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필드 카운티
루트 236 – 리틀 리버 턴파이크

2단계 이해 관계자 회의
Rahul Trivedi – VDOT NOVA 지구

POC/연구 책임자
David Beardsley, PE, PTOE, PMP -

ATCS 프로젝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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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2022년 10월 12일 1단계 이해
관계자 회의 요약

• 연구 진행 상황

• 예비 대안 분석

• 다음 단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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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연락처
Rahul Trivedi

ATCS 프로젝트 관리자
David Beardsley

파이프라인 프로그램 담당자
Chad Tucker 및 Jonathan Robbins



성과를 위한 계획 3

연구 과정에 대한 단계적 접근

1단계

(7~9월)

• 문제(VTrans 요구 사항) 및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

•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가능성 있는 선택 찾기

2단계

(10월~12월)

• 여러 선택안을 좁히기 위한 스케치 수준 분석

대안 개발및 이후 세부적인 분석

• 이해 관계자/대중 참여 및 피드백

• 계획적 단계 에서의 결과 및 그중 좋은 대안 찾기

3단계

(1~3월)

• 투자 전략 비용 추정 과 세부적인 비용 추정

• 멀티 모달 투자 전략/작업물 마무리

대시보드, 
현장검토 -
상위수준

높은수준의
개념, 기술적
접근 –
정치적고려
없음

선택안을
좁힌

상세한
스케치
레벨

최상의
옵션으로
좁힌다음더
세부적인
개선

최종개선안
위험사항을
주지하고
추정치를
확정합니다.

방법 해결책

현재우리진행상황



프로젝트 위치
Route 236 Little River Turnpike - Annandale

성과를 위한 계획 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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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 NV01
교통량 운영 및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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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시행 이유, 목표 및 목적

교통혼잡과 안전을 해결합니다. 보행
자, 자전거 접근성 및 버스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두 개의 밀접하게
배치된 교통 신호가 있는 프로젝트 지역
의 서쪽 끝에 중점을 둡니다. 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중 모드 솔루션을
찾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구적 사실

소재지 페어팩스 카운티 - 애나데
일

연구 교차점 수 5

대중교통 노선 29K, 29N, 835

인근 대중교통 연결점 메트로버스, 페어팩스 커넥
터

주변 자전거 도로 웨이크필드 파크 트레일

기능적 분류 기타 주요 동맥

도로 속도 제한 시속 45마일

연구 분야의 문제

프
로
스
퍼
리
티

애
비
뉴

아침 러시아워 동안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의 동쪽 방향 교통혼잡
및 차량정체. 아침과 저녁 러시아워 동안 우드번 로드의 서쪽 방
향 교통혼잡 및 차량정체. 서쪽 방향 교통혼잡이 더 심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측면 및 후미 추돌. 교통 혼잡이 주요 원인으로 의
심됩니다.

기존의 포장 갓길로는 자전거 이용자를 안전하게 수용하지 못합
니다. 인도는 연구 지역의 서쪽 끝에만 존재합니다. 버스 정류장
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보도/
공용 사용 경로

기존 버스 정류
장

10월 12일 회의 요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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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리버 턴파이크

웨
이
크
필
드

채
플
로
드

62

30
56

각도
후방 충돌
정면 충
돌

프
로
스
퍼
리
티

애
비
뉴

61%

61% 차량 과 물적 피해만

차량충돌 심각도

19% 눈에 보이는 부상

18% 보이지 않는 부상

2% 중상

19%

18%

연구 개요 |NV01
교통안전 및 교통의 일관성 문제

충돌 데이터 요약
• 후미 충돌은 주요 사고유형
입니다.

• 차량 충돌은 길에서 차량대
기 및 예기치 않은 차량
정지르 표식입니다.

안정성 요약
• 사고, 날씨, 공사, 수요 변화(러시아
워 등) 등의 요인의 영향을 받는
연구 지대의 차량 이동시간 의 변
동성은 낮습니다.

