동화

48,289

32,147

-33.4%

국도 23호선

흥덕~보안

3,038

4,249

39.9%

국도 24호선

동화~황룡

8,015

10,952

36.6%

상관~소양

26,561

2,6267

-1.1%

천천~장계

6,453

6,942

7.6%

천천~서상

2,292

2,564

11.9%

국도 27호선

구이~전주

19,977

20,426

2.2%

국도 30호선

성수~남계

1,621

1,919

18.4%

국도 1호선

국도 2호선

국도 13호선

국도 17호선

국도 18호선

국도 19호선

국도 2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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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 결과
고속국도 네트워크 연결성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시나리오 2 (호남고속국도
백양사IC~서순천IC 구간의 본선이 차단되었을 경우)와 시나리오 3 (호남고속국
도 백양사IC~서순천IC 구간의 본선이 차단되었으나 추가적인 고속국도 네트워
크가 있을 경우)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나리오 2의 교통량 변화를 살펴
보면 호남고속국도의 교통량은 17% 감소한 반면 서해안 고속국도와 국도는 각
각 20%와 7% 증가하였다. 시나리오 3의 경우는 서해안 고속국도의 교통량은
49% 증가하였고 호남고속국도의 교통량은 8% 감소하였다. 또한 국도의 교통량

은 시나리오 2와는 달리 17%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시나리오 2에서는 호남고속국
도가 비상재해로 인하여 일부 본선구간이 통행이 차단되었을 경우 호남고속국도
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서해안 고속국도와 국도로 전환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
나리오 3은 호남고속국도 일부 본선구간 통행의 차단으로 인한 교통량의 전환
양상이 시나리오 2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3에 추가된 고속국도는 호남
고속국도의 본선 통제 구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으나, 고속국도가 연계됨으로서
시나리오 3의 고속국도의 연결성은 시나리오 2에 비하여 향상된다. 따라서 호남
고속국도의 일부구간의 본선 차단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국도를 이용해야 했던
교통량이 시나리오 3에서는 고속국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고속국도의 연결성
향상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서해안 고속국도의 교통량 증가폭이 시나리오 2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며 호남고속국도의 교통량 감소폭은 시나리오 2에 비하여
적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5-21> 시나리오별 교통량 변화
구분
서해안 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국도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
-17%
7%

49%
-8%
-17%

주 : 교통량은 시나리오 1(현재)에 대한 평균 증가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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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할 때 고속국도의 연계성 확보가 교통량 우회, 분산 등에
기여하므로, 비상재해시 교통두절에 의한 지정체 피해는 물론 사람과 재화의 원
활한 수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상재해시 대피 개선방안
1) 고속국도간 연계성 확보

비상재해를 대비하여 고속국도망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속국도 네트워크는 남북축이 잘 발달한 반면, 동서축은 매우 취약
하다. 2005년 호남고속국도 백양사~곡성구간이 폭설로 약 30시간 정도 교통통제
가 된 것은 눈이 너무 많이 왔고, 지리적으로 산악지형이 많았지만, 호남고속국
도의 기능을 대체할 도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도 설득력이 있다. 앞에
서 제시한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속국도
의 일부구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고속국도의 네트워크가 갖춰진 경우는 고속국도의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
은 경우에 비하여 인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순기능의 효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도로망의 연계성
의 중요한 점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진 교통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상재해시에
도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고속국도가 하나의 축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이 상호
연계되어 사통팔달형 네트워크를 갖추어 비상재해시 대체 통로 혹은 우회로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비상시를 고려하여 여유있
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현재 고속국도의 정시성과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확보하여
장래 파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국도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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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국도를 계획할 당시 제 2 도메이-메이신 고속
국도의 모든 구간에서 B/C가 3을 넘거나 3에 근소한 값을 보여 사업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도메이 고속국도와 매우 가깝게 계획됨으로
중복 논란에 휩싸여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국도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였다. 이
때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던 주요 요인은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국도의 경
우 기존 도메이 고속국도에 비하여 지진강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건설함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21) 이러한 면에서 보면, 도로의 연계
망 형성이 상당히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7> 제2 도메이-메이신 고속국도의 건설 노선

