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번 국도 안전 및 운영 개선 연구 - 첸틀리 - 2상
본연구는 VDOT이 전략적으로 목표를 정한 경제적인 도로 해결책(ST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됨

2021년 9월 28일

가상 공청회

1

설명회가 곧 시작됩
니다



가상 공청회 및 VDOT 웹사이트에서는 현장 공청회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연구 정보
✔ 의견 제출 절차
✔ 주요 연락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상 공청회

2버지니아 교통부



• 구두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십시오.
• 순서가 되면 진행자가 당신의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 질문 상자를 확장합니다.
• [Enter a question for staff]에 질문을 입력

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음소거됩니다.  

• 연결이 끊긴 경우 회의에 다시 참여하
십시오.

GoToWebinar 팁

데스크톱 화면

3

이 회의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 1상 연구 요약

• 권장 사항

• 설문조사 결과

• 2상 연구 개요

• 2상 연구 고려 사항

• 리스 코너 로드

• 스트링펠로우 로드

• 다음 단계

주요 안건

4버지니아 교통부

50번 국도의 노스바운드 스트링펠로우 로
드



• 앤드류 비처, P.E.

• VDOT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매니저, 페어팩스/알링턴 카운티 – 1상 연구

• 레지나 무어

• VDOT 프로젝트 매니저, 교통 전문가 – 2상 연구

• 다나 트론, P.E.

• VDOT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 2상 연구

연구팀

5버지니아 교통부



50번 국도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

설리 로드(28번 국도)부터 스
트링펠로우 로드(645번 국도)
까지

1상 연구 지역

6버지니아 교통부

연구 지역

연구 지역

신호가 있는 교차로 연구
신호가 없는 교차로 연구



• 기타 주요 도로

• 1.85 마일 회랑 지대

• 일일 약 71,000대의 차량 통행

• 6차선 분리 도로

• 시속 45 마일 속도 제한(28번 국도 부근에서
는 시속 80킬로미터)

• 월니 로드의 동쪽에서 리스 코너 로드까지
50번 국도 남쪽의 평행 측면 도로

50번 국도 지역 특징

7버지니아 교통부

센터뷰 드라이브 및 설리필드 서클의 50번 국도에서 서쪽을 바라
본 조망



• 횡단보도 개선, 인도 연결, 가시성이 높은 횡단보도 및 회전 차로 개선

1상 연구 권장 사항

8버지니아 교통부

센터뷰 드라이브 및 설리필드 서클에서의 50번 국도 센터뷰 드라이브 및 월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 횡단보도 개선, 인도 연결, 가시성이 높은 횡단보도 및 회전 차로 개선

1상 연구 권장 사항

9버지니아 교통부

메트로텍 드라이브 및 엘미우드 스트리트에서의 50번 국도 첸틀리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 첸틀리 플라자부터 갈스버리 레인까지 50번 국도 교통 신호 재배치
• 횡단보도 개선, 인도 연결, 가시성이 높은 횡단보도 및 회전 차로 개선

1상 연구 권장 사항

10버지니아 교통부

갈스버리 레인에서의 50번 국도



• 리스 코너 로드에서 서쪽 방향 50번 국도로 좌회전 금지
•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 동쪽 방향 50번 국도로 좌회전 금지
• 횡단보도 개선, 인도 연결, 가시성이 높은 횡단보도 및 회전 차로 개선

더 평가 중인 1상 단계 연구 대안들

11버지니아 교통부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의 50번 국도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설문조사 요약

12버지니아 교통부

개요
온라인 설문조사
2020년 1월 30일 - 3월 9일까지 시행됨

도로 설계 옵션
점수

7,179

총 데이터
포인트

10,61
4

고유 설문조사
응답수

619

자택 우편번호

직장 우편번호

총 코멘트
수

497



• 건축 대안 없음이 건축 대안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리스 코너 로드
• 스트링펠로우 로드

