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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로설계 개요

제1 장 도로설계 개요

1.1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로 본 핵심 설계 추진방향

기본방향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 품질, 성능 및 안전기준을 만족하면서 시공비가 낮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 설계

구    분 평 가 항 목 설계 추진방향

계 획 성
∙최적노선 선정의 적정성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안전주행을 전제로한 

최적 노선선정 및 입체교차로 계획

시 공 성
∙토공설계의 적정성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해안 환경을 고려한 

균형있는 토공계획 및 부대시설 설계

유 지 관 리
∙포장공법 선정의 적정성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가 최소화 되는 

포장재료, 비탈면 형식 적용

안 전 성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를 우선시한 

안전시설 배치 및 방재계획

경 제 성
∙VE/LCC기법 적용 및 적정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경제적인 시설물 계획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교 통
∙교통량 조사 및 수요예측의 적합성

∙서비스 수준 분석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도로기능에 부합하는 

최적 시설규모 제시

1.2 사업노선 특성분석

∙노선의 기능：남해안 다도해를 연결하는 관광 목적의 

보조간선도로(국도 77호선)

∙지리적 특성：여수공항, 여수항, 여수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의 관문도시

∙문화적 특성：엑스포를 계기로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

∙환경적 특성：녹지자연도 7등급 18.0%, 천연기념물 수달, 

멸종위기 말똥가리, 고라니 서식의 양호한 환경유지

∙경관적 특성：조발도, 둔병도, 낭도로 이어지는 해안의 

비경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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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분석을 통한 설계방향 설정

구    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분석내용 설계방향

∙기본계획：편측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입찰안내서：양방향 길어깨 2.0m 설치

∙교통안전을 고려한 길어깨 2.0m 확보

∙입찰안내서 횡단폭원 적용

∙평면선형：최소곡선반경 R=210m이상 적용

∙종단선형：최대경사 S=4.95% 적용

∙평면선형：최소곡선반경 R=210m이상 적용

∙종단선형：최대경사 S=3.8%이하 적용

∙여수 화양지구 고흥을 주방향으로 하는 

평면교차로 계획

∙여수 지방도 863호선 고흥, 화양지구

고흥으로 하는 이원화 입체교차로 계획

∙공정마을 근접으로 민원발생

(최소이격거리 2.3m)

∙민원배제 및 공사 가능공간 확보

(최소이격거리 14.0m)

∙장대 절토사면 발생

∙최대 사면길이 99.0m, 사면면적 30천m2 발생

∙장대 절토사면 최소화

∙최대 사면길이 46.0m, 사면면적 22천m2 발생

∙종단상 배수불량구간 발생 ∙종단상 배수불량구간 완전 배제

∙안전시설, 비상주차대(회차시설) 미반영 ∙안전시설, 비상주차대(회차시설) 반영

∙물양장 진입로 세부계획 누락 ∙대형장비를 고려한 진입도로 계획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망대 미계획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사토량 3만m3 발생 ∙토공균형으로 사토량 "zero"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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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로의 계획성

2.1 설계기준 선정

기본방향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설계기준 준수

∙주행안전성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 향상

∙국도Ⅳ등급에 부합되는 설계기준 적용

∙개정된 설계기준 적용으로 안전성 향상

2.1.1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기능분류상：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노선분류상：국도 77호선(부산~인천)
60km/hr

∙이동성 및 접근성과 주행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 설계속도 

60km/hr 적용

∙보조간선도로의 주기능 및 관광도로의 특성고려

∙교통패턴을 고려한 입체교차 계획

2.1.2 도로의 횡단구성

토공부 교량부

검토결과
∙도로시설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등 국내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적용, 관광도로 기능과 비상차량의 정차 공간을 

