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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도로의 계획성

1.1 노선선정 접근방법

1.1.1 사업노선 입지현황 및 통행패턴 분석

마을별 세대분포현황 및 통행여건 장래 통행패턴분석(성수기)

∙진촌, 덕동, 읍포마을 등에 세대수 밀집

∙하도의 동측순환도로(먹방~백학)는 급경사 지형으로 

통행여건 불량 

∙예측교통량 : 성수기 812대/일, 비수기 436대/일
∙덕동방향 : 667대/일, 먹방방향 145대/일로 덕동 

방향으로 82%의 통행량을 보임

검토결과 ∙상도↔하도 덕동, 읍포 방향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중 82% 점유

   덕동 방향 최단거리 노선대 선정 (덕동방향 주방향 접속)

1.1.2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접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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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안노선 선정 및 평가

1.2.1 비교노선검토

구   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비 교 안

상 ･하도간

동 선

∙이동거리 과다(진촌~덕동교차로간, L=1.4㎞)
   이동시간 : 21분(보행기준)

∙이동거리 최소(진촌~덕동교차로간, L=1.0㎞)
   이동시간 : 15분(보행기준)

∙이동 거리 보통(진촌~덕동교차로간, L=1.25㎞)
   이 동시간 : 19분(보행기준)

비포장도로

개 선

∙비포장구간 미개선

   비포장 존치 : L=630m
∙비포장구간 확･포장개선

   L=610m, B=7.0m
∙비포 장구간 미개선

   비 포장 존치 : L=610m

군도 12호선

접 속

∙먹방방향 접속 미처리

  (단차발생 : h=4.7m)
∙덕동방향 주방향 접속, 먹방방향 연계접속

   주교통류 흐름 원활

∙하도 순환도로 직접 T형 교차

   주 교통류 흐름 지체발생

어업권 보호 ∙가두리 양식장 근접통과(70m)로 어장피해 과다발생∙가두리 양식장 이격통과(130m)로 어장피해 최소∙가두 리 양식장 이격통과(120m)로 어장피해 최소

산 림 훼 손
∙산림훼손 과다

  - 훼손면적 : A=28,000㎡
∙산림훼손 최소

  - 훼손면적 : A=21,700㎡
∙산림 훼손 보통

  - 훼 손면적 : A=22,100㎡

교 량

조 망 권

(진촌마을

조망)

1.3 최적노선 선정

1.3.1 구간별 세부검토

상도 접속도로구간

구   분 기본설계 비 교 안

특 징

∙급경사구간 S커브 배제로 주행 

안전성 양호

∙진촌마을 가옥저촉 최소(8채) 
- 보상비 저렴

∙발파공법 세분화 적용으로 민원 

최소화

∙공사비 고가

∙급경사구간 S커브로 주행안전성 

불량

∙진촌마을 가옥저촉 과다(17채) 
- 보상비 과다

∙미 저촉 건물에 대한 접근 불리 

(단차발생 h=7.2m)
∙발파구간 축소로 공사비 저렴

검토결과 ∙공사비는 고가이나 가옥저촉을 최소화하고 평면 및 종단선형이 

우수한 기본설계안 선정

하도 군도12호선 접속 및 비포장구간

구   분 기본설계 비 교 안

특 징

∙군도12호선 비포장도로 확･포장개선

∙덕동방향 주방향 접속 및 먹방방향 

연계접속 : 교통흐름 양호

∙군도12호선 기존 포장구간 철거 

배제

∙폐도부지 활용하여 봉수대 공원 및 

비상주차대 설치

∙군도12호선 비포장도로 개선 미미

∙주방향 교통류의 좌･우회전 처리 

: 교통흐름 불량

∙군도12호선 기존포장구간 철거 

과다

∙지형상 사업노선과 연계하여 전망 

시설 설치 곤란

검토결과 ∙주방향 교통흐름이 양호하고 이동거리 단축, 비포장 개선으로 

이동편익을 극대화한 기본설계안 선정

∙고령자의 보행통행을 고려하여 진촌↔덕동간 최단거리 노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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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안노선 선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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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최적노선선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설계(기하구조 최적화)

