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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전조사 및 분석

1.1 관련계획 조사

상위 계획 본 사업 관련내용 조사결과 활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19)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10)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17)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1)

∙국토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 

통합도모

∙교통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 교통체계 실현

∙도서지역 관광자원 개발

∙섬 간 접근용이 및 균형발전

∙도서지역의 도로시설 확충

∙지역간 연결 및 관광지역 

연계체계/접근성 개선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1.1.1 관련계획 검토

도로･교통계획

∙국도14호선 고속화도로사업

∙국도77호선 확･포장 계획

∙삼천포항~김천 철도계획

∙대전~거제 철도계획

지역 및 관광개발 계획

∙남해안 해양과학산업단지

∙안정국가산업단지

∙바다목장

∙통영국제여객항

(크루즈기지)
∙워터프론트 관광단지

∙미륵도 신항개발

1.1.2 지역관련 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수정계획(2020년)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년)

∙남부해양경남권

  - 조선산업 특구 육성

  - 클린(Clean) 수산업 보고 육성

  - 요트산업 등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 Blue Ocean 해양관광

  - 남해안시대 중심권 개발

  - Ring Road(해상부)계획

∙섬 지역 인문･자연환경 보전방안 마련 및 콘텐츠 

중심사업 추진

∙지역주도로 사업추진의 성공･지속가능성 확보

∙가고 싶은 섬 3개소 내외 추천, 성공사례 확산 유도

  -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문화관광부｣
  -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된 남부지역(통영포함)

해양자원활용을 통한 해양레포츠 관광기능 담당

2006~2025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 통영시 민자유치 사업계획

∙도서지구와 섬관광 개발지구 발전구상(해양권역)

  - 도서지역 정주기능 강화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 어촌체험관광과 어촌문화 관광상품화

  - 테마가 있는 섬관광 개발

  - 연계형 도서관광프로그램 개발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 바다택시, 크루즈 등의 해상교통 확보

∙미륵도 자연농원 케이블카 사업

∙도남 위락지구 조성사업

∙봉평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통영대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

∙오비도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관광유람선 건조운항사업(선셋 크루즈)

∙도산 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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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황조사

1.2.1 자연현황조사

사업지역 풍환경 및 안개, 지진이력조사

CFD 지형효과 분석 태풍이력조사 안개조사 지진이력조사

∙주변지형으로 인한 풍속 

증가 효과를 고려한 CFD 
지형분석

∙가설위치 태풍자료 조사

∙발생빈도 추정 : 200년 

재현주기 풍속, V10=33.86㎧

∙연평균 안개일수는 18일로 

전국 평균(32일)보다 낮게 

나타남

∙본 사업지역 과거 최대 

지진규모(M) 4.0
∙내진1등급 설계반영

연평균 기상현황(최근 10년간) 작업가능일수

관측소 기온(℃) 풍속(㎧) 강우(㎜)

통  영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일수

14.8 20.8 9.3 2.4 18.2 - 1,567 95  

천기일수(최근10년간)

관측소 맑음 흐림 뇌전 안개 서리 적설 동결기간

통  영 125 91 14 18 39 4 76

검토결과 ∙강우, 적설, 기온  작업가능일수 산정 및 적정공기산정 등에 활용

∙강설, 안개, 결빙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계획 수립, 동결지수 산정 후 포장구조 계산

∙구조물(교량)의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 수행시 안전성 향상 도모

1.2.2 문화재 지표조사

조 사 결 과

조사기관 ∙(재)창원대학교 박물관

조사면적 ∙18,400㎡

조사결과 ∙사업구간내 역사적 유물･유구 미존재 확인

검토결과 ∙향후 공사착수전 상세조사 필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1.2.3 어업권 현황조사

어업권 현황도

 

조사목적 ∙공사에 따른 피해범위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조사내용

∙면허면적 및 주생산품목

  

어촌계 금평리 돈지리 읍덕리 양지리

면허면적 110만㎡ 180만㎡ 121만㎡ 174만㎡

주 생 산 

품    목

소라, 굴, 
조개

소라, 멍게, 
전복, 홍합

소라, 
개조개

굴, 해삼, 
소라, 홍합

검토결과 ∙부유사확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어업피해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

(단위 : 일)

육  상 해  상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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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통과선박 현황조사

구    분 톤급(GT) 전장(m) 전폭(m) 마스트높이(m)