고려한 횡단구성

2.1.3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본선

구    분
본선

단위 기준 적용 단위 기준 적용

최 소 평 면 곡 선 반 경 m 140 210 최 소 종 단 곡 선 길 이 m 50 200

최 소

곡선길이

교각5ﾟ미만 m 350/θ - 최 소 정 지 시 거 m 75 80

교각5ﾟ이상 m 70 265 최 소 완 화 곡 선 길 이 m 35 49

최대종단

경 사

평 지 부 % 5 3.8 최 소 종 단

곡 선 비 율

볼 록 m/% 15 87

산 지 부 % 8 3.8 오 목 m/% 15 38

2.1.4 최근 개정 설계기준 반영

구    분 입찰안내서 및 국토해양부 설계기준 설계반영

토 공
비탈면

경 사

∙비탈면경사 표준도 기준 적용

∙국도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6. 4)

∙쌓기비탈면 소단높이 5.0m 적용

∙깎기비탈면 안전율 상향 조정

배수공
설 계 

빈 도

∙암거, 배수관, 용수로개거：25년

∙노면배수：10년 ∙측구：10년

∙배수관 50년 빈도 적용

∙토사유적 및 상시퇴적을 고려하여 수리계산에 반영

포장공
포 장 

설 계
∙소성변형 방지검토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SBS-PMA포장 적용

부대공
도 로 

표 지

∙도로표지규칙, 교통안전실무편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 적용

∙해상통과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시설물 반영

(표지병, 2단가드레일, VMS를 통한 강풍 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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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선선정

2.2.1 기본계획 노선 문제점 분석

구    분 공정마을 근접 종단 급경사 및 배수불량구간 발생

현 황

문 제 점
∙공정마을 근접으로 생활환경 저해

소음, 대기질 악화, 차량이탈시 민가피해
∙식재공간 부족으로 인한 해안경관성 저해

∙종단 급경사로 주행안전성 저해
∙절토부 배수불량구간 발생으로 결빙에 의한 사고율 

증가

구    분 종단 Sag부 평면교차계획 교량부 횡단구성 안전성 결여

현 황

문 제 점
∙Sag부 평면교차 계획으로 사고율 증가
∙연결로 종단 급경사(S=8.3%)
∙산지부 대절토 발생(H=34.5m)

∙여수방향 비상정차공간 확보불가
유고시 대응력 불리

∙교량 전･후구간 비상주차대 미설치

검토결과

∙공정마을 민원배제노선 및 해안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노선 선정 필요

∙주행안전성, 배수불량구간 해소를 위한 종단경사 개선 및 Sag부 평면교차로 개선 필요

∙차량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횡단폭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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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교노선 검토

기본방향
∙국도의 보조간선기능(설계기준)과 설계속도 60km/hr 기능에 부합되는 노선계획 수립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훼손 최소화 노선 선정으로 지역주민 민원 해소

구    분
기본계획

(시점부 직선선형)

기본설계

(시점부 IP추가)

비교안

(시･종점부 IP변경)

노 선 개 요
∙직선 곡선 직선선형

∙공정마을 근접통과 노선

∙지형에 순응하는 노선계획

∙공정마을 이격통과 노선

∙직선 곡선 직선선형

∙공정마을 근접통과 노선

연 장 2.000km 2.023km 2.000km

교 량
형 식 2주탑 현수교 2주탑 사장교 2주탑 사장교

연 장 820m 854m 830m

기 하 구 조

∙Rmin=210m, Smax=4.95%

∙R=직선 280m 210m

350m

∙Rmin=210m, Smax=3.8%

∙R=280m 400m 210m

350m

∙Rmin=210, Smax=4.95%

∙R=직선 280m 210m

350m

평 면

및

종 단

선 형

시 점  

토 공 부

∙공정마을 통과구간 종단급경사 

(S=4.95%)

∙직선선형으로 과속 유발

∙공정마을 근접으로 민원 발생 

및 시공성 불량

∙STA 0+320 대절토 사면 발생

∙공정마을 통과구간 종단경사 

완화(S=1.49%)

∙S곡선으로 속도저감 유도

∙공정마을 이격통과로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STA 0+320 대절토 저감

∙공정마을 통과구간 종단급경사 

(S=4.95%)

