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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건설교통R&D 우수성과 20선에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13년 설립 10주년을 맞습니다. 그간 건설교통분야 연구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앞으로 미래기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

발 투자는 약 2조9천억 원에 다다르고 연평균 증가율이 15.9%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크

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기획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역

게 성장하였습니다.

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층 더 밝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증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창출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민복지에

마지막으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되신 연구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며, 연구진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즉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 체감형 연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개발 사업 추진과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확
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2년 건설교통R&D 우수성과 20선에는 세계 일류기술과 핵심기술 자립화를 통한 로열
티 절감기술, 공공복지 및 국민편익 향상 기술, 그리고 사업화 유망기술에 이르기까지 우
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국가 경제발
전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이번 건설교통R&D 우수성과 20선을 계기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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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세계 일류 기술
World Class
R&D
첨단 핵심 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차별화된 특화 기술 개발 및 신규시장 수요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로의 변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틈새시장을 노린 우리만의 기술
연구는 첨단 정보 기술과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의 기반 구축에 활용되면서 계속
해서 발전하여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거친 세계 최고 수
준의 첨단 핵심 기술은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
계 속의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기술

도시 건축

“국가의 상징, 나아가 경제성장의 척도로 인식되는
첨단 건설기술의 집약체, 초고층 건축물의

미래 세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다.”

초고층 빌딩용 고성능 초고강도 강재 실용화
최근 초고층 빌딩은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눈에 띄게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건
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초고층 빌딩 하나로 도시 전체가 단번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산업에 있어 초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HSA800은 초고층 건물에서 요구되는 내진, 연쇄붕괴, 용접성,

더불어 완공 후 국가와 도시의 랜드마크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고강도, 강재 신뢰성 등의 요구 성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강재

효율적인 공간 제공 또한 가능하다.

이다. HSA800은 내진성능 및 용접성능이 우수한 세계 최고 사

더욱이 최첨단 건설기술이 집약된 초고층 건물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은 건축

양의 초고강도 강재로 기존 600MPa급 강재 대비 30% 물량 절

기술의 첨단화 및 관련 빌딩산업에 큰 기술적 파급을 가져온다. 이에 세계적으

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강재생산, 부재제작, 운송,

로도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현장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CO 2 배출량 절감에 따른 환경적 기
대효과도 커서 향후 철강수요 확대 및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연구책임자

김진호

소속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초고층 건축물의 수 또한 세계 2위에

e jin800f13t@rist.re.kr

랭크될 정도로 많다.

T 032-200-2421

세계 각국은 국가 전략상품으로써 초고층 빌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

연구기간 2009 ~ 2015년

의 집중적인 초기투자를 통해 초고층 건설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 건설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해야 하고, 요소기술의 실
용화 및 독자적인 기술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 시급한
과제이다.

16

17

KICTEP + 스마트 이노베이션 R&D

신구조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2006 ~ 2007년 780MPa급 건축구조용 강재를 개
발 및 규준으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술수준을 세
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해외 초고층 프로젝트 수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
발에 돌입했다. 2009년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첨단
도시개발사업 초고층 복합빌딩 분야 ‘저탄소 고성능 재료기술 개발’ 과제를 위
한 RIST 강구조연구소와 포스코의 공동연구로 고성능 강재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최근 초고층 빌딩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전경 및 야경으로

(왼쪽부터) 현재 롯데월드타워(123층)

2012년 현재 80층에 높이가 299m로

를 비롯하여 용산의 트리플원(62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해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 시티 타워

대 위브더제니스’가 위치해 있다.

(450m) 등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은 9건이 건설 계획 중이며, 100층 이
상 초고층 건물의 총 사업비 규모는 36
조원에 달한다.

초고층 건축물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고성능 강재 개발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중이 증가하고 동시에 바람하

18

중과 지진하중도 크게 증가한다. 그에 따라 건물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커

건설경기의 침체와 보수적인 동향을 이겨내고 이룩한 쾌거

서 부재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이 요

초고층 건축물은 사용 수명이 길고 상주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수직도시 규모인

구되며 건축에 사용되는 강재 및 콘크리트 등의 구조재료가 지니는 재료 강도

데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타 산업에 비해 더욱

및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와 건설경기의 침체로 개

강재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토목 및 조선 분야에 최소인장

발기술을 적용할 대상건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최고품질의 강재

강도 780MPa급 강재를 사용해 왔다. 또한 건축용 고강도 강재 및 이를 이용한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총 3차 시제품 생산을 통해 소재 성능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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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테스트하여 실험적 검증자료를 축적해 나갔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도 구조체의 무게가 감소하고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강재의 요구 성능 도출을 위하여 일본, 유럽 등 외국의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부재의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공사 기간

선진 규격을 분석했고 2년여의 연구개발 과정과 국내 학계 및 산업계 건설 전문

을 단축할 수 있다.

가들로부터 자문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2011년 세계 최고 사양의 최소인장강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건축물에 필요한 강재량을 절감함으로써 소재 생산 및 운

도 800MPa급 건축구조용 초고강도 강재인 HSA800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반에 소요되는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국내 철강 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갈되는 천연자원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100년 이상 사용될 세계 최고 품질의 고성능 국산 강재의 위력

도 있다. 개발된 고성능 강재는 미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다양한 형태

HSA800은 초고층 건물에서 요구되는 내진, 연쇄붕괴, 용접성, 고강도, 강재 신

의 초고층 건물이 경제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뢰성 등의 성능을 모두 갖춘 강재이다. HSA800 강재는 기존 일반강도 강재 대
비 물량저감을 할 수 있다. 실례로 초고층 건물의 아웃리거 부재를 대상으로 대
안설계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고강도 강재 SM570TMC 대비 물량이 30% 절감
됐다.
개발된 고성능 강재는 고강도 콘크리트와 함께 초고층 건물에 적용하여 합성구
조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고성능 강재를 고층건물 및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강재의 구조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반
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SA800의 개발의 가장 큰 수확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
는 초고강도 소재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내진성능 및 용접

연구진의 한마디!

