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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T/ K 수행하면서 ...
Designing the highway from UikokIC to Busan Science &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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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언

반시설 확충의 일원으로 진해시 두동의 국도 2호선

1. 서론

하부를 통과하는 의곡교차로를 시점으로 하여 보
본 과업의 노선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

배산을 관통하는 보배터널을 통해 부산과학산업단

<그림 1.1> 본 과업노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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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간을 연결하는 3.19km구간의 지방지역 보조간

2. 도로계획

선도로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항만
과 연결하여 물류수송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개발

2.1 노선계획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미래지
향적인 도로이다. 따라서 본 설계팀은 컨셉을『과

본 노선의 과업구간은 L=3.19km로 제 1구간인

학의 물결이 바다로 흘러가는 희망의 길』
로 설정하

두동지구 통과구간(L=1.5km)과 제 2구간인 보배

여 미래를 여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미래를 연

산 통과구간(L=1.7km)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결하는 교량, 자연과 호흡하는 터널을 구현하여 풍

제 1구간은 장래 두동개발지구의 주도로 역할을

요로운 미래건설과 친환경적인 도로를 계획하는

할 수 있도록 평면선형을 직선화하였고, 종단선형

데 주력하였다.

을 4.4%로 대폭 완화시켜 본선에 입체교차를 설치

본 사례에서는 여러 분야의 계획사항 중에서 주

할 수 있는 선형을 계획하였다.

로 노선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

또한, 두동개발지구간 단절을 해소하고자 두동교

저,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선형 및 교차로 계획과

(L = 35.0m)를 추가 계획하여 세심한 설계가 되

도로선형의 검증을 위한 최신분석 기법을 소개하

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세부검토 내용은 아래

고, 장래두동지구의 개발계획을 고려하고 지역주

<표 2.1>과 같다.

민을 배려한 교량계획과 끝으로 안전하고 친환경

제 2구간은 보배산 단층파쇄대를 이격통과 함으

적인 노선을 계획하기 위해 고려된 터널계획을 소

로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터널 연장을 기

개하고자 한다.

본계획 보다 약 300m 증가시켜 자연환경훼손을

<표 2.1>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 및 대처방안(1구간)

■직선설치

■종단경사완화

구 분

기본계획

당사안

착안사항

■두동지구 개발을 고려한 노선및교차로 계획

평면선형

■잦은 곡선 S커브

■직선선형

종단선형

■급경사 S=7.0%

■종단완화 S=4.4%

두동지구

■단지내마을간 단절
-계획 미수립

■단지 내 마을간 연결
- 두동교(L=35.0m)계획

환경민원

■훼손면적 : 6.8만m2
■임광사 배면통과

■훼손면적 : 5.4만m2
■임광사 민원해소

■두동지구와 격리/
높은 고저차

■두동지구와의 인접/
안정된 경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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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였으며 터널 내 종단경사를 S=0.5%로

세부검토 내용은 아래 <표 2.2>와 같다.

완화하여 주행안전성을 향상하였다.
<표 2.2> 기본계획 문제점 분석 및 대처방안(2구간)

구 분

■터널내 곡선배제

■단층파쇄대 이격통과

기본계획

당사안

착안사항

■보배산 단층파쇄대를 고려한 터널계획

평면선형

■터널입구부 S커브

■터널입구부 단곡선

종단선형

■S=-1.0%

■S=0.5%

보배터널

■단층파쇄대 통과
- 터널안정성 불량
■갱구부 계곡부 위치

■파쇄대 이격 통과
- 터널안정성 확보
■갱구부 편토압 배제

환경

■훼손면적 : 8.1만m2
- 터널(L=700m)

■훼손면적 : 4.4만m2
- 터널(L=988m)

■급경사/절토면최대/
심리적불안

■완만한 경사/절토면
최소/심리적안정

주행심리

로가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2.2 교차로 계획

을 고려하고 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대하여
남북축으로 계획된 본 과업노선과 교차하는 동서
축의 국도2호선, 소사~녹산 간의 도로, 두동개발지

본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교차로
를 계획하였다.

구 진입도로 등 근거리 구간 내 기존도로 및 계획도

<그림 2.1> 교차로 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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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곡교차로

나, 변형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계획하여 급종단경사

기본계획시 대략 18%정도의 급종단경사와 기존

의 문제점을 해소시켰다.

상권 진출입 불가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었으
당사안(변형 다이아몬드)

기본계획(다이아몬드)

■연결로 종단경사 : 18.47% -> 기준위배(11% 이내)
■휴게소, 주유소, 모텔 등 진입불가로 민원 예상

■연결로 종단경사 : 8.92% -> 기준만족
■휴게소, 주유소, 모텔등 간섭배제로 민원 사전 예방

<그림 2.2> 의곡교차로 형식검토

2) 금곡교차로

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택지 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본선이 택지내도로 상부를 통과하도록 하여 단지

두동지구 진출입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계획하였

내 도로 종단경사를 기본계획시 13.5%에서 2.5%
기본계획(본선이 택지 내 도로 하부 통과)

■택지내도로 종단경사 : 13.5%
■연결로 종단경사 : 20.5%

기준위배 및
주행안전성 불리

다.
당사안(본선이 택지 내 도로 상부 통과)

■택지내도로 종단경사 : 13.5%
■연결로 종단경사 : 20.5%

기준만족 및
주행안전성 유리

<그림 2.3> 금곡교차로 형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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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였으며 유지관리 및 유속저하를 위해 낙차공,

2.3 주요공종 계획

수로보호공, 유송잡물 차단시설 등을 도입하였다.
토공계획은 최대절취고 24m 이하로 계획하였으

포장계획은 두동지구를 고려하여 미끄럼 저항성

며, 비탈면 보강 및 터널연장을 증가시켜 산림훼손

및 소음저감효과가 우수한 PSMA포장을 적용하였

을 최소화시켰으며, 사토최소화로 토공균형을 유지

고, 부대시설계획은 녹지중앙분리대, 토사방음둑,

시켰다.