 교통약자보호, 녹색교통 활성화  이동거리단축  주방향을 고려한 선형계획

∙보도폭원 확대 : B=2.0m

∙보행자, 자전거 통행분리 : 안전 확보

∙지형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선형 

설계 및 이동거리 최소화

∙주교통(덕동방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주방향 접속 및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이용자(지역주민, 관광객) 편익증진, 자연환경훼손 및 민원 최소화

 비포장 개선, 종단개량  휴식참  연도부지복토(현장사토)

∙이용자 편익증진 및 접근성 강화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군도기능 강화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휴식참 제공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활용 적극 유도

∙도로접근 용이하도록 연도부지 복토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민원최소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 관광인프라 구축 사전 갈등요소 제거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  해상교량 종점부 묘지 저촉(사전협의)

∙지역 상징성을 고려한 경관시설물 설치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봉수대공원 설치

∙물양장을 활용한 수군만호진공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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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기준 선정

1.4.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도로의구분 ∙기능별 구분 : 지방지역 국지도로(군도12호선) ∙도로의 성격 : 도서지역 관광도로

설 계 속 도 ∙V = 50㎞/h

1.4.2 도로의 폭원구성

토공 구간 교량 구간 도로폭원 결정요인

∙연평균 일 교통량 : 812대/일(성수기)
∙설계속도 V = 50㎞/h(저속류)
∙도로의 기능 및 성격 : 도서간 연결, 
국지도로 및 관광지 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기능강화
   적정 차로폭 : B=3.0m

보도폭원개선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토공구간 보도 미설치(교량 보도 방호울타리 미설치)
   보도폭원 B=1.5m로 교통약자 미고려

   자전거도로 미설치

∙토공구간 및 교량구간 보도설치(방호울타리 설치)

   보도유효폭원(B=2.0m) 확대로 교통약자고려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설치(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007)

1.4.3 기하구조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기본계획기본설계 구    분 단 위 기 준 기본계획 기본설계

설계속도 ㎞ / h 50 40 50 최소종단곡선장 m 40 100 100
최소곡선반경 m 90 60 90 정지시거 m 55 37 62

최소곡선장
θ＜ 5ﾟ m 300/θ - - 최소완화곡선연장 m 30 미적용 30
θ≥ 5ﾟ m 60 62 101 최대편경사 % 6 8 6

최급종단

경사

평지 % 7 - - ∙기하구조기준 이상 값 적용  안전성 확보

∙평면 및 종단선형은 지형여건, 접속도로와의 연계성 

및 주행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산지 % 14 13.33 11.96
최소종단곡

선변화비율

볼록 m/% 8 6.86 8.12
오목 m/% 10 7.23 10.05

1.5 선형설계

1.5.1 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의 적정성

평면선형 설계

평 면 선 형 개 선 내 용

∙해상교량구간 직선화 계획으로 시공성, 안전성 확보 

및 경관성 향상

∙토공부 급경사 구간 S커브 배제로 주행안전성 확보

∙평면곡선반경 확대적용과 적정 길이의 직선구간 

삽입으로 선형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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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선형 설계

종 단 선 형 분 석 결 과

∙토공부 산림훼손 최소화 및 종단경사 완화

  (기본계획 S=12.5%  기본설계 S=11.64%)
∙해상구간 유심부의 개방감 확보 및 노면배수 유리

∙해상교량 형식을 고려한 대칭적 종단선형 계획

(S=1.0% ~ S=-1.0%)