성능이 우수한 HSA800의 개발로 기둥 등 주요 부재의 단면이 줄어들어 더 넓은

고층 건축물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착수한 본 연구개발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와 민간사업인 초고
층 프로젝트에 개발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연구과제가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아웃리거 부재를 대상으

하지만 참여 연구원들 모두가 불철주야로 노력한 끝에 세계 최

로 대안설계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고
강도 강재 SM570TMC 대비 물량이

초로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HSA800 강재를 개발

30% 절감됐다.

하였고, 123층 롯데월드타워에 적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국내 초고강도 강재가 국내 최고층
건축물에 적용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 초고
강도 강재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개발 과
▲ 고성능 800MPa급 초고강도 강재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진
왼쪽부터 첫째 줄 최인락, 김진호, 정경수 둘째 줄 이승은,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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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안 애써 주신 모든 기관과 참여 연구원들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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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기술

미래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 트램은 건설비용이 낮고
에너지효율이 높으며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친환경 무가선 저상 트램,
전력선 없이 달린다
배터리 구동형 무가선 저상트램

20세기 교통수단을 대표해 온 자동차가 대기오염과 도시 교통체증의 주범으
로 지목되면서 프랑스, 홍콩,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자동차를 대신할 교통수단
으로 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도시 미관과의 조화, 자동차 이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 트램은 기존의 트램 기술에 첨단 하이

용 억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현재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

브리드 추진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일본, 프랑스 등 몇몇 선진국

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램은 새로운 도시 교통 시스템의 떠오르는 신흥시장

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또는 시험운영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

(Emerging Market)을 형성하고 있다.

서도 국내외 경전철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기술개발을 추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도심지의 교통난 가중과 도시환경 문제가 갈

해 1회 충전 시 25㎞ 이상 주행 가능한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도시 공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산

트램을 개발하였다. 트램의 경량전철 세계시장 점유율은 80%
이며, 400여 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므로 사업화에 유리하며, 무
가선 저상 트램의 핵심기술인 2차전지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

연구책임자

곽재호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탄소 총량 규제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교통 분야의 큰 과제로

e jkwak@krri.re.kr

떠올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16.5%를 차지하

T 031-460-5675

진국에 비해 우수하여 시장 선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

며,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철도시스템이 다른 수송수단 대비 현저히

된다.

낮다.

연구기간 2009 ~ 2013년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환경오염 부담도 거의 없는 트램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식 트램을 친환경 도시 이동수단으로 재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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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하철 운행방법과 같이 출퇴근 시간 동안 차량을 추가 투입함으로
써 승객 수요를 맞출 수 있어 탄력적 운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버스와 비교하면
같은 승객수요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1/3 정도의 운전자만 필요하고 연
소기관의 배기가스 배출 문제도 없다. 따라서 트램은 높은 인구밀도와 도로 폭
이 좁은 도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 트램은 도로 면에 매립
되어 설치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친환경 열차로, 주 동력원은 차량에
탑재된 2차전지 배터리다. 따라서 무가선, 즉 차량 위 공중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이 필요 없다. 가선이 필요 없어 가선을 통한 에너지 손실을 10% 이상 절
감할 수 있고, 제동 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해 운행함으로써 에너
지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신기술이다. 2차전지 배터리는 차량
기지에서 떠나기 전 기지에 설치된 가선을 통해 미리 충전해 놓는다.
기존 지하철처럼 주행 중 가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에는 전력의 100%
를 공급받지 못하고 에너지 손실이 일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무가선

▶ 프랑스, 일본, 한국의 저상 트램 기술개발 동향
구분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술 수준

2차 전지시스템 용량
저상화 수준
(레일상면에서 출입문 높이)

프랑스

일본

1km

30km

25km

(5량 1편성, 40톤)

(1량 1편성, 27.4톤)

(5량 1편성, 43.1톤)

小 (약 27KWh)

中 (72KWh)

大 (162 KWh)

100% 저상

고상

100% 저상

약점

•기존 有가선 저상트램 시장
다수 진출 및 확보

2차전지 기술 低

방식은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한다. 이 열차는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에 이용하기도 한다. 회생에너지란 열차가 정류장에 멈

•고용량 2차전지 기술 高

•有가선 저상트램 기술 高
장점

한국

•2차 전지 기술 高

•한국형 고속전철 등 철도차량
개발 기술 보유
•국내 지자체 수요 증가

고상형의 구형 차량을 개조하여
개발

연구개발이 늦어질 경우 선진국의
저상 트램이 국내 시장 독식 우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트램
현대식 트램은 기존의 경전철과는 달리 별도의 전용주행로(고가, 지하)나 역사
건물이 불필요하다. 또한 차량 폭이 버스와 유사해 기존 도로 폭의 변경 없이 자
동차가 다니는 노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버스, 승용차, 택시 등과 함께 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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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선 저상트램 실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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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때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말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낭트와 그리노블시 등이 속속 트램을 도

한다. 회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30% 가까이 높일 수 있다. 이 열

입한데 이어 지금은 20여 개 도시에 총 연장 450km 이상의 트램 구간을 확보하

차는 2차전지 배터리로 주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선 구간 혹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외구간 등 고속 주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DC750V 의 전력을 가선에서 공급

본 연구로 개발된 저상트램은 향후 45조원 이상의 국내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받아 주행가능함으로써 하이브리드를구현했다.

전망되는 경량전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인 기술 선도를 통해 신

저상대차 기술은 차량 구동 장치가 들어가는 대차 높이를 낮췄다. 레일 면에서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출산업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앞

객차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약 30cm 정도로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편리하게 했

장설 것이다.

다. 버스 정류장처럼 20~30cm의 도로변 인도 혹은 버스
승강장만 있다면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다.
일반도로 위에 노면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비용도
지하철의 10분의 1 정도, 교각이 필요한 모노레일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 지하철 역사 등이 전혀 필요없어 운영
비 또한 일반철도에 비해 10분의 1 정도만 소요된다.
가장 큰 장점은 전력공급 가선이 필요없기 때문에 도시내
미관을 전혀 해치지 않고 오히려 트램이 운행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사람이 집중되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대적
트램정거장에서 쉽게 승차하는 유모차 모습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가선 저상트램의 눈부신 발전 가능성

연구진의 한마디!

