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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제1 장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1.1 환경친화적 설계적용

기본방향

∙수산자원보호구역, 양식장 및 마을어업권 등 해양환경보전 및 생태적 연속성 유지를 고려한 친환경적 도로계획

∙노선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계획 수립

∙설계안에 대한 환경성을 정량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친환경 설계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 생태이동통로 양서․파충류 탈출측구 녹지대조성(주거환경보호)

∙노면 초기우수처리

(침투도랑 5개소)

∙동물이동 생태통로 설치

(생태적 연속성 유지)

∙산림구간 탈출 경사로

(생태적 건전성 확보)

∙수목이식 및 완충녹지 조성

(방음, 방진효과)

신재생에너지 확보 누설광 억제 조명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동물이동 유도휀스

∙태양광+풍력보안등

(친환경 에너지절감)

∙해양생태계 광해 대책

(빛 산란 및 투과방지)

∙교면 초기우수처리

(어업권 및 해양환경보호)

∙야생동물 노선침입 방지

(로드킬 방지 및 이동유도)

1.2 종단선형 개선에 따른 CO2 배출량

구    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소형)

화물차

(중형)

화물차

(대형)

배 출 계 수

(g/km･대)
142.9 1,301.2 208.8 273.1 1,301.2

∙기본설계의 경우 공용기간 20년간 CO2 4,648.3톤 발생

기본계획 대비 CO2 배출량 126.3톤 절감

검토결과

∙교량, 노면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로 해양환경보전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자연형, 장치형) 설치

∙생태계 연속성 유지방안 산림구간 탈출측구, 생태통로, 동물유도휀스(조발도) 설치

∙기본계획 대비 기본설계의 경우 CO2 126.3톤 절감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친환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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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환경관리

2.1 자연, 생활, 사회, 경제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조사의 적정성

2.1.1 주변 환경현황 및 대상지역 분석

환경관련 지역･지구 현황 계획노선 주변현황

∙가막만환경보전해역：계획노선 동측 약 4.0km 이격

∙특정도서지역(장구도)：계획노선 남측 약 5.8km 이격

∙여자만, 가막만수산자원보호구역 위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해당없음

∙시점부 공정마을 주거지 분포, 국도77호선(장수로) 및 

지방도 863호선(화서로) 위치, 양식장 1개소(전복)

∙해상(어업권)：마을어업 2개소(해조류, 패류 등), 

낭장망 3개소(멸치)

  해양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정온시설, 양식장 및 어업권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2.1.2 환경질 조사결과

대기질(A) 하천수질(W)

토양(S) 소음･진동(NV)

해양수질(SW) 해양저질(SE)

대기질 및 소음진동 하천수질 및 해양수질

∙대기환경기준 만족 ∙소음진동환경기준 만족 ∙하천수질 Ib등급(BOD기준) ∙해역수질 Ⅱ등급(COD기준)

육상 동식물상 해양 동식물상

구  분 조사결과

녹 지

자연도

∙녹지자연도 7등급

18.0%

법 정

보호종

∙수달, 말똥가리

  멸종위기야생동물 

1~2급

구    분 종조성

식 물 플 랑 크 톤 33종
동 물 플 랑 크 톤 32종
조하대저서생물 53종
어란 및 치자어 2종
조간대부착생물 9종
해 산 어 류 46종∙주요식생：곰솔군락 ∙우점종：요각류 50.0%

검토결과

∙대기질,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전 항목 환경기준치 만족, 해양수질(DO Ⅰ등급 만족, COD Ⅱ등급 만족)

∙녹지자연도 7등급 18.0% 분포(곰솔군락), 수달, 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분포, 해양 동･식물상 다양한 종분포

자연환경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방안 강구

∙환경보전해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으로 해양환경보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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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기본방향
∙현황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주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생태적 연속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적 도로건설

구    분 환경영향요소 저감대책

공사시

해상공사

∙부유사 발생

∙교량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

∙수중발파시 소음발생

어업권 및 해양생태 피해 우려

∙유류유출 사고 우려

∙오탁방지막 설치(어업권 보호)

∙FCM 공법 적용, 낙하물차단 방지막 설치

∙발파허용기준 설정, 장약량 조절, 에어버블커튼 설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례 및 연구자료 활용

∙오일휀스 및 유류방재장비 비치, 방재시스템 구축

육상공사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우기시 토사유출

∙지형변화 및 식생훼손

∙육상발파에 의한 양식장 피해 우려

∙동물이동 단절(Road Kill)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발생

∙법정보호종(수달) 서식처 훼손

∙가설방음판넬+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비탈면 녹화공법, 가이식장(곰솔군락 재활용)