경관(미관)측면에서의 종단계획의 적정성 검토 : 해상교량구간

구   분 기본설계 비 교 안

종단면도

경 관 성

검토결과 ∙도서간 연결 교량으로서 유심부를 중심으로 곡선의 경관연출과 안정적인 느낌의 기본설계안 

선정

1.5.2 노선특성에 따른 선형 및 전･후구간 접속검토

시점부 접속검토

기본계획현황 및 문제점

∙진촌마을앞(사량여객터미널)도로 예각접속

∙이면도로접속 과다

∙여객선 이용, 주차장 이용, 주거지 진･출입 

교통 등 다양한 통행패턴 발생

종점부 접속검토

기본계획현황 및 문제점

∙덕동마을방향 주방향접속, 비포장구간과 연결

   포장구간 : B=7.0m, 비포장구간 : B=4.0m
∙먹방방향 단차(h=4.6m)발생 및 접속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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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1.6.1 주변여건을 고려한 진･출입 계획

진촌교차로(상도)

구분 기본설계-회전교차로 비교안-단순평면교차

평

면

도

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적용으로 주행연속성 확보

∙상충최소화로 교통용량증대

∙저속주행 유도로 교통안전성 확보

지체도 ∙예각 교차접속으로 주행연속성 미확보

∙상충과다로 교통용량 저감

∙시거불량으로 교통안전성 미확보

지체도

8.5초/대

(LOS "A")

13.2초/대

(LOS "A")

덕동교차로(하도)

구분 기본설계 비 교 안

평

면

도

분석

결과

∙주방향성 유지(덕동방향)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주교통류 주방향 처리로 교통흐름 양호

지체도 ∙주방향성 미고려

∙우회전 차로 설치

∙주교통류 좌･우회전 처리로 교통흐름 불량 

지체도

7.3초/대

(LOS "A")

12.6초/대

(LOS "A")

1.6.2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인 교차로계획

진입･진출 동선 분리운영 개선 봉수대공원 입･출구부 위치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및 도류화

∙교차상충 배제 및 진입･진출 동선 

분리 운영으로 교차로내 교통흐름 

양호

∙봉수대공원 입･출구부의 교차로 

이격 설치로 정지시거 확보

   교통사고 위험 배제

∙교차로 가각부 곡선반경 확대적용 

∙좌회전 대기차로 및 도류화로 

주교통류 흐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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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로의 시공성

2.1 토공 설계의 적정성

2.1.1 토공유동계획

토공유동계획 사토장 후보지 선정

∙토공구간 선시공으로 물양장에 필요한 사석은 현장 

발생암 유용(하도)
∙상･하도 별도의 토공유동으로 경제적 유동계획 수립

∙운반거리최소, 환경훼손최소, 민원최소, 적정처리량 

고려(사토후보지 : 금평리 산 50-4번지, 5,355㎡)
∙사토량 : 19,930㎥ ∙운반거리 : 1.8㎞

2.1.2 민원, 안전, 조망을 고려한 토공설계

도로주변부지의 효율적 활용-민원해소 주행안전 및 조망을 고려한 비탈면 계획

∙좁은 협곡부 현장 사토로 연도 유･출입 원활(민원해소)
∙토지 보상비 절감(A=960㎡)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

∙깎기 비탈면의 정리로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주행 

안전성 향상

∙주행자 및 보행자 조망 경관 양호

2.1.3 발파공법선정 및 비탈면계획

생활환경을 고려한 발파공법 선정

발파공법 세분화 비탈면 설계

∙인근 주거지역 생활권 보호

∙시험발파에 의한 적정발파공법 세분화 적용

∙안정성 검토를 토대로 한 비탈면 설계

∙절토사면의 안정 및 편입용지 최소화를 고려한 사면보강

☞ 토질조사보고서 77~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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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수시설설계의 적정성