개발된 차량의 크기는 5량으로 좌석 48명 포함 최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
철도시스템개발은 타 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제한적인 예산과

다. 속도는 최대 시속 70km/h로 1회 충전 시 25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기간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저상대차를 적용해 출입문 높이가 35cm이하로 100% 저상화 수준을 달성했다.

위해 참여한 연구원들 모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당초 계획

저상트램은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

되었던 과제 목표대비 연구추진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

이 장점이다. 리튬폴리머 전지를 주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며, 2차전지시스템 용

습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존 철도차량과 구조 및
구동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신규 차량을 2년 3개월이란 짧은

량은 162Kwh급 대용량 배터리 구동형으로 유가선 트램에 비해 도시미관 향상

기간에 개발・제작 완료한 것은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및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켰다.
현재 2차전지형(니켈수소전지) 무가선저상트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니스의 도심광장에서 실용화돼 있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

참여연구원의 창의적이고 성실한 개발 참여 덕분이 아니었나
▲ 왼쪽부터 오용국, 염민규, 황현철, 이수형, 곽재호, 한순우, 정희숙,
신판식, 심규하

생각됩니다. 개발 과정 동안 애써 주신 모든 기관과 연구원 분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단 단장은 “저상트램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 가파르게 도입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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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기술

SOC플랜트

“청정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LNG 저장능력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높여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알리고

세계 최대 규모
LNG 저장탱크 설계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높인다
천연가스 담는 초대용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역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초대
형 지진이 발생했다. 충격의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해안 마을을 덮쳤
고 후쿠시마현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도 피해를 입었다. 원자로를 감싸고 있던

27만㎘의 초대용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은 기존 20만㎘ 대

콘크리트 외벽이 폭발한 것이다.

비 저장용량을 35%나 높여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탱크 건설을

이 장면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후 각국에서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일본 대지진 이후 한층 강화된 내진 기준

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일반 건물과 기

을 만족시켜 안전성도 확보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삼척 생산

타 설비의 내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기지에 2017년까지 설치될 3기의 저장탱크에 대한 실시 설계가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인 27만㎘급 LNG 저장탱크 개발을 위해

2012년 6월에 완료되었다. 향후 에너지 확보 경쟁이 우려되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윤인수

소속기관 한국가스공사

2009년부터 2년 동안 최적화 연구를 완료한 상태였다. 2011년 5월부터는 강원

e isyoon@kogas.or.kr

도 삼척에 3기를 건설하기 위해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본 대

T 032-822-4210

지진으로 인해 가스 저장탱크의 설계 기준이 기존 6.5보다 높은 7.0의 지진규모

연구기간 2009 ~ 2014년

에서도 견디는 수준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저장탱크의 설계에서 지진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기
준 상향만으로도 기본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미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2017
년 완공이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기본설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으
며 2012년 6월에는 실시설계까지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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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기존 방안

FEM ANALYSIS 개선 방안

좌굴임계하중 > Perlite 압력의 3배

좌굴임계하중 > Perlite 압력의 3배

4,450 Pa ≒ 4,528 Pa

4,777 Pa > 4,528 Pa

내부탱크 스티프너 설계 최적화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LNG 저장탱크

청정연료 LNG의 생산과 저장능력을 높여라

Site Response Analysis / SSI-Time History Analysis

Seismic Analysis Model(SASSI)

석유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다각화하기 위해 정부는 1986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천연가스(LNG)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LNG는 석유에 비해 매

부지 응답 해석
(by Proshake)

장량이 풍부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환경친화적이라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LNG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대용량 저장설비를 건
설할 필요가 높아졌다.
LNG 저장설비는 전체 터미널 공사비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탱크의 대형화와 공사비의 절감이 주요 이슈가 된다. 저장탱크의 규
모는 늘리고, 안전도를 향상시키면서도 시공비용은 절감하는 방식으로 부지 이

•지반 특성에 따른 지진파 증감 고려
•흙의 동특성치 도출


FSSI 효과를 고려한
시간 이력 해석
(by Proshake)

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다.

•지반-말뚝 Interaction 모델 구축

그러나 국내의 LNG 저장탱크 관련 연구는 극저온 재료 등 물질관련 연구에 치

•DRS에 부합된 3개 지진파 생성

중해 왔다. 또한 핵심 기반기술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공 경험은 많지만 설계

•유체 동수압은 부가질량으로 고려
•시간에 따른 구조물 응답 도출
•2차 응답 스펙트럼 도출

분야에서는 부분적인 취약점을 보였다. 특히 액화기지 내 LNG 저장탱크에 대한
설계 경험은 전무한 상태였다.

30

외부탱크 특수하중(지진)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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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의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국산화 기술과 시공 노하우

27만㎘의 초대용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은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저장능

를 적극 활용해 차세대 초대형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

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 20만㎘ 저장탱크에 비해 저장용량을

다는 결정을 내렸다. 설계기술이 확보되면 국내 LNG 저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

35%나 높였으며, 기존 기술과 연계하여 비용을 최적화시키고 신공법을 적용한

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건설할 중소형 액화

덕분에 약 700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

플랜트에 적용하면 1기의 저장탱크로도 모든 용량의 LNG선을 감당할 수 있어

특히 기존 저장탱크 시공 경험에 설계 정밀도까지 덧붙인 덕분에 에너지 확보

터미널의 부지 활용성과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 액화플랜트 건설수주에도 청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위상을 높이고 국가

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설계를 위한 해석기술과 신
공법 관련 시공기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이

세계 최대 규모 저장탱크 설계로 에너지 경쟁에 우위

바지했다는 평가다. 향후 해외 EPC 공사를 수주할 때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

한국가스공사는 다년 간의 연구개발 끝에 27만㎘의 초대용량 LNG 저장탱크 표

탕으로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약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 기본설계집을 완성했다. 2012년 6월에는 9% 니켈(Ni)강을 이용한 LNG 저장
탱크의 국제선급사(DNV) 인증을 획득했다. LNG 저장탱크 자동 설계프로그램
개발도 2011년 10월 시작해 2014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육상용 액화가스 저
장탱크의 제작방법’으로 대한민국 특허(등록번호 10-0964824, 10-0964825)를
등록하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 개선, 관통파이프 개선, 단열재 신기술 적용, 특수하중 설계 개
선, 기초 파일설계 개선 등 LNG 저장탱크를 구성하는 내조요소와 외조요소의

연구진의 한마디!