∙수중소음 발파허용치 설정, 허용기준 내의 발파공법 적용 

∙생태통로, 양서･파충류 탈출측구, 유도휀스(조발도) 설치

∙폐기물 재활용 및 전문업체 위탁처리 

∙대체서식처 조성(수달 및 소동물 은신처 조성)

운영시 차량운행
∙대기오염물질 및 교통소음 발생

∙강우시 노면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목이식 및 완충녹지 조성(대기정화 및 주거환경 보호)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해양환경보호)

검토결과

∙육상 및 수중발파시 발파 허용기준 설정, 주거지역 및 양식장,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발파공법 선정

∙해상공사시 부유사 발생 및 불의의 유류유출 사고 우려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공법 적용 및 방재장비 비치

∙훼손되는 곰솔군락은 재활용, 서식 동물의 생태적 연속성 유지를 위해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2.3 공사중 환경피해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기본방향
∙공사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환경저감대책 설계반영, 통합관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환경영향 및 민원발생 미연에 방지

검토결과
∙가설방음판넬+방진망 설치 및 공사강도 조절, 저소음･저진동공법 적용 주거환경 보호

∙에어버블커튼, 오탁방지막 설치, 오일휀스 및 유류방재장비 비치 주변 양식장 및 어업권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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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경모니터링 계획 수립

기본방향
∙환경모니터링(동․식물상, 대기질, 해양수질,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현황조사 지점을 선정) 실시

주거지 및 양식장 주변 환경변화 파악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추가저감방안 수립

구    분 조사내용 조사주기

동･식물상 ∙동･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법정보호종 현황 및 영향정도 파악, 저감시설 설치여부 1회/반기

대 기 질 ∙환경현황조사(PM-10, NO2), 세륜･세차시설, 살수차운행, 가설방진망 등 저감시설 설치여부 1회/분기

해 양 수 질 ∙환경현황조사(pH, DO, COD, T-N, T-P), 오탁방지막, 유류방재장비 비치 등 저감시설 설치여부 1회/분기

소음･진동 ∙환경현황조사(주･야간 소음･진동도), 가설방음판넬, 공사차량 속도규제 등 저감시설 설치여부 1회/분기

2.5 환경오염 영향정도 예측

기본방향
∙예측기법 및 현지조사 분석을 통한 주변 해양환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해양환경,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도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ISCST-3 모델) 부유사 확산에 의한 영향(EFDC 모델)

∙주거지역 PM-10 57.9㎍/m3, NO2 0.055ppm

  대기환경기준(PM-10 100㎍/m3, NO2 0.06ppm) 만족

∙물양장 축조시 부유사 농도 저감전 0.02ppm, 저감후  0.009ppm

  수산생물영향농도 기준 5ppm 하회(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수중 발파소음 및 진동 예측 수중발파에 의한 영향

구  분
이격거리

(m)

허용기준

(dB/μPa)

수중소음(dB/μPa) 검토

결과일반발파 제어발파

전복양식장 368 140 123.1 119.9 OK

구  분
이격거리

(m)

허용기준

(cm/sec)

수중진동(cm/sec) 검토

결과일반발파 제어발파

전복양식장 368 0.09 0.009 0.007 OK

∙발파허용기준(소음 140dB/μPa, 진동 0.09cm/sec) 설정

∙발파소음 123.1dB/μPa, 발파진동 0.009cm/sec

  발파허용기준 미만으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영향 육상 발파진동 영향 육상 발파시 전파되는 양식장의 수중소음 영향

∙가설방음판넬(H=3~5m) 설치

∙장비분산투입, 공사강도 조절

   생활소음규제기준 만족

∙양식장 및 해양생태를 고려하여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Type Ⅱ) 적용

∙주택진동 0.019cm/sec, 소음 64.0dB(A), 양식장 수중소음 127.8dB/μPa

  발파 허용기준 미만으로 화양면 주거지 및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

검토결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오탁방지막 설치로 부유사 확산영향 미미(수산생물영향농도 기준 만족)

∙수중발파로 인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적용으로 발파소음, 진동 허용기준 만족 

∙건설장비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추가저감대책 시행으로 규제기준 만족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녹지대 및 완충녹지 조성으로 소음환경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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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과정평가(LCA)를 통한 환경영향 평가

기본개요
∙공종간 발생하는 환경영향 인자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본 사업의 시설물 계획시 환경적 영향을 전과정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2.6.1 LCA분석 절차

정보수집 및 분석 주요 대상 LCA평가 환경영향 평가

∙교량 건설공사시 소요자재 및 시공장비 

투입량 분석

∙비교안별 형식 및 공법 검토

∙단계별 환경부하량 검토

∙LCA 평가를 통한 비교안별 환경지수 

감소에 의한 환경성 검토

∙조건부 가치 측정법 활용

∙환경영향에 따른 환경 부하 저감방안 

제시

전과정평가(LCA) 주요분석단계 전과정평가(LCA) Input/Output Data 흐름도

∙사업목적 및 범위정의

∙목록분석：시스템에 입･출력되는 목록들의 종류와 

양을 규명하고 정량화

∙영향평가：전과정 목록분석 결과 환경영향정도를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 가중화로 평가