설문조사 요약 – 건축 없음 및 건축 개선 사항 평가

13

• 건축 대안이 건축 대안 없음보다 더 긍정적
인 평가를 받음

13

* 가장높은등급이 5입니다. 등급이높을수록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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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 연구는 이전의 1상 연구의 노력
및 공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함

• 리스 코너 로드 및 스트링펠로우 로
드의 대안 교차로 개선을 평가하여
안전 및 운영 향상

• 리스 코너 로드 인근 측면 도로 교차
로에 대한 잠재적 안전 개선 평가

2상 연구 배경 및 목적

14버지니아 교통부



50번 국도(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
웨이) – 첸틀리 플라자부터 플라
자 레인까지

• 첸틀리 플라자
• 갈스버리 레인
• 리스 코너 로드
• 스트링펠로우 로드
• 플라자 레인

2상 연구 지역 초점

15버지니아 교통부

2상 연구 중
점 지역

첸틀리
플라자



교차로 50번 국도 회랑 지대 충돌 사고
(2015년 3월 – 2020년 2월)

16버지니아 교통부

회랑 지대 충돌 사고의 83%는 교차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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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코너 로드에서 서쪽 방향 50번 국도로 좌회전 금지 및 갈스버리 레인에서 서쪽
방향 유턴으로 우회

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추가 평가 중인 1상 연구 대안

17버지니아 교통부



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설문조사 코멘트

18버지니아 교통부

• 브룩필드 인근 거리의 교통량 증가 - 커브와 언덕 및 길 양쪽에 노상 주차로 인해
길이 좁음

• 브룩필드 초등학교 접근에 대한 걱정; 팝랄 트리 로드와 센터빌 로드의 주요 경로

• 갈스버리 레인에서 유턴하는 대중 교통 및 스쿨 버스에 대한 우려

• 브룩필드 초등학교, 수영장 및 교회에 대한 긴급 차량 접근에 대한 우려

• 갈스버리 레인의 서쪽 방향 유턴으로 인해 50번 국도 동쪽 및 서쪽 방향 모두에서
교통량이 증가함

• 50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는 통근자들의 이동 시간 단축은 지역 사회에 유익함



• 충돌 사고 총 55건
• 후방 충돌 43건(78%)

• 동쪽 방향 19건, 서쪽 방향 21건

• 측면 추돌 6건(11%)
• 동쪽 방향 좌측 및 서쪽 방향 통로 1건

• 보행자 충돌 1건(2%)
• 2015년 11월 29일(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상): 리스 코너 로드 북쪽 방향

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

• 하루 통계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충돌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음

19

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안전 조건

버지니아 교통부

심각한부상
4%

눈에

보이는

부상 - 18%

눈에

보이지

않는부상
- 16%

재산

피해만

발생 - 62%

심각도에따른 50번국도및리스코너로드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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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국도 남쪽 측면 도로에서의 리스 코너 로드

버지니아 교통부

오전 최고조 시간 오후 최고조 시간
측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기다리는 버스측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

해 속도를 늦추는 차량



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서쪽 방향을 향한 좌회
전 최고조 기간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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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최고조 기
간

• 좌회전 차량의 30~55%는 측면
도로에서 우회전

• 좌회전 차량의 7~13%는 측면 도
로를 사용하여 플랫릭 브랜치를
지나 서쪽으로 이동

• 좌회전 차량의 7-17%는 포플러
트리 로드로 계속 주행

오후 최고조 기간

오전 6시 – 오전 10시 오후 3시 – 오후 7시



리스 코너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버스 영향

22버지니아 교통부

• 페어팩스 카운티 교통 서비스부는 50번 국도 버스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평가 중
• 9월 30일 공청회 개최
•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http://www.fairfaxcounty.gov/connector/news/c19_21