설계기술을 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삼척생산기지에 3기의 초
대용량 저장탱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27만㎘급 LNG 저장탱크 개발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완료된 기본 설계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지진 규
모가 상향 조정되어 전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작업은 처음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건설부지 확정과 완공일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본설
계의 재검토, 제3자 검증 및 상세설계 등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서 연구진은 밤낮 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
과, 적기에 이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국토해양부와 LNG플
랜트사업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27㎘급 저장탱크
▲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LNG기술연구센터 연구진
왼쪽부터 서흥석, 이강원, 진교국, 이영범

가 삼척기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가스공사 임원
및 기지 건설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7만㎘급 LNG저장탱크 주요제원 (20만㎘ 급 탱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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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자립화

핵심 기술의 국내연구개발로 기술의 해외 의존 도입형에서 국내 창조형으로 기술 연구개발 패
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꾀합니다. 이러한 핵심기술의 자체 확보는 해외 기술 도입비를 절약하
고 국가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급변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고 점차 강화되
는 선진국의 특허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만의 독창적 핵심기술 자립화에 힘쓰고 있
습니다.

Core
R&D

자립화
기술

SOC플랜트

“대구경 모노파일 시스템 개발로 세계 제일의
해상풍력발전강국을 꿈꾼다.”

해상풍력강국을
꿈꾼다
해상풍력발전기 기초 건설을 위한
대구경 모노파일 시스템

영덕 블루로드를 따라 가면 영덕풍력발전소를 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풍력발
전기가 바람개비 같지만 가까이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선 풍력발전기의 높이
에 놀란다. 각각 41m 길이, 3개의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가만히 올려다보
해상풍력발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알려

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바로 옆 상대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날개

져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공사는 매우

도는 소리도 크다. 여기서 한 해에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96,680MWh나 된다. 약

어려운 작업이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거대한 구조와 날개에서

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받는 바람 하중과 파도와 조류 등 해양 환경의 영향에서 해상

하지만 영덕의 풍력발전기는 제주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하

풍력발전기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매우 견

면 작게 느껴진다. 영덕풍력발전기는 1,650kW급인데 비해 제주에는 날개 길이

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노파일 설계 및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해상풍력발전용 모노파일 설계가 가능하게 되
었고, 대구경 암반굴착장비를 이용하여 해상시공 기간을 단축
시켜 시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책임자

조삼덕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만 80m에 달하는 3MW급 발전기도 있다. 발전량이 커질수록 풍력타워의 높이

e sdcho@kict.re.kr

가 높아지며 날개의 길이도 길어진다. 풍력발전기를 크게 만들수록 경제성이 좋

T 031-910-0214

아지고 전력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

연구기간 2010 ~ 2014년

세다.
풍력발전기의 거대한 구조와 날개에서 받는 하중을 지지하려면 그 기초는 어떻
게 만들어야 할까? 실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때에 풍력발전기의 기초
공사가 전체 시공비의 35~4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은 발전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가장 경제적이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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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풍력발전 구조물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해
상풍력발전 구조물의 경제적인 설계, 시공 방법의 경험부족으로 해상풍력발전
단지 구축이 쉽지 않았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
상풍력발전용 모노파일 설계법 및 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대구경 모노파일 설계·시공시스템 탄생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뚝기초의 최대 직경은 3m 정도이며 이에 대
한 많은 설계, 시공실적이 있으나, 3MW 이상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기 위

RCMH를 활용한 대구경 굴착 시공 시스템(3D 개념도)

한 직경 5m 이상의 모노파일에 대한 시공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도전이었다.
우선 안전성 측면을 강조한 허용응력설계법을 탈피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
두 고려할 수 있는 한계상태설계법 도입과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설계 흐름에

차 확공(직경 3.5m), 2차 확공(직경 5.0m)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굴착효율을 증

부합한 첨단 설계법을 적용하였다.

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직경 5m에 가까운 대구경 모노파일을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기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구경 암반굴착장비에 적합한 시공시스템을 개발하

존 장비에 비해 3배 이상 굴착속도가 빠르고 천공수직도가 300분의 1 이

여 변화무쌍한 해상 시공조건을 극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모노파일을 설치할

하가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며, 수심 30m까지도 장비 사용이 가능한 대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노파일과 상부 타워를 연결하는 트랜지션피스

경 암반굴착장치 개발에 성공하였다. 기존 암반굴착장비는 암반을 갈아내는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방식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암반굴착장
비 RCMH(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는 타격식 해머로 암반을 굴착하
는 방식으로 굴착하고자 하는 중앙부를 먼저 천공(직경 1.8m)하고 이어 각각 1

전단키 있는 원통형

파일롯 천공(직경 1.8m)

38

1차 확공(직경 3.5m)

2차 확공(5.0m)

트랜지션피스

원통형

트랜지션피스 파일럿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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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iece)의 파일럿타입과 시공지침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모노파일

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하다.

의 장기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노파일을 암반에 효율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수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주도에서 해상

중불분리성 고성능 그라우트를 개발 완료하여, 수심 30m 이내 지역에서 가장

풍력발전용 모노파일 10기를 설치하는 경우, 재킷 기초와 같이 다른 형식의 기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기 위한 모노파일 설계·시공 시스

초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공사비를 20~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공사비를 대

템을 완성하였다.

폭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경제적인 구
조체를 설계, 제작할 수 있고 더불어 새로운 시공장비를 활용한 시공시스템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기반을 다지다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설계·시공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해상을 중

시스템을 활용한 시공비 절감 효과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더욱 활성화시

심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구경 모노파일 설계 및 시공 시스템을 적용하기

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시공 비용을 획

본 연구과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전기, 기계분야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전기를 지지하기 위한 건설분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융복합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결과가 해상풍력기초
개발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진의 한마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대구경 모노파일 설계·시공시스템 개발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7개 공동연구기관과 4개의 위
탁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80여 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해
상 풍력 모노파일 기초의 설계·시공법 개발과 대형 암반굴착
장비개발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현재 대구경 모노파일을 해상
에 시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대구경 모노파일 설계·시공시스
템 개발에 적극 참여해주신 모든 연구원분들과 여러모로 관심
과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연구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 연구진 워크숍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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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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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자립화

도시건축

“수평진동, 수직진동 한 번에 잡는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

진동제어기술 개발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물 짓는다.”