주 : 중일본고속국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c-nexco.co.jp/)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속국도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다. 동서축의
고속국도망을 추진하는 것은 잉여분의 도로망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
니라, 도로망을 확충하고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비상재해시 고속국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간선도로도 체계적
으로 정비하여 우회로로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적 지형이 도로망 형성
에 불리한 지역의 경우 교통로 확보차원에서 긴요하다.
21) 중일본고속국도주식회사(Central Nippon Expressway Company Limited)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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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속국도는 전국도로에서 연장비율이 2.1%에 불과하지만, 교통량
처리용량은 62%에 달하는 우수한 교통시설이다. 폭설, 호우 등으로 교통두절 사
태가 났을 때, 고속국도의 연계성이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줄여주고, 사회적비용
을 감소시켜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기간도로망 계획 및 구축시 비상재
해를 대비하여 도로망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망 정비시에도 네트워크 기능확보에 착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노선의 선정시, 재해 발생상황, 과거 이력자료 등을 기반으로 교통량,
우회로의 유무, 노선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정비 노선을 선정
해야 한다.
노선 정비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은 다음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a)와
(b) 모두 동일한 지점수를 정비 하지만, (a)의 경우 A-B-C 세 도시가 서로 연결되

지 못해 고립되어 있고, (b)의 경우는 세 도시 모두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선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두어 도시간의 연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그림 5-8> 네트워크 기능 확보를 위한 정비 우선순위

(a) 세 도시 모두 고립

(b) 세 도시 모두 연결

주 : 그림(b)의 점선은 이동로를 나타냄
출처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www.milt.go.jp) 자료를 참조하여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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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국도와 타 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1) 비상연결로의 첨단화

그동안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등은 2004년부터 비상대피로를
확보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분리대의 개구부, 터널이나 교량의 전방
또는 후방의 우회로, 도로변의 비상연결로, 휴게소의 뒷문 연결로, 톨게이트 전후
의 우회로 등이 이미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중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
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중앙분리대 개방구간과 비상
연결로를 통한 처리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현장 답사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러한 시설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
는 비상 시설임에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이럴 경우 실제 비상재해
상황시에는 비상연결로의 시설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서는 도로관리자의 임무를 강조하여 각종 비상연결로는 항
상 도로관리자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관리자의 비상사태
에 대응하는 현재의 관리․운영 방식을 보면, 비상사태가 발생시 사태발생 지점
에서 가장 가까운 관리소로부터 사람을 파견하여 인력을 통하여 연결로를 확보
하게 된다. 비상사태 파악시간과 인력 현장 도착시간 그리고 인력을 통한 연결로
확보시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재해를 고려
할 때, 이러한 아날로그적 대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선 IT 기술을 이용한
비상대피로의 첨단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IC처럼,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연결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관리도 용
이하고 이용자도 조심스럽게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설치비용(1개 통로당 약 2억
2천만원)에 비해 효과나 사회경제적 편익이 얼마나 높을지는 좀 더 타당성을 따

져볼 필요가 있지만, 비상재해시의 비상연결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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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자 설문조사를 보면 고속도로와 인접도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하이패
스 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휴게소에서 사전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것처럼, 통행료
를 지불하고 전자식 영수증을 발급하여 하이패스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시스템은 휴게소처럼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서 활용가능하다.
그리고 도로변 비상연결로의 경우는 하이패스 이용자만이 사용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첨단 통행로를 만들게 되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고, 비상재해시에는
긴급 피난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이패스 이용시설은 통행료 정산
이 되므로, 비상재해시 교통통제에 따른 통행료 징수면제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
없게 되어 도로관리자로서는 통행관리가 용이해진다. 도로이용자로서는 교통통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비상로를 이용하여 재해현장을 벗어
날 수 있으므로 과거에 경험한 것과 같은 고속국도상의 극심한 체증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상연결로의 건설과 지원