∙해석：결과해석을 통한 잠재영향 규명 및 결론 도출

2.6.2 LCA평가

환경부하량 검토

구    분 콘크리트 사장교 Hybrid 사장교 현수교 환경부하량 분석결과

자원고갈(kg antimony) 1.00E+05 1.69E+05 1.99.E+05

산성화(kg SO2) 4.79E+04 7.16E+04 8.37.E+04

부영양화(kg PO4
3) 5.44E+03 7.56E+03 8.81.E+03

수생태독성(kg 1,4-DCB) 3.33E+05 3.27E+05 3.75.E+05

지구온난화(kg CO2) 2.91E+07 4.48E+07 5.24.E+07

인체독성(kg 1,4-DCB) 3.48E+06 3.45E+06 3.96.E+06

해양생태독성(kg 1,4-DCB) 1.16E+03 1.29E+03 1.49.E+03

오존층파괴(kg CFC11) 2.42E+00 2.37E+00 2.72.E+00

광화학산화물(kg C2H4) 5.49E+04 5.79E+04 6.65.E+04

육상생태독성(kg 1,4-DCB) 1.43E+05 1.62E+05 1.88.E+05

검토결과
∙전과정평가(LCA) 분석결과, 콘크리트 사장교는 Hybrid 사장교와 현수교 대비 토공 및 강재 물량 감소로

자원고갈, 산성화, 부영양화, 지구온난화 등의 항목에서 환경영향 부하량이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됨

대기배출물 및 탄소저감효과 검토

구    분 콘크리트사장교 Hybrid 사장교 현수교 탄소나무 효과

Carbon Dioxide (CO2) 2.85E+04톤 4.40E+04톤 5.15E+07톤

Carbon Monoxide (CO) 3.41E-07톤 3.32E-07톤 3.80E-04톤

Nitrogen Oxides (NOX) 4.14E+01톤 5.72E+01톤 6.66E+04톤

Sulfur Dioxide (SO2) 1.87E+01톤 3.11E+01톤 3.64E+04톤

검토결과
∙콘크리트 사장교는 Hybrid 사장교 대비 CO2량 15,539ton 감소하여 산림과학원 기준 탄소나무 5,594,699그루

의 식재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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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교량의 환경성

3.1 교량구조물의 주변환경과의 조화

3.1.1 자연경관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3.1.2 생태환경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해상점용 최소화 초기우수처리시설

∙중간교각 배제, FCM가설로 해상점용을 최소화하여 해양생태환경 보전 ∙해양환경 오염 방지

3.2 교량의 색채 및 조명계획

교량 색채 계획 환경친화적인 야간조명 계획

∙자연을 배경으로 부드럽게 드러나는 White계열의 색채계획 ∙해양생태계 서식환경을 고려한 장파장의 빛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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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전기설계

4.1 전기설비 계획

4.1.1 주요시설물 계획 및 현황 ▶구조 및 수리계산서 273쪽 참조

친환경 이미지구축 에너지 절감 계획 신기술 신공법적용

∙신재생 녹색에너지 기자재 적용

∙생태환경을고려한컷오프형등기구선정

∙가로등 및 보안등 심야 격등 제어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 선정

∙DIMMING제어를 통한 전력저감

∙태양광, 풍력이용 친환경 보안등주 채택

랜드마크 이미지구축 시설이용자의 안전확보 유지관리기능 강화

∙야간경관조명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STS재질의 이미지가로등주 선정

∙낙뢰피해최소화를 위한 방호설비구축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ITS설비구축

∙고효율 장수명 전기설비 채용

∙ELB내장형 방수형단자함

4.1.2 설계기준 및 개선사항

구    분 입찰안내서 내용 설계적용 및 개선사항

피뢰 및 접지설비 ∙KS C IEC 62305,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주탑피뢰침, 케이블방호용 인하도선,메쉬접지

가 로 등 설 비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30m편측 배열, 고효율 메탈램프적용

교 량 안 전 설 비 ∙항공기 및 선박통항 안전시설 대책 ∙주탑 항공장애등 및 항로표지설치

I T S 설 비 ∙교량상 유사시 교통안전신호체계 구축 ∙교량 진입부 VMS 설치

4.1.3 도로조명 설계 ▶구조 및 수리계산서 274~278쪽 참조

도로조명 설계기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

도로조명등급
도로등급별 평균노면조도 Eavg 조도균제도

R2 & R3[lx] 종합조도균제도(UEo) Emin/Eavg 차선축조도균제도(UEl)Emin/Emax

M3 14.0 0.4 0.5

∙M3 ：[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 도로, 국도]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R2&R3：[도로표면의 특성]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형인 아스팔트 도로표면