풍진동 제진장치 국산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경,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에 이상 진동이 발생했
다. 2주 뒤인 7월 19일, 대한건축학회는 진동 재현 실험을 통해 지난 이상 진동
이 건물 12층 피트니스 센터의 집단 리듬운동에 의한 공진현상 때문이라고 발표
내가 있는 고층건물이 지금 흔들린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했다. 리듬운동이 일으킨 수직진동수가 우연히 건물의 수직진동수와 맞아떨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서

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진동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

울 구의동에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다. 그 뒤 테크노마트 건

을 정도이나, 거주자가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는 사용성기준을 다소 초과하

물이 흔들렸던 것은 건물 12층에서 했던 집단 리듬운동 때문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시민과 거주 상인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

라고 밝혀졌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본

지 않았다.

연구진은 테크노마트 건물에 연구진이 개발한 진동제어 장치를
설치했다. 현재 테크노마트 건물에 설치된 장치는 수평진동과
수직진동을 한 번에 제어하는 장치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물에

연구책임자

정란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e lanchung@dku.edu

테크노마트 진동 잡는 기술을 만들다

다시 진동이 있을 경우, 이 장치로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됐

따라서 테크노마트는 연구진이 개발한 진동제어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테크

다. 또 이 진동장치로 더 이상 해외에 값비싼 기술료를 지불하

노마트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2009년부터 개발해 만든 장치다. 진동제어기

지 않게 됐다.

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5m 정도다. 옥상의 기둥 상부에 기초를 만든 후, 수평방

T 031-8005-3737
연구기간 2009 ~ 2015년

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된 강한 철골프레임을 설치하고, 질량체(철
판)를 쌓는다. 그 후, 수직방향으로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스프링을 설치하
고, 추가로 질량체를 설치한다. 이 때, 수평방향은 본 연구진이 개발한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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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방향 진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게 되고,
수직방향은 설치한 스프링과 질량체에 의해 제어된다.

수직방향 진동저감성능

수평방향 진동저감성능

이 전산플랫폼을 통해 제진장치를 설치하기 전・후 구조물의 반응을 정확히 예
측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평가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제진장치의 용량과 설치위
제진장치 컨트롤러

제진장치/컨트롤러 제작형상

치, 요구공간, 형태 등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또 제진장치의 최적설계와 하중생성 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10건 개발해 등
록하였다. 이밖에 대구의 수성 SK리더스뷰·두산 위브더제니스와 경기 동탄메
타폴리스, 인천 송도 POSCO E&C, 센트럴파크1, 송도 센트로드 총 6건에 대해
풍진동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여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층 건물을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진동제어・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모두 갖춘 셈이다.

풍진동제어장치가 열어갈 세상
제진시스템 소프트웨어 1

제진시스템 소프트웨어 2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는 이 국내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외
국 기술을 수입해 사용해야 했다.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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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이 개발한 제진장치 기술을 테크노마트 건물에 설치했을 때, 진동이

지만, 설계 기술은 쉽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를 해석을 통해 먼저 검토해 본 결과, 수직방향과 수평

울산 20층 L호텔의 경우, 국내 엔지니어링사가 직접 제진장치 본체를 제작하고

방향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했다. 단, 컨트롤러 장치만 일본이 제작했다. 하지만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이렇게 하나의 장치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 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제진

제작 및 시공비로 5억원을 받은 반면, 일본은 그 3배인 15억원 정도를 받았다.

장치를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 진동제어기는 국내특허출원을 마쳤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풍진동제어기술로

연구진은 초고층 구조물에 이 제진장치를 설치했을 때 구조 부재에 일어나는 변

이제 해외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진장치를 설계할 수 있기 때

화를 적용해 구조시스템 설계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플랫폼도 개발했다.

문이다. 게다가 이 기술은 캐나다나 일본이 가진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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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제어기술을 사용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다. 또 진동제어기술은 건물의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건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 외형
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 내의 편의시설과 거주
공간 등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진동제어기술이 만들 아름
답고 안전한 건물, 또 그 건물로 구성된 멋진 도시를 기대해 본다.

연구진의 한마디!

풍진동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인천
송도 포스코 E&C 전경(왼쪽)과 E&C 제진장치
형상(오른쪽)

풍진동제어기술은 초고층건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테크노마트 이상
진동사고가 발생하였고,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기
술을 활용하여 이 건물의 진동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5층
짜리 건물에 직접 상주하면서 실험을 하는 동안 진동에 민감한
연구진은 잦은 가진 실험으로 인한 진동으로 멀미를 호소하기

최근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청라시티 등의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도 했습니다. 현재 실험이 완료된 상태이며, 제진장치는 2013

등 국내 초고층 빌딩의 풍진동제어기술 자립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나타나고

년 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있다.

설치 후에는 건물을 흔들리게 하였던 25명의 4배인 100명의

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진동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것은 이

움직임에도 더 이상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수평 방향의 진동제어 장비와 수직 방향의 진동제어

진동 재연 실험 및 태풍시 건물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링 등을 통해 제진장치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는 국

장비를 따로 구입해 설치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었다. 장비 하나로 두 기능
을 할 수 있으니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것이다. 심지어 연구단이 개발한 장비

산 진동제어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 연구진 왼쪽부터 이상현, 황재승, 우성식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 가격은 일반 수입 장비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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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자립화

SOC플랜트

“투과형 박막 태양전지 창호를 개발해

이제 창문으로
전기 만든다

이제 창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투과형 박막 태양전지 창호
양재IC를 지나면 보이는 한 기업의 대형 건물.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지만 전 층
의 전등이 아직 환히 켜진 상태다. 학교 캠퍼스와 아파트 단지도 환한 것은 마찬
가지다. ‘전등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유가에 대항할 대체에너지를 마련하기 위