2.2.1 배수시설계획

배수시설 및 구조물 설치현황 보도설치구간 절토부 배수처리

∙사면수 및 노면수의 분리처리로 배수집중 배제

∙집중호우시 비탈면 토사의 보도, 도로 유출배제

토공 및 교량부 노면수 처리

∙성토사면 측구로 유도 

하여 비점오염처리시설 

(자연형)정화 후 방출

∙집수구에 초기 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한 후 분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계획

초기우수처리시설(교량부) 초기우수처리시설(토공부)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적 배수계획

측   구 암거 및 배수관

2.3 도로구조물(옹벽, 암거 등)설계의 적정성

 산지부 기준적용 수로암거 계획  현장발파암(전석) 쌓기

∙설계빈도 50년 적용으로 암거규격 확대설치(2.5×2.0)
 계곡부 수해예방

∙주변지형과의 조화와 안정성 확보, 미관 양호, 기존 

시설물 보호(상수관로)

비점오염처리시설(자연형)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73~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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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장설계의 적정성

2.4.1 포장설계

포장설계현황 포장구조설계 및 포장단면 안전성 검토(절삭후 덧씌우기)

구   분
두께
(㎝)

상대
강도계수

공용10년 공용20년
소요SN 설계SN 소요SN 설계SN

덧 씌 우 기 5 0.157 0.785
표 층 5 0.157 0.785 절삭
기 층 10 0.110 1.100 1.100
소계( SN1 ) 15 1.391 1.885(OK) 1.630 1.885(OK)
보 조 기 층 20 0.048 0.960 0.960
총계( SN2 ) 35 2.032 2.345(OK) 2.845(OK)

∙토공부 포장형식(WC-3) 선정

   교통량이 미미하고 토공구간 대부분이 급경사로서 미끄럼방지 

포장(전면식, 이격식)이 설치되므로 유지관리,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밀입도아스팔트포장(WC-3) 적용

2.4.2 포장형식결정

본선포장 교면포장 자전거도로포장 보도포장

∙밀입도 아스팔트포장 ∙PSMA 개질아스팔트포장 ∙투수성포장 ∙소형고압블럭포장

2.5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2.5.1 부대시설 설치현황

지역 상징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고려한 시설

 상징시설물  봉수대공원  수군만호진 공원  워터프론트-제안

∙사량도를 형상화한 조형물 ∙폐도부지 활용, 비상주차대 겸용 ∙물양장 활용한 수변공원 ∙해안접근 시설 및 전망데크

☞ 구조 및 수리계산서 283~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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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통행편의 시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휴식참 설치  태양광/풍력을 이용한 멀티도로싸인

∙토공부 종단경사를 고려하여 휴식참 설치

   보도 휴식참 9개소, 자전거도로 휴식참 3개소

∙국가정책에 부합 :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및 주･야간 도로 미관연출

녹색교통의 관광자원 활성화(하이브리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제안)

제 3 장 도로의 유지관리

3.1 포장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포장공법 적용

토공부(WC-3) 교량부(PSMA)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구축(PMS)-제안

∙교량부 포장수명 증가 : 일반 아스팔트포장의 2~3배 

∙토공부는 미끄럼방지 포장 고려, WC-3 적용

∙적정 포장상태 유지, 적기 보수에 의한 수명 연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PMS 도입

3.2 깎기･쌓기 비탈면 유지관리계획

비탈면 유지관리

비탈면 점검계단 비탈면 배수시설 계획 계측계획

∙접근성을 고려한 점검로 

설치로 유지관리 용이

∙표면수 유도배수 및 

침투수 최소화

∙비탈면 유지관리 계측 수행 

∙비탈면 안정성 확보
 

구    분 수량

지 중 경 사 계 2개소

지 하 수 위 계 1개소

변 위 핀
4개소

(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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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도로의 안전성

4.1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4.1.1 여객터미널 유․출입 교통처리계획

∙인접교차로와의 연계 및 주차구역 

개선으로 동선 단순화

∙진입･진출 동선 분리운영으로 교통 

처리 원활화

∙여객선 이용차량 승･하선 처리시간 

단축

4.1.2 해상교량 유고시 교통처리계획 및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제안)