∙직선선형으로 과속 유발

∙공정마을 근접으로 민원 발생 

및 시공성 불량

∙STA 0+320 대절토 사면 발생

교 량 부

∙시･종점부 곡선선형 일부 편입

∙교량부 종곡선 과다 편입

∙편심량 증가로 교량폭원 증대

∙시･종점부 곡선선형 편입 최소

∙교량부 종곡선 편입 최소

∙편심량 감소 및 곡선편입 최소

∙시･종점부 곡선선형 과다 편입

∙교량부 종곡선 과다 편입

∙편심량 증가로 교량폭원 증대

검토결과 ∙평면 및 종단선형 조화, 공정마을 이격 통과로 예상민원 사전해소 및 교량의 구조계획상 유리한 기본설계안 선정

비교노선 평가

구    분
기본계획

(시점부 직선선형)

기본설계

(시점부 IP추가)

비교안

(시･종점부 IP변경)

V E 분 석

결 과

P 53.6 P 58.3 P 51.5

C 1.000 C 0.862 C 0.923

V 53.6 V 67.6 V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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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최적노선 선정

선형개량으로 공정마을 주거환경 개선 배수불량구간 해소

∙S형 선형으로 운전자 주의력 환기 

∙공정마을 이격(14.0m)으로 주거환경 개선

∙절토부 Sag계획으로 배수불량에 의한 결빙, 미끄럼 사고발생

종단조정으로 성토부 Sag계획

교통패턴을 고려한 교차로 계획 장대교의 주행안전성, 방재기능을 고려한 횡단구성

∙화양지구 우회통과 및 교통 주방향 분석을 통한 직결 

입체교차 계획(평면교차와 공사비 유사)

∙여수방향 길어깨폭 협소로 비상차량 정차 불가

전구간 2.0m 길어깨 확보로 사고 유발요인 제거

회차를 고려한 교량 전･후구간 비상주차대 계획 도서지역 환경보전을 고려한 토공균형

∙교량 전･후구간에 비상주차대 설치

∙VMS를 통한 사전 인지로 2차사고 방지 및 회차유도

∙해안지역을 고려한 토공균형으로 주변지역 2차환경훼손 방지

및 민원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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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형설계

2.3.1 평면 및 종단 선형설계

구    분 분석결과 선형계획의 적정성 검증

평 면 선 형

종 단 선 형

검토결과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로 시각적 연속성 확보 및 충분한 정지시거 확보

∙화양대교 완전대칭을 이루는 균형잡힌 종단계획

평면선형 개선사항 종단선형 개선사항

해안지형에 순응하는 선형계획 주행안전성, 환경을 고려한 종단선형

∙S형 해안 지형과 부합되는 선형 계획

∙주거지 이격으로 사전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종단경사 상향조정으로 본선 통행차량 주행안전성 향상

∙CO2 배출량 126.3톤 감소(20년간)로 주변환경 오염 저감

2.3.2 도로주행의 일관성 분석 ▶구조 및 수리계산서 240~241쪽 참조

기본계획 주행일관성 분석결과 기본설계 주행일관성 분석결과

검토결과
∙기본설계 노선 전구간에서 Good으로 분석되어, 기본계획 선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토공시점부~교량시점 이전 S형 연속곡선 구간의 주행일관성 측면에서도 Good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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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노선특성에 따른 선형 및 전･후구간 접속 검토

시점부 접속계획

평면선형 종단선형 설계반영

∙시점부 입찰안내서 준수

  시점부 X, Y, Z 좌표점 및 표준횡단

(B=11.5m) 준수

∙인접공구 연속성 고려, 시점부 선형 

준수

종점부 접속계획

평면선형 종단선형 설계반영

∙종점부 입찰안내서 준수

  종점부 X, Y, Z 좌표값 및 표준횡단

(B=11.5m) 준수

∙인접공구 연속성 고려, 종점부 선형 

준수

2.3.4 관광도로 기능을 고려한 시설계획

관광도로 특성을 고려한 도로변 쉼터 계획

기본계획 기본설계

∙자연사면과 도로 성토사면부 수로형성에 따른 집중호우시 

제체 안정성 저하 및 횡배수관 유지관리 불리

∙수로형성부 성토로 제체 안정성 확보, 도로변 쉼터 제공으로 

장거리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

도로 안전시설배치 계획 해상공원 계획

∙안개, 강풍 등 도로 위험요인 대비 안전시설물 설치 ∙물양장 부지를 활용한 유지관리 관리동 및 전망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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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향후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검토