설계적용사항

구    분 스테인레스등주 컷오프형 등기구 고효율 메탈램프 가로등 제어함

형 태

특 징
∙표면이 미려

∙내염성, 장수명 재질

∙주변생태 악영향 고려

∙광원의 과도한 노출 억제

∙연색성이 우수

∙안개투과성 향상

∙내염성 STS 재질

∙원격 및 프로그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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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시설

가로등 배치 및 조도분석 진동방지 대책

∙진동방지패드, 너트설치

감전방지 대책

∙ELB 내장형 다기능접속함

AUTOCAD

광해대책 균열방지 대책

∙30m간격 지그재그 배열(고효율 MH 200W)

∙조도시뮬레이션을 통한 균제도확보 검증 ∙후사면 조명광 누설방지 ∙교량진동에 의한 미세균열방지

4.1.4 교량안전시설 ▶구조 및 수리계산서 278~279쪽 참조

교량 피뢰 및 접지설비 주탑교량 안전시설

피뢰 및 접지시설 항로표지시설 항공장애시설 교량내부 점검설비

∙KS C IEC 62305적용

∙구조체 등전위 본딩접지

∙국토해양부 고시 2010-620호

∙가항구간 교량표지, 교량등

∙항공법 제83조 및 시행규칙

∙고광도, 중광도, 저광도

∙진동방지형 FUL 20W

∙조도기준 15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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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관조명 계획

4.2.1 경관조명 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

설계 기본 방향

상징적인 빛 친환경적인 빛 안전한 빛 합리적인 빛

∙주탑 상부의 조명으로 맑고 

푸른 이미지 부각

∙등기구에 후드를 설치하여 

새어나가는 빛 방지

∙선박운항을 고려한 교량의 

인지성 및 안전성 강조

∙밤 10시 이후 시간대별 광량 

제어로 에너지 절감

연출 컨셉 및 설계 중점사항

환경을 고려한 빛의 세기

∙교외지역 기준 5cd/m2적용

생태를 고려한 빛의 컬러

∙Cool+Warm컬러 혼합사용

빛의 연출 강조점

∙빛의 대비로 자연스러움 연출
야경스케치

4.2.2 경관조명의 관광자원화 가능성 여부

시간대별 연출계획 주말 및 축제시 연출계획

일 몰 시 ~

PM10:00

∙주탑 상부･하부･내측, 거더배면

∙이용빈도가 많은 시간대에 집중 조명으로 

관광성 증진

PM10:00

~ 일 출 시

∙주탑 상부 제외 모두 소등

∙광량조절로 생태환경 피해 최소화 ∙일정 시간대에 거더배면 LED 투광조명 Dimming 연출

4.3 에너지 절약 방안

LED 광원 등기구 DIMMING 제어 태양광 풍력 보안등 태양광 안개경보등

∙장수명, 고효율 자재 사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부합

∙전압, 전류의 진폭제어

∙균제도유지(사고 방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

∙별도의 배관배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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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조경설계 및 관광자원화 계획

 기본방향

∙생태계 및 지역환경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풍경이 아름답고, 주행이 쾌적한 도로 조성

∙지역문화와 융합되는 친화적 조경계획 수립

∙특화 테마공간 계획으로 관광시너지 효과 창출

검토결과

∙특화공간 이용

：교량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부지를 활용한 특화공간 계획

∙생태보전공간

：교량주변의 생태공간 보전, 동물 생태통로 및 서식환경 조성

5.1 주변현황 분석 5.4 조경계획 및 활동 프로그램

대상지주변 현황 주요 조망 Point

∙기존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교량설

치에 따른 단절 없는 동선조성 및 특화공간 

계획으로 지역간 연계를 도모

∙주요 조망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남해, 화

양면, 순천만 등의 이용자를 위한 휴게시

설, 전망대 등의 특화공간 계획

5.2 방향설정

5.3 조경식재 계획

∙기존 수목의 활용으로 지역별 

향토미의 구현 및 환경적응력 

증진과 수목 식재비 절감효과

∙도로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식목 

(곰솔, 소나무, 사스레피나무)을

기능식재로 활용

식재에 대한 생태성 고려

∙안전성：이용자에 쾌적감을 주는 아름다운 도로 환경 조성(방음, 방화, 방진식재)

∙순환성：공사중 발생하는 이식목 및 자연자원 적극활용

∙다양성：다층구조 식재로 자연복원 및 생물서식처 제공

∙자립성：유지관리, 이식이 용이한 수종 도입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되는 향토수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