인근지역어선 10톤 미만 - - -

유람선

사량호 189 40.37 9.0 17.0

사량2호 183 43.30 8.4 18.0

뉴다리호 88 31.80 8.0 15.0

관공선 통영해경 방제선 150 38.50 9.0 19.75

대상선박 189 43.30 9.0 19.75

 

대상 선박

검토결과 ∙공사 중 통항선박의 안전대책수립 및 사량대교 시설한계 설정을 위한 대상선박 제원 활용

1.2.5 해양조사 및 수치모형실험

해양물리조사

조 사 위 치 조 석 관 측 조 류 관 측

∙대상지역 인근의 조석, 조류, 
부유사 및 해저질 관측

∙금회 관측점(PT-1)과 통영기준 

검조소 조위편차 적용

∙대상지역 최강유속 : 0.218m/s
∙해수유동실험 검증자료 활용

검토결과 ∙과업구간 해역의 해양물리 특성을 파악하여 설계기초자료 및 수치모형실험 입력 및 검증 자료로 활용

수치모형실험

해수유동 실험 부유사확산 실험 국부세굴 실험

∙창조시 흐름 우세

∙교량건설로 인한 유속변화 미미

∙오탁방지막 설치로 인하여 부유사 

확산 면적 52.6∼69.9% 감소

∙PY1 최대 세굴심 : 1.78m
∙PY2 최대 세굴심 : 1.28m

검토결과 ∙공사 전･후의 해양특성 변화를 예측하여 구조물 안정성 검토 및 오염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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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세조사

1.3.1 측량조사

삼각측량

삼각점명 X좌표 Y좌표 표 고

JINJ(진주) 186711.133 113428.226 93.806

SONC(순천) 162485.857 244401.477 16.596

YNDO(영도) 173996.48 206451.670 150.311

수준측량

수준점명 X좌표 Y좌표 표 고

BM14-05-11-25 140374.437 113228.401 55.349

BM14-05-11-36 157563.417 110778.595 22.042

BM15-02-04-01 162556.577 139674.105 16.936

BM15-02-04-11 151085.747 147952.989 29.150

노선측량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 등 세부측량

1.3.2 지반조사

해상시추조사 해상반사법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지반의 성층상태 및 공학적 특성 파악 ∙지질이상대 및 영향권 파악

1.3.3 재료원 및 사토장 조사

구   분 번호 업체명 생산량/매장량 운반거리

레 미 콘
RC-1 (주)통영산업 220㎥/hr 15.2㎞

RC-2 (주)한려레미콘 250㎥/hr 9.4㎞

아 스 콘
AC-1 (주)거풍 200ton/hr 15.2㎞

AC-3 고성아스콘(주) 250ton/hr 15.9㎞

조 골 재
Q-1 봉원산업 100만㎥ 35.3㎞

Q-2 고성산업 150만㎥ 16.3㎞

세 골 재
G-1 통영골재 5,000㎥ 15.6㎞

G-2 한려골재 5,000㎥ 22.0㎞

사 토 장 S-1
경남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601외 4필지(사용동의서 구득 완료)
1.5㎞

 

재료원 위치도

1.3.4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편입용지 조사 주요 지장물 조사

구   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구거 묘지 잡종지 계 구   분 건 물 한전주 분묘

사 유 지 7,1361,83027,748 2,973 473 - 397 - 40,558
상   도

12동
/988.4㎡

11기 5기
국공유지 115 - - 37 2,369 498 - 87 3,106

하   도 - 14기 29기합    계 7,2511,83027,748 3,010 2,843 498 397 87 43,664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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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반영

관계기관 협의 및 회신내용 설   계   반   영

통 영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도 진입로 구간에 진촌마을 상수도관 (40㎜, 
L=250m) 이설 필요함

∙교량에 광역상수도 인입 위한 상수도관 (150㎜) 
설치

∙진촌마을 상수도관 이설계획 반영

∙교량 하면 첨가물 설치가능 시설 반영

통 영 시

교 통 과

∙상하도 별도로 운영되는 공영버스는 연도교 

개설시 상도와 하도를 연계 운영 계획

∙상하도 공영버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비포장 

도로구간 개선

K T
통 영 지 사

∙상도측 철탑저촉 이설필요

∙사량도 ~ 용화산 중계소 (통영) 무선전송로 

전파경로 장애 예상

∙교량부에 통신 관로 확보 (통신관 : 100m - 2공)