기본방향

∙장래 주변도로의 정확한 교통기능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

∙기본계획시 주경로는 고흥 화양지구 여수로의(통행량 80%) 일원화 교통체계 제시

 교통패턴 재검토에 의한 최적연계 체계 구축

장래 목적별 통행경로 재분석 및 통행시간 분석(2039년 기준)

통행경로 재분석 경로별 통행시간

∙장래 여수 고흥 주방향 통행경로는 지방도 863호선을 

이용한 화양지구 우회 통과노선으로 분석됨

∙여수시청 공정교차로간 통행시간 분석결과, 지방도 863

호선 경유노선이 최단 시간으로 분석

검토결과

∙여수 고흥간 통행 재분석 결과, 화양지구를 우회하는 통과노선이 전체 교통량 67%로 분석

∙통행시간 검토결과, 지방도 863호선을 경유하는 노선이 최단시간으로 분석

 통행패턴을 고려한 공정교차로의 합리적인 연계체계가 요구됨

2.4 교차로 계획

기본방향
∙장래의 교통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차로 형식 적용

∙여수 고흥간 시간단축, 화양지구 내부 혼잡도 개선, 교차로상 지정체 요인 배제를 위한 교차로 형식 선정

2.4.1 교통패턴을 고려한 교차로 형식

기본계획 분석 기본설계 (기본계획 재분석) 교차로 형식

∙주교통 패턴변화에 따른

화양지구 고흥(33%)
으로의

여   수 고흥(67%)

목적교통 분리로 이원화 교통체계 

구축(직결입체교차로)

 국도보조간선 기능, 관광도로

기능에 부합하는 도로건설

∙고흥 화양지구 여수를 주교통으로

하는 일원화 통행분포(지체요인 미반영)

 화양지구 통과에 따른 지･정체 발생

∙고흥 지방도 863 여수를 

주교통으로하는 통행분포(지체요인 반영)

 화양지구 우회가 주방향 통행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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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정체 현황 분석

∙화양지구 4.0km내 교차로 2개소, 진입로 5개소가 계획되어, 차량 진･출입에 의한 상충으로 지･정체 요인 발생

2.4.3 교차로 형식비교

구    분 기본계획(평면교차로) 기본설계(입체교차로) 비교안(입체교차로)

개 요 도

장 ･ 단 점

∙민원발생

공정마을 2.3m 이격

∙교차상충 2개소 발생

사고율 증가

∙평면교차로 본선 지･정체 발생

∙연결로 대절토 발생

∙민원해소

공정마을 14.0m 이격

∙교통 주방향 직결처리

사고율 감소

∙입체교차로 지･정체 해소

∙대절토 발생 해소

∙민원발생

공정마을 가옥 저촉

∙교차상충 2개소 발생

사고율 증가

∙하부도로 지･정체 발생

∙비효율 교차로 계획

V E 분 석

결 과

P 51.3 C 1.000 V 51.3 P 57.6 C 1.017 V 56.6 P 51.0 C 1.046 V 48.7

검토결과

∙평면교차로의 지･정체 해소 및 교통 상충해소

∙교통주방향 분석에 의한 주행연속성 확보

∙여수 고흥, 화양지구 고흥 교통분리로 최적교통체계 제공

기본설계안 선정

2.4.4 방향별 교통처리 2.4.5 교차로 경제성 분석

∙여수 화양지구 교통량(5대/시)은 기존국도 77호선

장수교차로를 통해 경유

∙여수 고흥방향 교통량(493대/시)은 직결교차로 경유 통행

∙여수 화양지구 고흥의 지역접근 교통, 여수 지방도 

863호선 고흥간 이동 교통 이원화 처리로(입체교차로) 

평면 교차로 대비 9.29억원의 시간 및 연료비절감 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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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도로의 시공성