• 2019년 PTI는, 동쪽 방향으로 3시
간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11시간
45분 동안, 매일 2.0을 초과했습니
다.2015~2019 충돌 데이터 기반

1.00

1.50

2.00

2.50

3.00

6 AM 8 AM 10 AM 12 PM 2 PM 4 PM 6 PM 8 PM

Average PTI (2019 INRIX Travel Time Data) 

Average PTI - Westbound Average PTI - Eastbound

2.11

2.91

10월 12일 회의 요약



대안 - 기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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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소
부

채널화된 우회전, 
이중 좌회전

북쪽 방향 웨이크필드
드라이브에서 좌회전
제한

우회전이 겹치고 빨간
색으로 켜지지 않는
신호화된 이중 우회전

양측을 따라 계속되는
공용 경로
양측을 따라 계속되는
공용 경로

상승 중앙값

서쪽 다리의 보행자
충돌 및 대륙 횡단 보
도

서쪽과 북쪽 다리의
대륙 횡단 보도

프로스퍼리티 애비
뉴 및 우드번 로드의
클러스터 신호

우회전 시 우선
차선 지정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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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기본 개선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에서의 EB 통과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우드번 로드의 EB LT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우드번 로드에서 WB 통과 행태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현재
기본 개선
사항 현재

기본 개선 사
항

교통지연 (시간 초/
차량)

1.9 1.9 12.5 8.8

95% 차량대기 길이
(피트)

135 135 515 485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현재
기본 개선 사

항 현재
기본 개선 사

항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89.2 88.9 112.8 112.4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050 1045 425 430

애비뉴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현재
기본 개선 사

항 현재
기본 개선
사항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74.6 72.5 27.1 15.9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415 1415 1590 1365

루트 236의 SB 프로스퍼리티 애비뉴

추가 고려 사항:

•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와 파인랜드 스트리트 사이의 서쪽 방향 루트 236을 따라 기
존 비즈니스 액세스를 폐쇄하여 후미 충돌 및 측면 충돌 사고의 위험 증가를 완화
합니다.

• 파인랜드 스트리트/반다 레인의 중앙 개구를 폐쇄하여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의 동
쪽 방향 루트 236 좌회전 차선 저장소 확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유턴은
동쪽 방향 좌회전 지연과 차량대기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에서 이중 동쪽 방향 루트 236 좌회전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보호 좌회전신호르 수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서쪽 방향 루트 236을 따라 대기 및 지연이 증가합니다.

• 루트 236의 프로스퍼리티 애비뉴를 따라 남쪽 방향 이중 우회전 차선과 교통
신호등의 동시지시방향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외부 우회전 차선
에 대해 빨간신호시 우회전 금지가 필요하며 루트 236을 따라 교통대기 또는 지
연도 줄이지 않습니다. 남쪽 방향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의 교통량은 오전과 오후
피크간에 좌회전 과 우회전이 바뀌고, 현재의 우회전 전용 차선과 공유 우회전 및
좌회전 차선이 이중 우회전 및 이중 좌회전보다 더 잘 운행되도록 합니다.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기본 개선
사항 기존

기본 개선 사
항

교통지연 (시간 초/
차량)

112.4 42.5 124.9 23.1

95% 차량대기 길이
(피트)

105 95 51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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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및 기본 개선 대안
오전 피크 시간 교통량

기존 및 기본 개선 대안
오후 피크 시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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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연결성

기회:
• 북쪽에 8피트의 갓길 공간
• 남쪽에 0~9피트의 갓길 공간
• 북쪽 방향의 기존의 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부분
제약:
• 북쪽과 남쪽 모두에 지상 공공재 시설
• 배수 필요

기존의 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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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자전거 연결



대중교통 / TDM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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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필드 드라이브:
적재 구역이 있는 보도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동쪽 방향 정류장을 우드번 로드
교차로의 SE 코너로 옮기고(벤치, 대피소 및 보행자 연결은 기관 지침에 따라 결
정됨) 서쪽방향 정류장을 제거합니다.

