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도로설계

대 안
설 계
적 용
현 황

선 형
 용원수로 계획변경으로 종단선형 조정  대형차량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견마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제안)  가덕 I.C Ramp-B 연결로의 선형 개선(제안)

 정지시거 부족구간 해소로 주행안전성 제고
중앙분리대

 ∙대형차량의 대향차로
침범을 방지 하기위해 
규격변경(H=0.81m➡1.27m)

원
안 도로선형 해석 및 평가 자

동화 기술 (2002.1.건교부)에 
의한 사고위험구간(정지시
거) 분석 실시
분석 결과∙정지시거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증가

대책∙곡선반경개선 (제
안)(R=210➡312m)

토 공

 시점부 대절토 발생구간 비탈면 경사 조정 (터널설치 
검토결과 대형차량 주행안전성 불리)

 녹지대 조성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암사토 발생 최소화
 견마도 쌓기구간 성토체 구조개선 및 비탈면보강 대

안

비상주차대∙녹산대교 중
항로부 확폭구
간을 활용하여 
2개소 설치

배 수  시공성 및 미관이 우수한 파형강판 암거적용

견마교차로의 도류화 개선으로 대형차량 
회전시 주행안전성 확보
우회전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교통혼
잡 개선

포 장  대형차량 통과 특성을 반영한 포장형식 및 구조개선

부대시설  대형차량 주행 안전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설 계
개 선
제 안

교 차 로  견마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선 형  가덕I.C Ramp-B 연결로 시거부족구간 선형 개선

 용원수로 계획 변경으로 종단선형 조정

현황 및 문제점∙용원수로 계획 변경으로 용원수로 위치 및 폭원 변경∙원안설계 종단 적용시 형하공간 부족
   ➡종단선형 변경(S=2.44➡2.76%)

용원수로 계획 (변경)∙위치 이동 : STA. 3+200 ➡ STA. 3+240∙항로폭원 : 25m ➡ 30m(표준부), 60.7m(확폭
부)

 정지시거 부족구간 해소로 주행안전성 제고

도로선형 해석 및 평가자동화기술(2002.1.
건교부)에 의한 3차원시거 분석 실시
분석결과 시점측 대절토 발생구간(R=480m) 
시거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터널설치
곤란)

대책 
  ∙환경시설대(B=1.35m) 설치로 정지시거 확보
  ∙입찰안내서 준수 및 터널 계획 지양으로 

도로 기능 극대화

 시점부 대절토 발생 구간 비탈면 경사 조정  녹지대 조성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암사토 발생 최소화  견마도 쌓기구간 성토체 구조개선 및 비탈면 보강  파형강판 암거 적용  포장 형식 및 포장 구조 개선

비탈면 경사 조정∙정밀시추조사 결과 원안설계와의 암추정선
상이로 인한 비탈면 경사 조정
터널 설치 방안 검토∙터널설치시 환경보전 측면에서 유리하나∙터널위치가 R=480m의 작은 곡선반경
상에 위치하고 S자의 배향곡선이 전방
에있어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에 불리

가덕I.C구간에 녹지대 
조성∙주변경관 개선 및 I.C인
식성 증가∙토공유동 계획에 의거, 
암버럭의 골재 유용후 
녹지대 조성에 사용하여 
암사토 발생 최소화(암
사토 감소량 10,094㎥)

해안 매립부 호안축조로 해수에 의한 성토체 구조 보호
및 시공성 향상 도모 연약지반 및 산지부의 콘

크리트 배수암거 설치시 
균열발생 및 시공성불리➡ 파형강판 암거 적용

포장 형식 변경∙대형차량 통행비율이 높아 소성변형 

  저항성이 우수한
   SBS PMA 포

장 적용
포장 구조 개선∙원안설계 포장
구조의 지지력 
부족으로 포장
구조 개선

사면 안정해석에 
의한 비탈면 보
강

 ➡ 비탈면 정리
+ R o c k 
Anchor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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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공 설계

토공유동계획에 의거한 경제적인 토공계획 수립

골재유용후 암버력 10,094㎥을 녹지대 조성에 사용

(단위:㎥)

흙깎기

457,177

흙쌓기

270,076

암유용

173,801

사토량

33,031

 추가 시추에 의한 단면조정

시 추 위 치 시점부대절토(STA0+940)
견마도대절토(STA3+67

0)