국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금액으로 환산하

해 애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태양

면 연간 약 17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25% 이상에 해

광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 비용이 높지 않고, 오염원을

당한다. 문제는 건물이 쓰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이다. 대도시의

배출하지 않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따

도시 기능 확대로 건축이 매우 활발해지고, 특히 대형 고층건물이 들어서며 이

라 최근 태양광 주택이 급격히 느는 추세다. 그러나 태양광 발

건물의 냉난방, 조명, 급탕 등을 위한 각종 설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 설비는 부피가 커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진은 건물의 가장 많은 외부 면적을 차지하는 창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투과형 박막 태양전지 창호를 개발했

연구책임자

이유진

소속기관 (주)티지솔라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실정에 이런 상황은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e yjlee@tgsolar.com

아니다. 유가도 나날이 치솟아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

T 031-831-2781

다. 이 태양전지 창호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스마트

는 고효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또는 파격적인 에너지 절감방식 도입 등 적절한

한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관리방법을 통한 에너지를 절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서 그

연구기간 2008 ~ 2013년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이런 노력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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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속에 들어간 태양광 설비

창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주)티지솔라’에서 개

‘태양광 발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네모난 바둑판 모양의 발전 설

발한 박막태양전지를 이용한 것이다. 박막태양전지는 얇은 막 형태의 태양전지

비일 것이다. 이 커다란 발전 설비는 ‘태양광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

를 유리 기판 위에 증착시켜서 만든다. 지금까지 보통 태양전지의 기판으로 실

래다. 실제로 태양광주택이나 태양광아파트는 옥상에 네모난 바둑판 모양의 발

리콘을 써 왔지만, 이렇게 실리콘 대신 유리를 쓰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최

전 설비를 하나씩 달고 있다.

근 LCD 박막 기술이 발달하며, 이 박막태양전지 개발 기술은 점차 퍼지는 추세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서울대 공학관 33동에서는 이런 발전 설비를

다. 앞으로도 박막태양전지 시장은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건물은 창문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발전 설비를 놓기 위한 넓은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건물의 기존

태양전지 창호로 여는 세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창은 건물의 외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활

박막태양전지 창호를 개발하기 위해 (주)티지솔라는 우선 필요한 레이저 장비

용도도 매우 뛰어난 공간이다.

를 구축하고, 박막태양전지를 가공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다음은 막 형태의 태
양전지를 유리에 접합해 모듈화하는 기술도 개발해야 했다. 이 기술은 반도체나

창문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서울대 공학관의 외부와 내부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정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박막태양전지 개발에 이어
(주)티지솔라는 새로운 박막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개발까지 성
공적으로 마친 상태다.

창호개발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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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View

(주)티지솔라는 이 박막태양전지를 여러 건물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공인시험

Film View

을 거치고, 현장에 직접 적용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창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상상 속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집 유리창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 것이다.
앞으로 박막형태양전지를 블라인드와 커튼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매번 햇빛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와 커튼을 내렸다가 다시 여는 번거
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또 박막태양전지를 가공해 한옥의 창호처럼 멋스럽

투과형 박막 태양전지 창호 디자인. 패

게 만들어 장식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턴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시야도(투과
율) 확보가 가능하다.

외관

80w x 8장 = 640Wp

내부

연구진의 한마디!

태양전지창호가 시범설치된
수원소화초등학교
인버터

모니터링 PC

태양전지 창호 제품을 개발하고 막상 사업화를 위해 마케팅을

모니터

하다 보니, 설치 실적도 없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
드 이미지도 낮아 티지솔라의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하
는 고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의 소화초등학
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당자분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설득하여, 식당 유리창호에 저희 첫 제품이 설치되었습니다.
태양전지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였습니다. 미래의 과학자,
공학도가 되어 우리나라의 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희망의 새싹
▲ 박막형 BIPV 모듈개발 연구진

외부로의 시야는 확보하면서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태양전지

왼쪽부터 곽현모, 조정묵, 이유진, 김동제, 오충석, 연세훈,
김경수, 이승은, 김효진

들에게 태양전지라는 친환경에너지 제품을 소개하고, 티지솔
라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호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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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시공까지 우리 힘으로

이순신 대교,
우리 기술로 만든다

아름다운 현수교, 이순신 대교를 건설하다.”

고효율 케이블 가설장비 및 공법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해운대 해수욕장, 자갈치 시장,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안대교가 아닐까.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과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를 잇는 2층 구조의 다리로 그 모양이 아름답기로 유
계곡, 수로, 해협처럼 긴 구간을 잇는 ‘장대교량’에 적합한 ‘현

명하다. 게다가 다리에 10만 가지 이상의 색을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 광

수교’. 이 현수교는 모양 또한 아름다워 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

안대교의 야경은 부산의 명물로 꼽히기 충분한 장면을 연출한다.

는다. 현수교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케이블 시공’은 많

광안대교는 대표적인 현수교다. 현수교는 19세기 중반에 그 구조형식이 확립됐

은 가설 장비와 형상 관리 능력이 필수적으로, 현재 일부 국가

는데, 계곡, 수로, 해협처럼 긴 구간을 잇는 장대교량에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의 몇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본 연구진도

현수교는 교량의 형상이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미

현수교 케이블 시공의 대표적인 여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
했다. 이어 개발한 기술로 전남 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를 건설하였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현수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연구책임자

김재홍

소속기관 대림산업(주)

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대표적인 예다.

e kjh7906@daelim.co.kr

광안대교가 부산의 명물이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기술로 지은 것은 아니

T 02-2011-7047

다. 광안대교는 일본의 기술진이 시공한 것이다. 또 다른 국내 대표 현수교인 남

연구기간 2009 ~ 2014년

해대교도 마찬가지다. 사실 국내에는 이런 아름다운 현수교를 지을 수 있는 기
술이 없었다.
현수교는 앵커리지, 주탑, 케이블, 행어, 보강형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가장 중
요한 공정인 케이블 시공을 위해서는 많은 가설 장비와 케이블 형상 관리 능력
이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현재 일부 국가의 몇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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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건설현장

국내에는 현수교를 가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국내 현수교 시장은 계속
이순신대교 시공에 사용된 설비

발달하고 있다. 국내 현수교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무려 5
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또 지난해 이후 예정된 프로젝트만 따져 보아도 그 시장
규모는 6.7조 원에 가깝게 예측된다. 전 세계 현수교 시장 규모가 48조 원인데,
여기 견주어 보면 단일 국가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현
Air Spinning(와이어 가설)

Gallows Frame(AS 시공장비 지지)

Swift(와이어 풀림 장비)

수교 건설을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이다.

