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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1.2 사업현황 및 규모

사 업 명 안좌~자라간 연도교 가설공사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

규 모
연  장 : 2.005km (해상장대교량 670m, 도로 1,335m)
차로수 : 왕복2차로 설계속도 : 60km/hr
교차로 : 2개소(자라, 복호) 기    타 : 조경, 전기, 부대시설 등 포함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0일(60개월)

표 준
횡 단 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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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컨셉

2.2 분야별 핵심실천전략

도로분야  환경과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로계획 교량분야  신안군 최고의 명품교량계획 토질 및 기초분야  현지여건을 고려한 최적 기초계획 토목시공분야  현장특성을 고려한 무재해, 고품질 교량건설

충분한 양측항로확보(발주처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적극반영)
휴암마을 후방통과➜주행안전성 및 생활환경향상(소음, 조망권 등)

국내최초의 최첨단 하이브리드 콘크리트 사장교
  ➜고강성･고효율 구조의 독창적인 교량계획

대수심 및 지질이상대를 배제한 최적의 기초계획
 ➜시공성, 경제성 확보 및 해양오염 최소화

해상교량 전체를 단일공종(FCM공법) 적용으로 시공성 향상
해월전력선 간섭배제 및 해상작업 최소화➜무재해･안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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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로분야 : 환경과 인간 중심의 쾌적한 도로계획

특징 1  전구간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 설치

기본계획(교량구간만 보도설치)➜기본설계(전구간 보도설치)
시공중인 리도204호선과 보도 연속성 확보 및 보행안전성 향상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부합

특징 2  마을 후방통과로 조망권 및 주행안전성 향상 특징 3  해월전력선 간섭배제 위한 최적선형계획 특징 4  악도 중심의 좌･우 양측항로 확보 특징 5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신안군 목포해경 한국해운조합 조양운수 자라교차로 : 4지
복호교차로 : 3지
상충최소화
최적 규모 교차로
저탄소 녹색성장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0)

 특징 6   철저한 운영 중 방재계획 수립

2연속 배향곡선(S커브) 배제 및 곡선반경 상향➜주행안전성 향상
마을 후방통과로 조망권 및 차폐감 해소(생활환경보호, 민원예방)
연약지반 처리 및 우량농지 편입 최소화(430m➜ 160m)

선형추가이격+중간철탑 설치➜공사중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관련기관(한전) 요구사항 적극반영

  ➜공사중 타워크레인 회전반경 고려 : 11.5~36.0m 여유공간 확보

관련기관 요구사항 적극 반영한 양측항로 확보
장래통항선박(1,000톤급 카페리)을 고려한 시설한계 확보
양측항로 확보를 위한 종단계획 상향에 따른 구간별 토공균형 확보

비상주차공간의 다각적활용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으로 안전성 향상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한 인간중심의 도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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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량분야 : 신안군 최고의 명품교량계획

특징 1  국내최초의 HYBRID 콘크리트 사장교 특징 2  충분한 시설한계 확보로 선박통항 안전성 극대화 특징 3  해월전력선 간섭 배제한 교량가설계획 특징 4  고강성･고효율･고안전성의 교량설계

장경간 사장교와 고강성 거더교의 장점 결합
  ➜교량 자체의 조형미와 독창성이 우수한 신개념 복합교량

지형조건에 부합하는 장경간 계획➜선박통항 안전성 극대화
발주처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 적극반영➜양측 항로 확보

해월전력선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공사중 안전성 확보
공사완료후 교량내부 배전선로 설치로 경관성 향상(철탑철거)

고강성거더 + 케이블 지지➜고강성, 고효율 교량
선박충돌, 바람 및 지진 등 극한환경을 극복한 안전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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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질 및 기초분야 : 최적의 기초형식 및 지반개량공법
지반특성과 해상여건을 고려한 기초계획

정밀지반조사에 의한 지질이상대 예상구간과 대수심 구간 기초배제➜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극대화

기초형식 단일화, 안전한 주탑기초

해상기초 형식의 단일화 주탑기초의 안정성 확보

P1, P2 : 저수심(최대6.6m)조건➜가물막이 + 직접기초
P3 : 조간대 위치, 물양장 활용한 직접기초 적용

기반암 얕은 심도 분포➜지지층 연암 적용
지지층 특성 고려한 수치해석➜기초규모 20×20m

연약지반구간 유지관리 최소화

주
안
점

1. 도서지역 장비 반입 최소

2. 낮은 쌓기구간 노상두께 확보

  ➜양질토 굴착치환

1구간(낮은 쌓기) 2구간(높은 쌓기), 연약층 국부적 분포

굴착치환 + GeoGrid + 쇄석Mat + 과재쌓기 PETMat + 단계쌓기 + 과재쌓기

3.4 토목시공분야 : 현장특성을 고려한 무재해, 고품질 교량건설
공종의 단순화, 반복공종을 통한 시공성 향상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고품질, 친환경 시공계획

해월전력선 등 현장여건을 감안한 장비동원계획 해상작업 최소화를 고려한 시공계획

대형장비(대형 해상크레인 : 500톤급 이상은 붐 해체 후 반입필요)
투입을 배제한 기초, 주탑, 상부가설계획 수립으로 시공성 향상

환경보존 및 시공성을 고려한 물양장 위치선정
교각(P3)주변에 물양장, 작업장 설치➜시공성, 경제성 확보

토취장 개발을 배제한 토공 유용계획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한 여유공기 확보

섬지역 토석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현장내 발생토량을 유용한 최적화계획➜사토 Zero화

장기공사를 고려한 최적장비 운영계획 수립(MCX기법 활용)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 및 민원에 대비한 여유공기 5개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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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관 및 관광자원화 :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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