버스정류장등을 계획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고려하

배수계획은 하천복개를 배제하는 두동천1교를 계

였다.

토공계획

배수공계획

포장공계획

부대공계획

<그림 2.4> 공종별 주요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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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등 7개항목의 다각적분석으로 도로선

3. 최신기법을 통한 선형검증

형의 검증을 통한 최적선형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본 노선은 최소곡선반경 700m이상, 최대종단경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사 5%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RoSAS의 분석모형
<표 3.1> 다각적 분석을 통한 선형의 검증

구

분

기본계획

당사안

① 오르막 차로

■970m 필요

■불필요

② 유효시각에 따른 주행시거

■불량 - 최대 인지각 차이 15.28°

■우수 - 최대 인지각 차이 8.36°

③ 주행일관성

■일관성 불량
- V85 - Vd = 24.6km/h

■일관성 양호
- V85 - Vd = 9.09km/h

④ 주행속도별 마찰계수

■쾌적성 미흡
- FRD = 0.108

■쾌적성 우수
- FRD = 0.055

■안전구간 미흡(65.5%)

■안전구간 확보(97.2%)

■조도순응 및 직광시설 미설치

■조도순응 및 직광시설 설치

결빙
⑤ 기후 및 기상

조도
직광
안개

■위험(종단고저차 h=92m)

■안전(종단고저차 h=77m)

⑥ 주행심리

■불안정
- 대절토 및 곡선구간 반복

■심리적 안정

⑦ 두동지구 영향

■일부구간 음영발생

■일부구간 음영발생

성능평가

F=80.5

F=97.0

4. 교량계획

<그림 4.1> 교량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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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의 교량계획은 국도2호선과 부산과학산

하고, 교차로의 하부 주행시 장애요소를 최소화한

업단지를 연결하는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
을 컨셉

의곡육교를 경사교각 PSC 박스거더교로 계획하였

으로 하여 관문성과 기능성을 살린 교량을 계획하

다. 또한, 두동교를 추가계획하여 단절된 두동지구

였다.

를 연결하였고, 택지지구 통과교량을 감안하여 곡

국도2호선의 높은 토공으로 인한 단절감을 해소

<그림 4.2> 의곡육교 현황

선거더를 적용하는 등 경관을 개선시켰다.

<그림 4.3> 두동교 현황

사 지형이고, 종점부는 계곡부 지형으로 풍화대가

5. 터널계획

깊고 기반암에 파쇄대와 변질대가 수반되었으며,
본 과업에 계획된 보배터널 통과지점은 진해시

침식작용에 의한 미고결층으로 지형 및 지질적으

와 부산광역시 경계인 두동고개로 명명된 해발

로 불안정하여 단층파쇄대 형성이 우려되는 지형

175~200m정도의 고지대로 터널시점부는 완경

특성이였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계곡부를 피한 갱구위치을 선정하였
으며, 단층 및 선구조대와 이격하는 노선을 계획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종단경사 -1.0%를 0.5%로
완화하여 주행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연팬 설치를
최소화 하였고 700m의 터널연장을 988m로 증가
시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였으며 시점부에 경사
20°
의 사갱문을 계획하여 운전자 위압감을 최소화
는 물론 산림훼손을 27%로 감소시키는 계획으로

<그림 5.1> 보배터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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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보배터널 비교검토 현황

6. 결론

에서 밤을 낮처럼 보낸 의곡~산단 T/K팀에게 노고
를 보내며 마칠까 한다.

『과학의 물결이 바다로 흘러가는 희망의 길』
을만
들면서 각 분야별로 내실있는 설계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였지만 본 설계팀에 성공적인 수주라는 풍요

▣ 도로본부 과업 참여자

로운 결실을 맺었다.

양진익 이사, 이경철 부장, 박명철 차장, 임동욱

평면과 종단선형의 최적화와 두동지구 개발을 고
려한 효율적인 교차로 계획을 통한

과장, 이기홍 과장, 김 형석 사원, 길인찬 부장, 최
부식 차장, 정양욱 과장, 정성진 대리,

미래를 여는 길 Dream Road를
관문성과 교차로 기능성을 살린 경사교각 PSC
박스거더교 및 두동교 추가설치를 통한

미래를 연결하는 교량 Hightech Bridge를

▣ 지반본부 과업 참여자
정동호 이사, 김우선 차장, 고평국 과장, 안대진
과장, 고재신 차장, 박정규 과장, 신현강 과장

국내 최초의 환경친화적인 경사갱문 계획을 통한

자연과 호흡하는 터널 Green Tunnel을 완벽
히 구축하여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도
로를 계획하는 데 혼신을 다하였다.
끝으로 과업에 참여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합동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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