비상연결로가 피난로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재 농로 수준의 도로가
최소한 2차로는 확보되어야 하고,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연결로를 확보하게 되면, 비상재해시 연결로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다. 휴게소내에 하이패스용 IC를 두게 된다면 비상연결로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또한 고속국도와 국도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고속국도와 국도의 연결로를
만들어주면, 비상재해시 뿐만아니라 고속국도가 혼잡할 경우 우회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연결로의 공사비를 국가재난 대비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휴게소의 뒷문을 이용하거나 도로변 비상연결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
국도 이용차량이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조건을 갖추도록 건설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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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3) 비상연결로의 안내시설 정비

현재 비상연결로의 경우, 안내표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속국도와 달리 일
반적으로 비상연결로는 농로 혹은 지방도 등과 연계되어 있는데, 지리, 방향 정
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워 우회
로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비상재해 매뉴얼에 제시된 우회도로를 보면 각
우회도로에 상세 정보가 없이 리스트로만 가지고 있으며, 관할기관에서도 각 우
회도로에 대한 상세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도로망도만을 가지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면22), 경부선의 구미IC~김천IC에 대한 연장이 29.0km에 이르는
우회도로는 “구미IC→국도33호→지방도906호→국도4호→김천IC"로 리스트로만
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지도로 표시되거나,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 표지
판이 없다. 비상연결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비상연결로는 농로와 같
은 좁은 도로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우회도로를 알기가 쉽
지 않다.
예를 들면, 중부선 하남방향 332.5km 지점에 설치된 우회도로는 ”리도―지방
도98호―국도3호“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만을 가지고는 이용자들 뿐만 아
니라 도로의 관리자도 우회도로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이용자들이 우회
도로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우회도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길을 찾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회도
로를 포함한 비상연결로의 정보를 정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상재해는 언
제 일어날지 모르므로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시설이라면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도
록 준비될 필요가 있다.

22)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매뉴얼에 비상시 우회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 설명한 것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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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비상재해시 대응방안에 대한 결론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결론
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때로는 천문학
적인 경우도 있어서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여 국지성 게릴라식 호우가 집중되기도 하고, 폭설이 내
리기도 하여 도로의 통행두절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자연재해 외에
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장시간 고속국도의 통행이 두절되는 일들이 많았다.
고속국도는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국가의 물류동맥으로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대중화가 된
이후 고속국도의 여행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속국도
는 전국 도로의 연장 중 2.1%에 불과하지만 교통량 분담율은 62%에 달한다. 이
러한 고속국도가 만일의 사태로 통행이 두절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
는 고속국도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예
를 들면 2004년 3월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었던 폭설로 인한 피해는 무려 6,73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유효적절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비
용의 상당부분은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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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상재해시 고속국도의 통행두절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통행두절시 고속국도의 연계성
확보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응방안 등을 찾아보았다. 비상재해가 심한 일본에서 추진하는 잉여 도
로망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현재 고속국도에서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방안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중
앙분리대 개구부와 비상연결로의 효과에 대하여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폭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호남고속국도를 중심으로 도로의 연
계성 효과를 매크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시나리오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할 때, 통행두절시 네트워크가 갖춰졌을 때, 서해안 고속국
도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호남고속국도 및 인접한 국도의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 도로망의 연계로 인한 교통분산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간선망의 계획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간
선도로망 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비상재해
에 대응하는 간선도로망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다.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국가재
난관리계획 수립시 비상재해 대응하는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간선도로망 중에서 동서축의 추진이 긴요하다. 그동안 남북축의 간
선도로가 잘 구축되어 온데 비해, 동서축은 미진했다. 전국 고속국도망의 격자형
틀이 갖추어지면 우회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교통망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게 된
다. 일본에서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잉여 도로망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
라의 비상재해 대책시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도로망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지만, 기왕에 간선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때 비상재
해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속국도와 연계도로를 활용하는 비상연결로 및 비상대피로 계획이 체
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비상연결로 계획은 고속국도 계획 단계부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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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현재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대응방안의 경우는 고속국도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라 비상재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후에 수립․
설치 된 것으로 구간별로 대응방안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크게 부족한
구간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도로 건설에 대한 시방서나 지침서에 비상재해 대비
방안을 반영하여 비상재해에 취약한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제안 및 연구과제
1) 정책 제안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에 대한 평가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
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비상재해 관련요소가 평가요소
로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 계획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 왔으며, 안전(safety)과 환경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고려
요소 외에 안전(security)이 추가되어야 한다23). 안전(security)에 대한 중요성은 미
국의 9.11 이후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통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security)의
요소가 고려 될 수 있도록 도로 계획과 관련된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 비상연결로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스마트 IC에 준하는 하이패스
용 비상연결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고속국도와 인접 도로의 직접연결, 고속국도
휴게소에서 비상연결로 개설로 인터체인지 간격을 좁힐 수 있고, 비상시 비상연
결로로 활용가능하다. 이 경우, 비상연결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난대책으
로 간주하여 국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재난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문제이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23) 참고 : Polzin, S. 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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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첨단 비상연결로를 갖추게 되면,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문제로 인한 고
속국도의 교통통제와 같은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비상연결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비상재해는 예기치 않은 일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평시에 비상재해에 대
응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준비된 비상연결로나 대피로에 대해서
도 유지관리를 잘 해 두어야 한다. 비상연결로에 안내표지를 갖추고, 지도에도
표시를 하여 이용자들이 비상재해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도로이용자들이 “길을 잃을 염려를 하여” 우회로 이용을 기피한다는 사실은 고
속국도 관리자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일본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비상재해 대비는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
후변화와 같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고려할 때, 국가적 차
원의 비상재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국가간선교통망 계획의 수립
둘째, 비상재해를 고려한 도로사업 투자 평가방법 연구
셋째, 하이패스 전용 IC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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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mprovement on the Connection of Express
Highway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Situation
Nam-Geon Cho, Joon-Ki Kim