∙철탑 저촉 및 무선전송로 전파 장애에 따른 이설 

협조(발주처 부담사항)

∙교량 하면 첨가물 설치가능 시설 반영

한국전력공사

경 남 본 부

∙교량구간내 대비관로 확보 

(전력관 : 175㎜ - 2공)
∙교량 하면 첨가물 설치가능 시설 반영

통 영

해양경찰서
∙운영중인 방제선 제원 회신 ∙사량대교 시설한계 검토시 반영

한국해운조합

통 영 지 부

∙가항수역에 표시등 설치

∙사량호와 사량2호의 제원 고려

∙섬여행객 증가로 인한 여객선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 제시

∙항로표시등, 표지판, 등부표등 설치 반영

∙운항중 선박 시설한계 검토시 반영

∙향후 통항선박의 대형화에 대비 현재 

필요항로폭 이상으로 교량 계획

마 산 항

도 선 사 회

∙항로표지와 교각 표시등을 설치 ∙항로표시등, 표지판 및 교각 투광조명을 설치 

하여 가항수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

해 군

3함대 사령부

∙해군함정 통항 없음

∙해군 항공기의 안전 위한 교량 최상부에 

"주･야식별 가능한 항공장애등" 설치

∙양측 주탑 상단부에 항공장애등(10개소) 설치

함양국유림

사 업 소

∙토사유출방지, 낙석방지시설, 옹벽･침사지 및 

배수지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도로 안전시설 반영

문 화 재 청 ∙공사전 문화재 조사 실시 ∙사업구간 내 역사적 유물, 유구 미존재 확인

1.5 지역주민 의견조사 및 설계반영

구   분 주민의견 설계반영 비   고

교 량 형 식

∙사량도 관문으로의 상징성 최대한 

부각

∙연도교량 구간 야간조명 설치

∙상징성 높은 주탑 및 조형물로 

관문성 부각

∙야간조명 설치 반영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함OO 외

주 거 환 경 ∙시점부 주변환경 정비 요청 ∙회전교차로 및 조형물 설치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주민

인 근 상 권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 

요구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 등 설치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상가업주

어 업 권
∙해양환경오염 및 사고 방지대책 

요구

∙해상공사 최소화 및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시 등부표 설치로 사고방지

통영시 사량면 금평리, 
읍덕리 어촌계원

기 타 ∙공사시 수협 차도선 사용 요구 ∙공사시 수협 차도선 적극 사용 사량면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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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통분석

2.1 교통분석 및 계획

기본방향 ∙교통현황조사 및 문헌자료조사를 통한 상･하도 및 내륙간 통행특성 파악

∙연도교 개통시 통행패턴변화를 고려한 교통수요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2.1.1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구    분 본 사 업 비   고

분석기준연도 2009년 현황분석기준

공용개시연도 2016년 개통 후  1년

최종목표연도 2035년 개통 후 20년  

내용적 범위

2.1.2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교통량 조사

주요도로 교통현황 사업노선 주변 교통현황

통행특성 조사

여 객 선

운    행

∙3개 선착장(금평, 덕동, 내지)
   차량 승하선 가능

∙일일 최대 3,600인/일, 630대/일 수송

관 광 객 

방    문

∙2008년 기준 25만인/년, 4만대/년 수송

   성수기(8월기준) 69,000인/월, 14,000대/월

상하도간

통행(주민)
∙일일 최대 310인/일, 50대/일 수송

   무료 여객선 이용, 학생(85%)대다수
 

사량도 여객선 취항현황

검토결과 ∙사업노선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은 "A"로 양호한 소통상태로 분석됨

∙사량 상･하도간 통행은 여객선에 의해 발생되므로 제한적(통학생 제외)임
∙사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25만인/년, 4만대/년 수준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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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수요 예측

기본방향 ∙연도교 개통시 상･하도간 통행수단 전환량 예측(지역교통량)
   해상수단(여객선)에 의한 상･하도간 이용수요 기초

∙관광자원 개발에 의한 관광객 증가수요 고려(관광교통량)
   연도교 자체의 관광자원 효용성 및 사량도 관광객 유치 계획 반영

2.2.1 교통수요 예측 방법

기초자료 분석 사량도 교통발생량 산정 교통수요 비교검토 연도교수요

∙교통현황 분석

∙통행특성 분석

∙관련계획 검토

∙지역교통발생량 산정(상･하도)
∙관광교통발생량 산정(방문객)
   사업노선 이용교통량 산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남해안관광일주도로 검토