웨이크필드 채플 로드:
적재 구역이 있는 보도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 동쪽 정류장을 교차로의 남동쪽 코
너로 이동하고 회전 차선 밖으로 이동합니다. 벤치 및 대피소는 기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TDM 권장 사항:
기존 페어팩스 카운티 통근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밴풀 및 카풀을
촉진합니다. 메트로버스 및 페어팩스 커넥터(회랑 지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주차 및 승차 서비스를 고려합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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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피크 시간 교통량 (일방통행 분할시) 오후 피크 시간 교통량 (일방통행 분할시)



분할 교차로 -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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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화된 우회전, 
이중 좌회전

프로스퍼리티 애비
뉴 및 우드번 로드
의 클러스터 신호

서쪽 다리의 보행자
충돌 및 대륙 횡단 보
도

우드번 로드 편
도 북쪽 방향
전용프로스퍼리티

애비뉴 편도 남
쪽 방향 전용

우드번 로드에
서 이중 좌회전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에서의 동쪽 방향 직진 차량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우드번 로드의 동쪽 방향 좌회전 차량

* LT는 우드번 로드로 이전됩니다.

우드번 로드에서 서쪽 방향 직진 차량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
량)

1.9 2.5 12.5 9.3

95% 차량대기 길이
(피트)

135 150 515 405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89.2 82.5* 112.8 98.1*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050 840* 425 310*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기존

일방통행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74.6 47.5 11.7 6.3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415 995 120 150

서비스 로드 편
도 서쪽으로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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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피크 시간 교통량 (양방향 분할시) 오후 피크 시간 교통량 (양방향 분할시)



분할 교차로 -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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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화된 우회전, 
이중 좌회전

프로스퍼리티 애비
뉴 및 우드번 로드
의 클러스터 신호

서쪽 다리의 보
행자 충돌 및 대
륙 횡단 보도

서비스 도로
편도 동쪽 방
향 전용

프로스퍼리티 애
비뉴에서 이중
좌회전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에서의 EB 통과

프로스퍼리티 애비뉴의 EB LT

우드번 로드에서 WB 통과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양방향
분할시 기존

양방향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1.9 3.3 12.5 20.5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35 175 515 740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양방향
분할시 기존

양방향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89.2 78.2 112.8 52.1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050 910 425 215

오전 피크 시간 오후 피크 시간

교통 측정치 기존
양방향
분할시 기존

양방향
분할시

교통지연 (시간 초/차량) 74.6 60.9 11.7 9.6

95% 차량대기 길이(피
트)

1415 1315 120 285

SimTraffic에서 확
인된 오전 피크 시
간 동안의 남쪽 방
향 대기열 문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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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진행하지 않음 추가 조사
웨이크필드 채플 로드 동쪽
의 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웨이크필드 채플의 북쪽부분 제
거, 웨이크필드 채플 로드 북향
이중 우회전 차선

프로스퍼리티에서의
남쪽방향 자유 우회전

기존 버스 정류장에 미치는 영
향

웨이크필드 드라이브 차량
부분 이동 교차로 및 횡단
보도

자전거 겸용 도로 (북쪽)

자전거 겸용 도로 (북쪽)
(도로 공사 피함)

분할 교차로 편도

분할 교차로 왕복

개선 사항 목록

1. 웨이크필드 채플에서의 북향 이중
우회전 차

2. 웨이크필드 채플 로드의 북쪽지역
제거

3. 웨이크필드 채플 로드의 보도
/자전거 겸용 도로

4. 프로스퍼리티에서의 남향 자유 우회
전 차선

5. 웨이크필드 드라이브 부분 이동 교
차로 및 횡단보도

6. 자전거 겸용 도로 - 북쪽

7. 자전거 겸용 도로 - 남쪽

8. 보도 남쪽(도로 공사 피함)

9. 분할 교차로 편도

10.분할 교차로 왕복



다음 단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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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사이트 운영 중: vaprojectpipeline.org
• 선호 대안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 – 2022년 1월 과 2월
• 2022년 2월까지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https://vaprojectpipeline.org/studies/nova/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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