이순신대교는 우리 손으로!
‘이제 우리 손으로 현수교를 지어 보자!’
Wire Tensioner(장력 도입)

Reeler(가설 전 와이어)

Unreeler(와이어 인출 장비)

연구진은 그동안 상당 부분 의존해 왔던 외국의 기술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
다. 대신 독자 기술 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현수교 케이블 시공의 대표적인 여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파일럿로프, 홀링로프 등 홀링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소들의 설계와 시공기술, 캣워크로프의 시공과 형상 관리를 위한 설계와 시공기
술이 그것이다. 두 기술 중 일부 상세 기술들은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또 트램웨

Control Tower(가설 장력 제어)

56

Driving Winch(구동 장치)

Spinning Wheel(와이어 운송 장치)

이 로프, 새그 컨트롤 로프, 갤로우즈 프레임 등을 위한 설계와 시공기술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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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어 주케이블 AS 작업을 위한 부속물과 가시설, 와이어 배열순서, 새그조

시공 기술과 케이블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국산화한 결과, 이순신대교를 짓는

정 및 고정 작업 등을 위한 설계와 시공기술도 개발했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줄인 공사비는 약 200억 원으로, 전체 케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빌려 쓰던 장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블 공사비의 20% 수준이다. 이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200억 원의

쓰던 외국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

공사비용은 모두 해외로 유출되었을것이다.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드라이빙 윈치, 로프언릴러,

비용 절감보다 더 의미 있는 일도 생겼다. 이번 이순신대교의 시공 이후 이제 국

가이드롤러, 로프 캐리어, 스위프트, 텐셔너, 와이어 릴러와 언릴러, 텐션 컨트롤

내 기술과 장비가 해외 현수교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여러 국가에

타워, 스피닝 휠 등 대표적인 장비를 모두 새로 개발했다. 그리고 개발한 기술과

서 현수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터키의 ‘보스포러스 3교(3rd Bosphorus

시공 장비를 이순신대교 시공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Bridge)’와 칠레의 ‘차카오교(Chacao Bridge)’를 건설하는 데 국내 기술과 장비
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수교를 짓는 기술력이 없던 국가가 도리어 해외로

이순신대교가 부른 기적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아닐

이순신대교는 전남 여수시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기술과 장비가 세계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만드는 데 활약

현수교다. 주경간 길이가 무려 1,545m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길다. 이순신 대

할 날을 기대한다.

교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로, 2007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직전인 2012년 5월 10일에 임시로 개통되기도 했다.
이순신대교 전경

연구진의 한마디!
본 연구 과제를 추진하면서 케이블 가설을 위해 270m의 주탑과 주탑 사이에 작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캣워크
를 설치하여 주경간 사이 1,545m와 주탑과 앵커리지 사이를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이 이순신대교에 한번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들어 3끼 식사를 모두 바다 위 구
름다리에서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식사 이외의 모든 생리현상
도 바다 위에서 해결하다보니 구름다리와 구름다리를 서로 이
어주는 다리 위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화장실도 마
련하였습니다. 200m가 넘는 높이에서 아래로 바다를 보면서
볼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색다른 화장실 체험을 본 연구 과제가
▲ 왼쪽부터 맨앞 줄 남정민, 천성범, 김시철,
두번째 줄 박대용, 이민재, 김성호, 맨뒷줄 김재홍, 정재호

아니었다면 평생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에피소드
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두 연구 수행 기간을 즐겁게 해준 추억으
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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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로 개발한 터널굴착기(TBM) 커터헤드로
터널 공사의 소음과 진동을 줄이다.”

화약 없이
터널 만든다
전단면 터널굴착기 커터헤드의 독자적 설계기술

자동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 개의 터널을 만날 수 있다. 경
상도에 다다르면 오히려 터널 안을 달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산지가 대부분
이기 때문이다. 산지를 뚫는 터널은 도심 도로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지하철
국내에서는 터널 공사를 할 때 대부분 화약으로 발파하는 방식

이나 KTX를 탈 때도 터널을 많이 지난다.

을 택했다. 하지만 이 발파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이런 터널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화약으로 발파해 터널을

진동은 늘 문제가 됐다. 먼지와 소음, 진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뚫었다. 하지만 발파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 진동 때문에 공사가 있

터널굴착기를 이용하는 법이 있다. 하지만 이 터널굴착기의 중

을 때마다 늘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도심지의 터널을 뚫을 때는 더 곤란한 상황

요 부위인 커터헤드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세계의 단 다섯 국

이 된다.

가뿐이다. 이번에 본 연구진도 국내에 맞는 커터헤드를 개발하
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를 통해 터널굴착기의 커터헤드
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 커터헤드로 국내 터널 시공뿐
아니라 세계 터널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연구책임자

배규진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파공사 대신 터널굴착기(TBM, Tunnel Boring Machine)로 터널을 뚫으면 이

e gjbae@kict.re.kr

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TBM 공법은 기존의 발파공사에 소음이 적고 먼지와 진

T 031-910-0212

동이 덜 나며 안전하다. 또 TBM 공법은 굴착과 지보재· 구조체 시공, 굴착 토

연구기간 2010 ~ 2015년

사·암석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시공속도가 발파를 이용했을 때보다 빠르
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도심지의 교통터널 공사의 약 80%를 이
TBM 공법으로 시공한다. 반면 국내 터널공사의 경우, 1% 미만이 TBM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TBM 공법을 잘 쓰지 않았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기술력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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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TBM의 굴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은 실제 터널을 굴착하는 부

나라도 놓칠까봐 연구진은 이 정보를 직접 입력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

분인 커터헤드(cutterhead)로, 국내에서는 이 커터헤드를 만들 수 없었다. 커터

스는 전 세계 TBM 분야에서 그 양도 가장 많고, 질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것이

헤드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독일, 일본 등 단 다섯 국가뿐이었다.