3.1 토공 설계

3.1.1 발생토량 및 유동계획

검토결과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 외부지역 토공수급 배제

최적의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로 경제적인 토공계획 수립 및 토공균형 확보로 사토량 Zero화 실현

3.1.2 환경친화적인 비탈면 설계 3.1.3 발파공법 선정

흙쌓기 비탈면 설계 흙깎기 비탈면 설계 육상발파영향원

∙토사구간 비탈면 

거적덮기 + 씨드스프레이

∙리핑암, 발파암구간 비탈면

암반녹화공법(5cm~10cm)적용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적용으로 

양식장 피해 민원 해소

검토결과

∙토사구간은 토양유실 방지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한 거적덮기 + 씨드스프레이공법 적용, 

리핑암･발파암구간은 경관이 우수한 암반녹화공법 적용

∙발파공법은 주거지 민원 및 환경성을 고려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적용

3.2 배수시설 설계

3.2.1 유역검토 및 배수시설 계획

검토결과 ∙집중호우의 원활한 배수처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배수구조물 단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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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항    목 적 용 기 준 비수시설 측후소
설계빈도

(년)

강우강도

(mm/hr)

유 역 면 적 ∙1/1,000 지형도를 기준으로 작성 노면 및 비탈면

여수

10 114.63

강 우 강 도 ∙개정 IDF곡선 및 건설교통부 공식 암거 및 배수관 50 149.92

계획홍수량 ∙합리식(A=4km2 이하) 적용 측구 및 도로인접 10 114.63

3.2.3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한 배수구조물 계획

비점오염 저감시설 소형동물 탈출 유도로 배수관 겸용

∙토공부(여과형), 교량부(장치형) 설치

해양오염 방지

∙측구내 경사로 설치로 소형동물 보호 

및 기존생태계 유지

∙배수관을 통한 소형동물 유도

생태적 연속성 유지

3.3 도로 구조물 설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한 옹벽설계 블 럭 식 판 넬 식

∙공정마을 통과부 옹벽 설치

마을근접으로 경관성이 우수한 형식 필요

∙해안지형 및 주거지 경관성 우수

공정마을 경관성 유지

∙공사비는 저렴하나 경관성 불량

공정마을 경관성 저해

3.4 포장설계 ▶구조 및 수리계산서 280~283쪽 참조

기본방향
∙장래 교통량 분석 및 소성변형 최소화를 위한 포장형식 선정

∙VE/LCC분석을 통한 장기 공용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포장 시공방안 선정

3.4.1 포장구조 설계

구    분
두께

(cm)

상대강도

계수

2029년 2039년

소요SN 설계SN 소요SN 설계SN

표 층 5 0.157 - 0.785 - 1.452

중 간 층 6 0.145 - 0.870 - 0.870

기 층 10 0.110 - 1.100 - 1.100

소계(SN1) 21 - 2.415 2.755 2.701 3.422

보 조 기 층 19 0.051 - 0.969 - 0.969

총계(SN2) 40 - 3.396 3.724 3.789 4.391

포 장 단 면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질아스팔트 

(SBS-PMA)표층 적용

∙초기 전단면 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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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포장형식 선정

본선포장 형식 교면포장 형식

구    분 SBS-PMA포장 SMA 포장 구    분 SBS-PMA포장 LMC 포장

형 식  및 

두 께

형 식  및 

두 께

검 토 내 용

∙소성변형 및 균열에 

대한 저항성 우수

∙품질관리 용이

∙박리저항성 우수

∙소성저항 우수

∙골재확보 어려움

∙파손에 다소 취약
검 토 내 용

∙소성변형 및 균열에 

대한 저항성 우수

∙피로저항 및 접착성 

우수

∙유지관리 용이

∙품질관리 주의 필요

∙경제성 다소 불리

V E 분 석

결 과

V=60.9 V=51.5

V E 분 석

결 과

V=64.2 V=60.0

3.5 부대시설 설계

3.5.1 이용자 안전 및 민원을 고려한 부대시설 계획

3.5.2 첨단 교통시스템(IT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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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도로의 유지관리