현재 50번 국도의 버스 노선



리스 코너 로드 주변의 50번 국도
추가 잠재적 대안

23버지니아 교통부

1. 50번 국도 서쪽 방향에서 리스 코너 로드까지 두 번째 좌회전 차선 추가; 리스 코너 로드 남쪽
방향을 따라 수신 차선 건설

2. 50번 국도 서쪽 방향 좌회전 차선을 리스 코너 로드까지 확장
3. 리스 코너 로드에서 측면 도로로 서쪽 방향 접근 금지
4. 플랫릭 브랜치의 첸틀리 플라자 서쪽 측면 도로 폐쇄

2 - 좌회전 차선
확장

3 - 측면 도로로
서쪽 방향 접근 금

지

1 - 두 번째 좌회전
차선 및 수신 차선

설치
50번 국
도

50번 국
도

리
스
코
너
로
드

리
스
코
너

로
드

첸틀리 플라자

50번 국도

4 – 측면 도로 폐
쇄



•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 50번 국도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 금지, 플라자 레인에서 동쪽 방향으
로 유턴하여 우회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추가 평가 중인 1상 연구 대안

24버지니아 교통부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설문조사 의견

25버지니아 교통부

• 플라자 레인으로 유턴 우회하는 것에 대한 우려

• 플라자 레인에서 유턴하는 스쿨 버스에 대한 우려

•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

• 북쪽 방향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 남쪽 방향 스트링펠로우 로드까지의 유턴 제거
- 유턴으로 인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다수 발생



• 충돌 사고 총 72건
• 후방 충돌 55건(76%)

• 동쪽 방향 22건; 서쪽 방향 28건

• 측면 추돌 8건(11%)
• 남쪽 방향 및 서쪽 방향 통로 3건
• 서쪽 방향 좌측 및 동쪽 방향 통로 1건

• 보행자 충돌 1건(1%)
• 2015년 9월 5일(심각한 부상): 50번 국도 서쪽 방향 우측 차량이 공사 구

역에 진입하여 스트링펠로우 로드로 진입하던 경찰관과 충돌

• 오후 4시와 오후 9시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 26건(36%)

26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안전 조건

버지니아 교통부

심각한부상 - 1%

눈에보이는

부상 - 14%

눈에보이지

않는부상 -
18%

재산피해만

발생 - 67%

심각도에따른 50번국도및스트링펠로우로드충돌

사고



스트링펠로우 로드에서의 50번 국도 동쪽 방향을 향한 좌회
전 최고조 기간 목적지

27버지니아 교통부

• 좌회전 차량의 48-58%
는 페어팩스 카운티 파
크웨이를 향함

오전 최고조 기
간

오후 최고조 기
간

오전 6시 – 오전 10시 오후 3시 – 오후 7시



28버지니아 교통부

• 가상 공청회에 피드백 제공하기 – 2021년 10월 일까지

• 2차 공청회 – 2021년 겨울 또는 2022년

• 연구 완료 – 2022년 봄

• 최종 권장 사항 확인

• VDOT은 자금 조달 확인을 위해 페어팩스 카운티와 협력

다음 단계

감사합니다! 
잠재적 개선 대안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연구 웹 사이트: www.virginiadot.org/Route50ChantillyStudy



코멘트 제출 방법

2021년 10월 8일까지 아래의 방식으로 가상 공청회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메일 우편 코멘트
meetingcomments@VDOT.virgini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제목에 “50번 국도 안전 및 운영 개선 연구

- 첸틀리”라고 적어주세요.

Regina Moore
VDOT’s Northern Virginia District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irginia 22030

공청회 중에는 질문 창에 코멘트를
남기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www.virginiadot.org/Route50ChantillyStudy
의 코멘트 설문조사를 통해 코멘트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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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십시오.
• 순서가 되면 진행자가 당신의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 질문 상자를 확장합니다.
• [Enter a question for staff]에 질문을 입력

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음소거됩니다.  

• 연결이 끊긴 경우 회의에 다시 참여하
십시오.

GoToWebinar 팁

데스크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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