∙비상주차대를 활용한 교통우회처리

∙현재, 도로유지관리체계의 미흡과 도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장래, 간선도로 

(연륙교)와의 연계시 신속한 도로교통 

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제안) - RWIS, VMS, VDS 등

4.1.3 보행통행 및 자전거교통의 원활한 처리계획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분리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

∙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구분 : 혼선방지 

(자전거도로:칼라투수콘, 보도:블럭포장)
∙토공부 급경사구간 휴식참 설치로 

이용자 편의 제공(교통약자 고려)

4.1.4 교통안전시설 계획

방호울타리 비상주차대 돌출형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차량감속보도

∙교량 전구간

∙SB-2등급 적용

∙교량전후 토공부 

2개소

∙차로 이탈시 운전자 

에게 주의력 고취

∙교차로 전:전면식

∙급경사 지역 

: 1-3방식

∙횡단보도 통과시 

차량감속 유도로 

안전성 확보

4.2 교면배수계획의 적정성

교면배수계획 교면배수구 간격계산 교면 집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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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도로의 경제성

5.1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노선의 평가

5.1.1 노선선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비교안

P 587 P 971 P 558

C 10.0 C 15.3 C 9.2

V 58.7 V 63.5 V 60.7

항목별발생비용 빈도분포함수 누적생애주기비용

5.1.2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한 포장공법 선정(교량부) 5.1.3 보상비 최소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PSMA 일반아스팔트 보강토+연도부지복토 일반성토+통로암거

P 854 P 734

C 9.2 C 10.0

V 92.8 V 73.4

검토결과 ∙일반아스팔트 대비 8% 비용절감, 26.4% 가치향상된 PSMA공법 선정  가치혁신형 모델

∙일반성토 + 통로암거 대비 44.2% 가치향상된 보강토 + 연도부지복토 선정  가치형상형 모델

5.2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적정성

5.2.1 유지관리비용 산출기준

일반관리비 ∙국토연구원(2001), [민자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

점검/진단비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40호(2008.12.3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적용

유지보수비
∙고속도로 교량의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지침(안)-한국도로공사 

2004.12 적용
 

최적 유지관리비용

5.2.2 유지관리비 산출

구   분 일반관리비점검/진단비
유지보수비

사용자비용 총 계
보수/보강비 교체비

도   로 - 4,264.0 2,741.9 - 22.3 7,028

교   량 132.3 2,559.5 1,384.2 532.7 379.9 4,989

계 132.3 6,823.5 4,126.1 532.7 402.2 12,017
 

유지관리비 구성

검토결과 ∙연간 유지관리비용(120.2백만원)은 총 공사비의 0.3%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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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도로의 환경성

6.1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자연환경, 생활환경 보호

 토공부 연장 최소화  저소음 포장공법 적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장발생암 전석쌓기

∙평면선형 조정 및 발파 

공법 세분화 적용

∙일반포장에 비해 약 

3dB(A)의 소음저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합

∙대기오염감소, 미관우수

∙현장 발생암 활용

   경관양호, 사토최소화

 교통정온화 시설  가설 방음벽 및 방진망  보강토+연도부지복토  동물이동통로

∙차량속도 감속 유도로 

소음감소 및 교통안전확보

∙4개소, 190m 설치

∙H=4m, 6m(방진망 포함)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및 보상비 최소화

∙생태환경을 고려한 배수 

시설 설치

6.2 지역주민을 고려한 친환경적 도로건설

 진촌교차로  봉수대공원  수군만호진공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제안)

∙사량도 형상 조형물 설치

∙상징적 경관 연출

∙폐도부지를 활용한 전망대 

설치(비상주차대 겸용)
∙물양장 활용, 휴게･체육 

시설 등 설치

∙전기자전거 활용-자전거 

교통수단 활성화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