4.1 포장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포장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중 관리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포장 형식 포장 온도관리 효율적 다짐 방법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포장 선정 유지관리 최소화 ∙재료운반 중 온도 유지 ∙포장의 균질성 확보

공용수명 확보를 위한 공용중 관리

유지보수기준 국부손상보수 노면요철보수 도로통합관리

공용성지수 보수공법

3-2.1 표면처리

2-1.1 덧씌우기

1-0.0 재포장

∙AASHTO 공용성지수적용 ∙국부균열 영구패칭 ∙도로평탄성 개량 ∙공용성의 체계적인 관리

검토결과 ∙생애주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을 통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수명 확보

4.2 깎기･쌓기 비탈면의 유지관리 계획 ▶토질조사보고서 94쪽 참조

계측을 통한 정보화 시공계획

항    목 개소(수량)

지중경사계 3(3)

지하수위계 3(3)

광 타 겟 2(2)

계측기 배치계획 깎기비탈면(STA. 0+280)

∙대표 깎기부 지반거동 및 구조물 거동 계측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 관리 계획 수립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물 배치

비탈면 보호공 낙석방지 울타리 비탈면 점검로

∙비탈면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보강공 적용 ∙낙석으로부터 운전자보호 ∙비탈면 점검동선 확보

검토결과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계측 관리 계획 수립 및 시설물 배치를 통하여 비탈면 안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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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도로의 안전성

5.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검토결과
∙공사중 교통전환 최소화로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작업자의 안전, 주행차량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로 민원발생 최소화

5.2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 및 교통 안전시설 계획

5.2.1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

검토결과
∙자연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한 사전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미연에 사고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강풍 또는 유고시 장대 해상교량 진입통제로 이용자 안전성 확보

5.2.2 교통안전시설 배치계획

방호울타리 돌출형 차선도색 고휘도 표지판 동물이동 유도휀스 2단 가드레일

∙차량의 교량이탈 

방지

∙길어깨측 차로이탈 

방지

∙야간주행시 안전, 

시인성 향상

∙고라니 등 로드킬방지

(2차사고 예방)

∙해안 성토부 차량이탈

방지

도로 표지병 RWIS VMS CCTV 델리네이터

∙야간주행시 시인성 

향상

∙기상정보수집 

(교량부 1개소)

∙운전자에게 정보제공 

(교량진입부 2개소)

∙도로영상 정보수집 

(교량부 2개소)

∙길어깨측 이탈방지

(전구간 설치)



- 49 -

제3편 도로 및 교통분야

5.2.3 기상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계획 ▶구조 및 수리계산서 243쪽 참조

안개영향분석 횡풍영향분석

∙교량 시･종점부에 도로안전표지 및 VMS설치를 통하여 

안개위험 사전정보 제공

∙강풍발생시(RWIS로 감지) VMS에 의한 통행금지 및

제한속도 정보제공

직광영향분석 결빙영향분석

∙직광 분석한 결과, 방향 3ﾟ이내에 태양광 영향 미미

일출, 일몰시 VMS송출

∙결빙발생시(RWIS로 감지) VMS에 의한 사전정보제공으로 

주행안전성 확보

검토결과 ∙안개, 횡풍, 직광, 결빙 위험구간 인지양호한 위치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환경영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5.3 흙쌓기 및 흙깎기 비탈면의 안전성 ▶토질조사보고서 83~93쪽 참조

쌓기비탈면 안전성 깎기비탈면 안전성

STA.0+100 STA.0+600 STA.0+280(토사비탈면) STA.1+760(암반비탈면)

∙Fs=1.58＞1.5 O.K(건기) ∙Fs=1.60＞1.5 O.K(건기) ∙Fs=1.28＞1.2 O.K(우기) ∙절리면 전단변위 2.6mm로 미소

