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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통검토 및 경제성분석

3.1 교통 분석 및 계획

교통수요예측 결과       시설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 분석

년도 원안
설계 승용차 버 스 트 럭 계 구  분

PDDHV
(대/시)

SFD
차로수
(양방)

LOS

2010년 11,245 8,714 2,365 4,673 15,752 시  점
~

새터교차로

2010년 1,198 1,345 2 C

2019년 2,022 1,360 4 D2014년 15,093 11,900 3,071 5,994 20,965
2029년 2,255 1,374 4 D

2019년 21,818 15,549 3,782 7,244 26,575
새터교차로

~
종  점

2010년 1,253 1,345 2 C
2024년 31,236 17,297 3,979 7,451 28,727 2019년 2,114 1,360 4 D

2029년 - 18,332 4,003 7,303 29,638 2029년 2,357 1,374 4 D

새터IC 연결로 차로수 산정(2024년)

구분 AADT
(대/일)

첨두설계 
교통량(pcu/h)

소  요
차로수 구분 AADT

(대/일)
첨두설계 

교통량(pcu/h)
소  요
차로수

403 62 1 1,038 161 1

411 64 1 1,027 159 1

새터 IC 접속부 평면교차로 운영방안 및 서비스수준 분석

 - 무신호 교차로(TWSC) 점멸등 운영 

 - 평균운영지체 9.56초/대, 서비스수준“A”

검토결과

본 사업노선수요는 지역내 발생교통량, 관광교통량, 타노선 전환교통량으로 구성됨

교통수요예측결과, 2010년도는 15,752대/일 2029년 29,638대/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용량분석결과 기준 양방향 구간별로 4차로로 충분하며, 서비스 수준은 “D”로 분석됨

교차로 IC 형식은 변형다이아몬드(불완전 입체), IC접속부 평면 교차로는 점멸운영을 제안함

3.2 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

구  분
(단위 : 백만원)

국토연구원※ 대안설계

 

전 구간 대안설계구간 전 구간

할인비용(C) 431,690 82,092 457,880

할인편익(B) 365,112 57,897 423,587

비용편익비(B/C) 0.85 0.71 0.93

순현재가치(NPV) -66,579 -24,194 -34,293

내부수익율(IRR) 5.79% 4.73% 6.82%

※: 순창-운암 2003년 타당성 재검증 조사보고서, 국토연구원

검토결과

도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간별 경제성 분석 결과

 - 대안설계구간은 연장 2.484 km, B/C = 0.71 분석

 - 전구간은 연장 27.40 km, B/C = 0.93 분석

지역발전성, 관련계획과의 일치 주요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

 - 영향권내 (임실군, 완주군, 순창군)낙후도는 전국170개 시군중 137위로 시설확충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적 분석과 판단을 감안하여 투자의 필요성 인정

☞ 설계보고서 p.19 참조

☞ 설계보고서 p.24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