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MOND HIGHWAY (U.S. ROUTE 1)
제한속도 연구

가상 공개 회의
2022년 7월 20일 오후 7시

가상 공개 회의
본 가상 공개 회의 및 VDOT 웹사이트는 대면공개 회의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정보
예상 스케쥴 및 견적
의견 제출 절차
주요 연락처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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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Webinar 팁
•

만약 여러분이 구두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하세요.

•

질문을 작성하려면 질문 상자를 키워야 합니다

•

질문 글을 통해 질문하려면 [Enter a question for
staff] 에 작성하세요

•

모든 참가자는 음소거됩니다.

•

연결이 끊긴 경우 회의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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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의제
1. 소개
Gilbert Chlewicki, VDOT 지역구 교통 엔지니어

2. Richmond Highway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및 향후의 노력
Neil Freschman, FCDOT, 교통 엔지니어링 부분 최고책임자

3.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회의 목적
Jessica Paris, VDOT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

4.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결과 및 추천
Warren Hughes, ATCS, 제한속도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

5.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다음 단계들
Michelle Cavucci, VHB, 컨설턴트 프로젝트 매니저

6. 질문과 답변
중재자: Carol Sinclair, VDOT 예비 엔지니어링

7.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결론
Gil Chlewicki – VDOT 북부 버지니아 지역 교통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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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Highway에 대한 진행중인 VDOT & FCDOT의
노력
• 과거 노력
• 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VDOT Route 1 확장 프로젝트
• 페어팩스 카운티 간선급행버스체계 프로젝트
•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활동 및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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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위치

연구 끝지점:
I-495
연구 지역
~7.8 마일
연구 시작지점:
Belvoir Rd / Mead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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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연구 목표
•
•

Richmond Highway(미국 1번 도로)를 따라 제한 속도를 조사하여 안전을
향상시키고 이 구간을 보행자, 자전거 및 교통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합니
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Richmond Highway의 8마일 구간을 따라 도로 교통
표지판에 사용될 권장 제한속도를 을 결정합니다.

• 고려 사항
•
•

다른 잠재적 개선 사항의 확인 및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본분석은 현재의 도로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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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
• 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
•
•

기존 고속도로 및 보행자 안전 개선
기존 교통 운영 개선
단기 개선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통축이 보다 도시적인 특성에 맞게 변
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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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개 회의

공개 회의 #1
2021년 11월 30일 화
요일
• 연구 배경 및 목표를 소
개했습니다
• 제한속도 연구의 과정 및
요구 사항을 설명했습니
다
• 다음 단계들 및 예상
스케쥴이 전달되었습니
다

공개 회의 #2
2022년 7월 20일 수요
일
• 연구의 목적을
전달합니다
• 분석결과 및 제한속도 권
장 사항을 요약합니다
• 다음 단계들을 전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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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연구 - 속도 데이터
US Route 1 교통축 – 2021년 수집된 속도 및 연평균 일일 교통량
데이터 수집 위치

50th % 속도 (MPH)

85th % 속도 (MPH)

연평균 일일 교통량
(차량/일)

현장 1 – Spring Hill Suites 부근

40.8

48.8

47,069

현장 2 - Wingstop Driveway 부근

38.5

46.8

52,319

현장 3 – Belvoir Drive의 150’ 남쪽

37.7

44.8

50,299

현장 4 – Radford Avenue의 300’ 동쪽

39.5

46.8

35,910

현장 5 – Highland Lane및 Engleside Street 사이

38.8

45.7

36,504

현장 6 – Jeff Todd Way의 1,000’ 동쪽

42.4

49.1

34,028

현장 7 – Jeff Todd Way의 1,000’ 서쪽

45.1

52.2

43,545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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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연구 – 교통사고 데이터 (2016 – 2020)
보행자 ＆ 자전거 사고

속도 관련 사고

사고 심각성
사망 사고
심각한 부상 사고
육안으로 보이는 부상
사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상
사고
자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

사고 유형
보행자 사고
자전거 사고
버지니아 교통부

사고 유형
과속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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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voir Rd 및 Jeff Todd Way 사이의 Richmond Highway
• 각 방향으로 세 개의 차선이 있습니
다
• 넓은 잔디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
도로
• 제한된 신호등 및 진입 지점 수
• 좋은 디자인 기능들
• 관측된 높은 속도:
• 50th 퍼센타일 = 45.1 mph
• 85th 퍼센타일 = 52.2 mph
•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률 (77.6 사고
/ 100 백만 차량 마일)
• 주 전체 1차 고속도로 사고률=
124.3
• VDOT NoVA 구역 1차 고속도
로 사고률 = 125.9
• 시행이 우선 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
다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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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Todd Way & Buckman Road/Mt. 사이의 Richmond
Highway Vernon Highway
• 각 방향으로 두 개의 주행 차선이 있