Climate change that increase the intense precipitation events,
typhoon intensity, and so on ca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raffic flow
in roadways. These disasters can block the traffic flows or destroy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examples, a heavy snow in 2004 caused a
serious damage, which was estimated losses at about 670 billion won,
and blocked sectors of express highway for 30 hours. Incidents including
major car accidents obstruct traffic in roadways. Therefore, if we cannot
suitably cope with these situations, roadway users can be trapped in
roads and suffer a great inconveni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rational plan that detour traffic to avoid
a blocked sit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plan that increases the
connection of roadways to minimize road users’ inconvenience in express
highway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nnection of express highways had
a significant role as an alternative detour through the case study of Japan
and simulation analysis. SMART IC in Japan, which is an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that installs in rest areas or roadways in express
highways to directly connect express highways with adjacent road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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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users’ convenience by improving accessibility,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express highways in ordinary times and
be used as detours in emergency situations.
To improve the connections of roadway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situation, more express highway networks should be
constructued. In addition to road construction, there are needs to amend
related laws and systemically prepare plans. In further studies, there are
needs to study under the consideration of emergency situations about
national road network development, investment and evaluation of
roadways, a feasibility study of SMART IC, which were not deal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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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1) 긴급통행제한에 관한 규정

￮ 고속국도법

제9조의2 (긴급 통행제한 등) ①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고속국도에서의 자동차의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
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의 금지
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
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당해 고속국도에서의 위해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구
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5조의2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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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

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
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고속국도관리자는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선명
2. 대상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고속국도관
리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과 통제원인의 발생
지점 및 발생시점, 교통통제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2005.4.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응급조치)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
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
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수방)·진화·구조 및 구
난(구난)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
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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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에 한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의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시·군·구안전
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지
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3조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의 실시
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
해 긴급수송 등을 행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 (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구간 및 기간을 명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06.6.2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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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 도로의 연결에 관한 규정

￮ 도로법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
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
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속국도법(도로의 연결)

제7조 (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고속국도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상호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이외에는 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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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시키지 못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
인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2008.2.29>

￮ 유료도로법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도로
관리청은 다른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연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당해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도로
의 개축·수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또는 요구를 하
는 경우로서 당해 유료도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5.5.7,
2007.10.15, 2008.1.11, 2008.2.29, 2008.5.19>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

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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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1의3.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

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
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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