검토결과
∙보강토옹벽이 설치된 쌓기비탈면 안전성 검토결과, 전구간 활동안정성이 확보됨 

∙토사깎기비탈면 STA.0+260~340구간 소일네일링 보강, 종점부 깎기구간 암질고려 구배완화로 안정성 확보

5.4 교면배수 계획 ▶구조 및 수리계산서 253~258쪽 참조

구    분 검토내용 구    분 검토내용

일방향 횡단폭원 5.75m 횡 단 경 사 ( % ) -2.0

종 단 경 사 ( % ) +1.5~-1.5 집수유량(m3/s) 0.00454

집수구소요간격(m) 28.375 집수구설치간격(m) 20.0

검토결과

∙｢도로교 설계기준｣,
수리계산에 의한 

교면 배수구의 

설치간격은 20m로 

계획

Fs=1.58 Fs=1.60 Fs=1.28 UDEC

TALREN TALREN TAL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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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도로의 경제성

6.1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노선 및 교차로 계획 평가

기본방향
∙최적노선, 교차로형식 및 포장형식 선정을 위해 성능(P) 및 비용(C) 평가를 통한 VE분석

∙기본계획(비교안) 대비 내구성 설계에 의한 유지관리 최소화 실현

6.1.1 VE/LCC 분석을 통한 결과요약 ▶구조 및 수리계산서 231쪽 참조

가치평가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적노선 선정

검토결과
∙성능평가를 위해 계획성 외 5개의 대분류, 주변도로와의 연계성 외 30개의 중분류를 고려한 M.L.P.M 적용

∙VE분석결과, 총 4개의 VE대상 중 가치혁신형 3개, 성능강조형 1개의 가치유형으로 가치향상 도모

6.1.2 최적노선 선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231쪽 참조

구    분 선정안：시점부 IP추가안(곡선) 비교1안：시점부 직선선형 비교2안：시･종점부 IP변경

분 석 결 과

P 58.3 C 0.862 V 67.6 P 53.6 C 1.000 V 53.6 P 51.5 C 0.923 V 55.7

검토결과
∙공정마을 이격, 종단경사완화, S곡선으로 속도저감유도를 고려한 선정안 계획성 우수

∙선정안은 비교1안 대비, 성능 8.8% 향상, 비용 13.8% 절감, 가치 26.1%의 향상을 도모함 가치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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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형식 선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231쪽 참조

구    분 선정안：입체교차로(직결) 비교1안：평면교차로 비교2안：입체교차로(직결2)

개 요 도

분 석 결 과

P 57.6 C 1.017 V 56.6 P 51.3 C 1.000 V 51.3 P 51.0 C 1.046 V 48.7

검토결과
∙주교통 직결처리로 지･정체 해소, 교차상충배제, 절토 최소화로 선정안 계획성 우수

∙선정안은 비교1안 대비, 성능 12.3% 향상, 비용 1.7% 증가, 가치 10.3% 향상 성능강조형

비탈면보강공법 포장형식 선정

구    분 성능(P) 비용(C) 가치(V) 구    분 성능(P) 비용(C) 가치(V)

선 정 안
압력식소일

네일링공법
62.0 0.989 62.6 선 정 안 SBS-PMA 60.7 0.996 60.9

비 교 1 안
FRP 보강 

그 라 우 팅
51.8 1.000 51.8 비 교 1 안 S M A 51.5 1.000 51.5

비 교 2 안 기울기완화 59.9 0.982 61.0 비 교 2 안
밀 입 도

아 스 팔 트
50.7 1.069 47.4

검토결과
∙선정안은 비교1안 대비 성능 19.7% 향상, 

비용 1.1% 절감, 가치 20.8% 향상 가치혁신형
검토결과

∙선정안은 비교1안 대비 성능 17.9% 향상, 

비용 0.4% 절감, 가치 18.3% 향상 가치혁신형

6.2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선정안：SBS-PMA 비교1안：SMA 비교2안：밀입도아스팔트 항목별 비용비교

검토결과 ∙선정안은 비교1안 대비, 초기공사비 0.1억 절감, 유지관리비 0.7억 절감, 총 생애주기 비용 0.8억 절감

공용간 누적 유지관리비용 할인율 민감도 분석 확률밀도 함수(PDF)

검토결과 ∙민감도 분석결과, 비용역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용역전 확률은 0.1% 미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