습니다.
• 다양한 중앙분리대:
• 없음
• 방향 전환 차선과 테이퍼에 차선
페인트
• 양방향 중앙 좌회전 전용 차선
• 관측 속도:
• 50th 퍼센타일: 42.4, 38.8 & 40.8
mph
• 85th 퍼센타일 = 49.1, 45.7 & 48.8
mph
• 높은 사고률 (216.6 사고 / 100 백만
차량 마일)
• 주 전체 1차 고속도로 평균 사고
률= 124.2
• VDOT NoVA 구역 평균 사고률 =
125.9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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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man Road/Mt. 와 Richmond Highway 사이 Vernon
Highway 및 the Capital Beltway (I-495/I-95)
•
•
•
•
•

각 방향으로 세 개의 주행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신호 제어 교차로의 빈도가 높습니다
출입로 및 진입지점 빈도가 높습니다
많은 보행자-차량 및 차량-차량의 교통상충지점이
있습니다
• 관측 속도:
• 50th 퍼센타일 = 38.5, 37.7 & 39.5 mph
• 85th 퍼센타일 = 46.8, 44.8 & 46.8 mph
• 높은 사고률 (174.8 – 205.6 사고 / 100 백만 차량
마일)
• 주 전체 1차 고속도로 평균 사고률= 124.2
• VDOT NoVA 구역 평균 사고
비율 = 125.9
• 다른 섹션에 비해 보행자/자전거 사고 및 과속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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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연구 - 추천 사항
섹션

길이
(마일)

현재
제한속도
(mph)

추천 제한속도
(mph)

Belvoir Road부터
Jeff Todd Way까지

0.72

45

45

Jeff Todd Way에서 I495 / I-95 (Capital
Beltway)까지

7.31

35 MPH

45

35
45 MPH
유지

• Richmond Highway south of
Belvoir Road에서의 제한속도는 45
mph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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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들

1
현재 대중 의견 수
렴 기간

의견 수렴 종료일
2022년 8월 1일 월요일

2
연구가 완료되고 지
역 교통 책임 엔지
니어가 결정을 내립
니다

2022년 여름

3

4

제한속도는
정식절차를 통해 설
정됩니다

2022년 가을

5

속도 표지판 제작및
주 교통 엔지니어에
게 알립니다

주 교통 엔지니어는
공식적으로
제한속도와설치된
표지판을 기록합니
다

2022년 후반

제한속도
효력 발휘
2023년 초

2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예상 날짜는 대략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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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월요일까지 가상 공개 회의 대한 의견 제공하기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MeetingComments@vdot.Virginia.gov
"Richmond Highway (Route 1) Speed
Limit Study in
Fairfax County” 라고 제목에
적어주세요.

버지니아 교통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Ms. Jessica Paris, P.E.
VDOT’s Northern Virginia District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irginia 22030

의견
가상 공개 회의 중에는 질문창에 또
는 온라인 프로젝 웹사이트에서:

www.virginiadot.org/projects/northern
virginia/route_1_speed_limit_stud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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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Webinar 팁
•
•
•
•
•

만약 여러분이 구두로 질문을 하고 싶다면, 손을 들고
음소거를 해제 하세요.
질문을 작성하려면 질문 상자를 키워야 합니다
질문 글을 통해 질문하려면 [Enter a question for
staff] 에 작성하세요
모든 참가자는 음소거됩니다.
연결이 끊긴 경우 회의에 다시 참여하십시오.

버지니아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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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ond Highway 제한속도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 연락처 정보:
VDOT

페어팩스 카운티 DOT

Ms. Jessica Paris, PE, 프로젝트 매니저, VDOT
NRO 교통 엔지니어링

Mr. Neil Freschman, PE, 교통 엔지니어링 부분 최고책임
자, FCDOT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A 22030

4050 Legato Road, Suite 400, Fairfax, VA 22033

이메일: Jessica.Paris@vdot.virginia.gov

이메일: Neil.Freschman@fairfaxcounty.gov

전화번호: (703) 259-2409

전화번호: (703) 877-5600

•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는 경우: Meetingcomments@vdot.virginia.gov
• 제목에 “Richmond Highway (U.S. Route 1) Speed Limit Study”를 포함해주세요
• 의견 수렴 종료일: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본 연구 정보는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www.virginiadot.org/projects
• 직접: VDOT의 북부 버지니아 사무소
주소: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irginia 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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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통축에 있는 다른프로젝트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가
요?
• VDOT Route 1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VDOT
Mr. Dan Reinhard, PE, 프로젝트 매니저
4975 Alliance Drive, Fairfax, VA 22030
이메일: Dan.Reinhard@vdot.virginia.gov
전화번호: (703) 259-2599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s://www.virginiadot.org/projects/northernvirginia/richmond_highway.asp

• 페어팩스 카운티 Richmond Highway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연구에 대해:
페어팩스 카운티 DOT
Richmond Highway BRT Team
4050 Legato Road, Suite 400, Fairfax, VA 22033
이메일: DOTBRT@fairfaxcounty.gov
전화번호: (703) 877-5600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s://www.fairfaxcounty.gov/transportation/richmond-hwy-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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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결과들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 제시된 추천 사항들은 예비 사항입니다
•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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