암추정선길이 변경 2.7m ➡ 11.4m 4.6m ➡8.8m

비탈면 길이 조정
좌측 : 26.7m ➡ 32.9m
우측 : 32.9m ➡ 48.8m

좌측 : 20.9m ➡ 23.6m
우측 : 46.5m ➡ 50.5m

 비탈면 토공설계

견마도구간 : 비탈면 안정 개선∙암반비탈면 : Rock Bolt보강∙자연비탈면 : 비탈면정리 + Rock Anchor 보강

비탈면 보호공법∙자연 표토 복원 공법 적용
   ➡ 식양토를 주재료로 비탈면 보호∙적용위치 : 시점부대절토,견마도 깎기구

간

환경영향 최소화 발파공법 적용∙NPS +미진동 발파공법 적용  
 ➡시험발파(터널1개소, 시점부대절토1개소)를 

  통해 민원 최소
화    방안 강구
발파진동영향권 
분석결과 허용기
준(0.3kine)만족

 암쌓기 설계  표토제거 복원계획  벌개제근 및 수목활용계획

시점부 : 현장토사 부족량 대체 및 암버럭 유용

견마도구간 : 해수로부터 도로구조체 보호위해 

호안축조 성토

비옥한 양질의 유기

질 표토를 터널갱문

의 상단에 복토하여 

생육기반 조기 유도 

및 자연환경 보존

이식용 제외 수목은 

현장에서 톱밥분쇄하

여 비탈면 녹화 재료

이용

 연약지반 부등침하대책  IC녹지공간 조성  교량 하부 수변 공원조성

적용 위치

 ∙기존도로와 Ramp 
A.B접속부

적용 사유 완공후 기

존도로침하량초과로 
EPS적용

가덕IC의 녹지대조
성으로 주변경관개
선 및 IC 인식성 증
대 및 암사토 감소효
과

하부 녹지 공간을 활

용한 주민친화적이고

친환경적 공원조성으

로쾌적한 도로환경 제

공

2. 배수 및 도로 구조물 설계
 암거입구 침사지 설치  터널 배수처리대책  기존암거와의 접속  신설 암거 설계

암거입구의 잡물 집적으로 홍수
시 피해우려

   ➡암거입구 침사지 설치(제안)
지하수와 노면수 분리 처리 (EPS+grouting)적용으로 부등

침하예방
균열발생이 없고 시공성 및 미관이
우수한 파형강판 암거적용

3. 포장 설계
 본선 포장

SBS PMA 포장 선  정  사  유 포   장  L  C  C  분  석

중차량 전용도로에서 소성 변형저항성 우수

내유동성, 노화 및 피로저항성 우수

원안설계 포장구조의 지지력 부족으로 기층과 

보호기층두께 조정

SBS PMA SMA WC-3

 교면 포장                                            아스팔트포장의 포트홀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교면 SBS 포장 선  정  사  유 아스팔트포장의 포트홀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내유동성, 마모 및 균열저항성 우수

교면슬래브와 접착성 우수

수분 박리저항성 우수

초기공사비 다소 증가하나 LCC측면 유리

아스팔트와 골재의 현장품질기준 강화(특히골
재)

정확한 배합설계와 공극률 관리(공극률이 7% 
이상이면 투수가능성이 있음)

다짐작업의 일관성 유지와 현장밀도 관리 철저

교량상판 배수능력 향상(교면포장 침투수처리용 

유공관 설치)

 터널내 포장                                          포장설계 검증

무근콘크리트포장 선  정  사  유 C.D.F곡선을 통한 포장 구조설계 검증

터널내 포장 유지보수작업 필요시 교통차

단 및 우회곤란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포

장형식 선정

중차량 혼입율(48.6%)을 고려하여 두께 산정

터널내 조명 효율성 증대 (아스콘 대비 

1.3배 효율)

대안적용(70㎝+5㎝) 비교안(75㎝) 70㎝(초기두께)+5

㎝(오버레이)로 설계

한 당사안이 20년 

Total Damage가 적

어 최적의 설계로 분

석

4. 부대시설 설계
개폐식 낙석방책 고규격 가드레일 비탈면 점검로

효과
흘러내린 낙석과 사토의 
효율적처리

효과
충돌시 안전하게 정지

또는 복원시키는 기능 효과
비탈면의 원활한 

유지관리

적용
구간

시점부 대절토부 정점부 
자연사면 보강부

적용

구간

토공부 중앙분리대 성토부 

노측

적용

구간
대절토부 비탈면

돌출형 차선 도색 암파쇄 방호시설 갈매기 표지판

효과
차선인지 및 경각심증대,
미끄러방지 효과

효과
대절토부 공사시 낙석에
의한 안전성 확보

효과
주.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확보

적용
구간

중분대 및 도로 내·외측
차선, 길어깨 차선

적용
구간

시점부대점토부, 터널총
점부

적용

구간

곡선이 심한 
평면선형구간

높이 조절 표지병 동물 이동 방지 휀스 충격흡수시설

효과
노면표시를 보안하여 운전
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

효과 동물의 도로내 침입방지 효과
도로이탈시충격에대

한안정성확보
적용
구간

가덕IC NOSE부
적용
구간

깎기부 비탈면 적용
구간

연결로유출부

5. 설계 개선 사항

공   종 구     분 기  대  효  과 설  계  적  용

토     공 NPS 발파 발파진동 및 소음 저감 본선암 발파구간

배 수 공 유공관 이용한 교면 배수 우수의 신속한 배수로 포장 및 콘크리트 내구성 보호 전 교 량

포 장 공 SBS-PMA 포장 탄성 복원력이 커서 교량의 진동, 처짐에 유리 전 구 간

부 대 공

자연표토복원공법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 깎기부 암비탈면

충 격 흡 수 용
가  드   레  일 도로 이탈시 충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토 공 부

돌출형 차선도색 돌출부의 진동에 의한 차로 이탈 방지 전 구 간

개폐식 낙석방책 흘러내린 낙석과 사토의 효율적처리 깎 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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