사업노선

교통수요

산    정

사업노선 이용교통량 예측

주 : 1) 성수기/비수기 동일, 2) 성수기(8월), 비수기(1월) 기준

구  분 지역수요1)
관광수요2)

성수기 비수기

2016년 108 363 133

2025년 163 487 186

2035년 215 597 221  

사업노선 교통량 예측결과 비교검토

주 : 1) 본 과업년도에 맞게 보정, 2) 2020년 이후 개통 가정

구  분
본 과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1)남해안관광일주도로2)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2016년 471 241 333 155 471 241

2025년 650 349 559 265 1,763 936

2035년 812 436 669 313 2,235 1,185

2.2.2 교통수요 예측 결과

사업노선 차종별 교통량 예측결과

구   분 승용차 버  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합  계

성수기

2016년 344 35 81 7 4 471

2025년 474 48 112 10 6 650

2035년 593 60 140 12 7 812

비수기

2016년 168 23 41 8 1 241

2025년 242 33 60 12 2 349

2035년 302 41 75 15 3 436

검토결과 ∙상･하도 수단전환(여객선 차량) 교통량은 최대 215대/일(2035년기준)로 예측

∙본 사업노선 수요는 지역+관광 수요로 구성되며, 기본계획 수요의 121% 수준으로 예측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통시(2020년 이후 개통 가정) 최대 2,235대/일로 예측

(단위 : 대/일)

(단위 : 대/일) 

(단위 :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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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보행/자전거 수요예측 방법

노선특성검토 사량도 발생량 산정 연도교통행비율(보행/자전거) 연도교수요

∙L=1.737㎞, 경사=8~12%
∙보행권역 : 반경500m
∙상하도간 순환버스 계획

∙지역발생량 산정(상･하도)
∙관광발생량 산정(방문객)

∙지역수요(0.2%/ 1.8%)
∙관광수요(1.6%/85.1%)
   사량도 발생량에 대한비율

보행/자전거

수요산정

2.2.4 보행/자전거 수요예측 결과

구   분
보행량(인/일) 자전거(대/일)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2016년 36 21 61 32

2025년 51 25 89 46

2035년 73 32 135 67
 

검토결과 ∙사업노선 경사 및 상하도간 순환버스 계획 고려시 보행/자전거에 의한 지역주민의 통행비율 

(0.2%~1.8%)은 낮으나, 등산/자전거관광객을 고려 보도･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필요

∙보행/자전거에 의한 통행은 관광수요(등산/MTB/연도교 자체관광, 1.6%/85.1%)에 의해 발생

2.3 서비스수준 분석 및 시설규모 산정

2.3.1 사업노선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성수기) 2.3.2 보행/자전거 서비스수준 분석결과(성수기)

∙2차로도로 분석기준 적용, K=0.141, D=0.635

구  분
AADT
(대/일)

PDDHV
(대/시)

소요차로

(편도)
총지체율

TDR(%)
LOS

2016년 471 45 1 0.90 A

2025년 650 63 1 1.26 A

2035년 812 78 1 1.57 A  

구 분
보  행 자전거

인/일 교통류율 LOS 대/일 상충횟수 LOS

2016년 36 0.07 A 61 5 A

2025년 51 0.10 A 89 8 A

2035년 73 0.13 A 135 11 A

검토결과 ∙본선 및 보행/자전거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최종목표년도(2035년)까지 원활한 소통상태유지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개통(2,235대/일)시에도 2차로운영(LOS "A")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2.4 경제성 분석

2.4.1 경제성 분석 수행방법

분 석 기 준 평 가 항 목 적 용 내 용 경제성결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 2007.12

∙B/C, NPV, IRR

∙비용 : 순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편익 : 차량운행비,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사회적 할인율 :   5.5%
∙분석 기준년도 : 2009년
∙분 석   기 간 :   30년

경 제 성

분석결과

도    출

2.4.2 경제성 분석결과

적용할인율 총공사비 할인비용 할인편익 B/C NPV IRR

5.5% 439.5억원 347.6억원 135.4억원 0.39 -212.1억원 N/A

검토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0.39, NPV=-212.1억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상노선 453개 중 35위｣ 및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계획｣의 종합 고려시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