라고 자부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커터헤드의 기하학적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게다가 이 커터헤드는 규격화돼 있지 않아 굴착 대상 현장 조건에 최적화되도록

도출해 정립하는 순간, 그 답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설계, 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쓴 TBM을 다른 공사 현장에 재활용하는 데도 문

TBM의 추력, 토크 같은 핵심 설계사양을 갖춰 설계 모델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

제가 많았다. 결국 공사를 할 때마다 이 커터헤드를 외국에 주문해야 했고, 그때

했다.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국내에서는 TBM을 쓰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커터헤드 설계를 위한 실물 암석절삭실험 시스템인 업그레이드 LCM을 구축
하고 실물 절삭 실험결과와 현장 시공자료에 의한 커터헤드 설계모델을 도출했

국내 기술로 커터헤드 만들다

다. 이 밖에도 현장 조건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TBM 핵심사양과 커터헤드 설계

국내 기술진도 TBM 커터헤드의 독자적인 설계 제작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

기술을 확보했다. 커터헤드 기술 개발을 시작한 지 2년 만의 쾌거다.

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세계 6번째의 시도다. 하지만 TBM 후방에서 TBM 굴진
자료를 수집하고, 설계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지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작업

국산 커터헤드로 만들 터널 세상

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게다가 커터헤드 설계 제작기술을 가진 5개국은 핵심

이제 국산 커터헤드를 단 TBM으로 국내 건설기업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공

기술을 제작사 별 비공개 노하우로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어 기술을 연구하기란

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TBM을 전남 여수 율촌 복합 화력발전소 배출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 번은 외국 TBM 제작사의 담당자와

로 해저터널을 공사하는 데 쓰기로 계획하여 우리 기술로 해저터널 공사구간에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TBM 핵심기술의 공개를 요청하자 “TBM 기술은 코

맞는 커터헤드를 설계하고 제작까지 이미 마친 상태다.

카콜라의 기술과 같다”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 루트로 TBM의 설계와 시
공 정보에 관련한 5,000개의 정보를 힘들게 수집할 수 있었다. 귀중한 정보를 하
관입 방향
액츄에이터

3분력 로드셀
디스크커터(17인치)
암석블록 및 대차
컨트롤러

커터간격 방향
액츄에이터

유압펌프
절삭 방향
액츄에이터

율촌 해저터널 TBM 커터헤드 제작도면(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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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단에서는 쉴드 TBM을 뒤따라 가면서 터널을 안전하게 보강하는 세그
멘트 라이닝에 대해서도 고성능화 시키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어 쉴드 TBM 터
널공사 시 직접공사비의 10% 이상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개발기술은 앞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GTX), 서울시 지하도로 네트워크(U-Smartway) 같은 도심지 대심도 터널 프로
커터헤드 설계모델 도출을 위한 암석 실물 절삭실험과 적외선열화상 측정결과

젝트와 호남-제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같은 초장대 해저
터널 프로젝트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해외터널공사가 대부분 쉴드 TBM 공법으로 발주되고 있어서 쉴드

완성된 커터헤드의 모습

TBM의 국산화 기술개발은 국내 기업의 해외 터널공사 수주 및 안전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연구진의 한마디!
TBM 건설기술에 대해 연구해 온 20여년 간의 시간을 되돌아
보니 ‘국내외 터널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진취

특히, 지난 11월 1일에는 동아지질 이천공장에서 TBM 연구단이 제작한 국산 커

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터헤드를 장착한 쉴드 TBM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시연행사를 개최하여 성공

해답을 찾으려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원내외의 많
은 분들이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격려를

적인 기술 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의 이화순 건설안

하시지만, 이 일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

전 정책국장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이재붕 원장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

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연구 영역의 많은 분들이 모두 함께 노

구원의 우효섭 원장 등 주요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크게 빛냈다.

력하고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다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시연행사에서 선보였던 TBM은 직경 4.4m의 국내 최초의 국산 커터헤드를
장착한 재활용 쉴드 TBM으로서 올해 12월부터 길이 1.5Km의 율촌 해저터널공
사에 실제 투입된다. 이 기술의 도입으로 예상 공사비 267억 원 중 15%인 40억

▲ TBM 핵심 설계・부품기술 및 TBM 터널의 최적 건설기술 연
구단 연구진. 좌로부터 박영택, 이규필, 배규진, 장수호, 최순욱

마지막으로 100% 순수 우리 기술의 쉴드 TBM을 제작하여
터널 설계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 날을 꿈꾸며 연구에 힘써 주
신 모든 기관과 연구원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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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자립화

도시건축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상용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로
미래의 3차원 세상 이끌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
태극마크를 달다
지상용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고, 괴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놀라운 장면. 요즘 3차
원 영화는 어떤 장면이라도 실제 상황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실
감 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공이 크다.
화려한 3차원 영화와 게임, 실제와 똑같은 가상현실은 모두 3차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현장이나 외부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원 레이저 스캐너가 있어 가능하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레

장비다. 레이저 빔을 목표 대상에 발사하고, 이 빛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 빛의 속

이저 빔을 목표 대상에 발사하고 다시 이 빛을 받아 외부 대상

도를 반영한 거리 정보와 스캔 좌표 정보를 얻어낸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점

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다. 건축 현장에도 필수인 이 기기는

의 3차원 좌표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보를 처리해 고정밀도의 3차원

안타깝게도 모두 외국 제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

영상을 만든다.

연구책임자

정중연

소속기관 (주)이오시스템

를 통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개발하기로 계획했고, 우리 기

e jjyjeong@eosystem.com

술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

T 032-290-1622

한 3차원 레이저 스캐너에 들어가는 부품과 모듈, 디자인 모두

연구기간 2009 ~ 2014년

온전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이제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출발선 앞



에 섰다.

스캔 작업


점군 데이터(공간정보)

모델링 및 도면화, 형상인식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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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영화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면 실제 모델을 만들지 않고도 제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가상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제 모델
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로봇에도
설치해 로봇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다음 위치를 찾아 움직일 수 있게도
할 수 있다. 3차원 스캐너는 로봇에게 눈이 되는 셈이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건축 분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장비다. 지상용 3차원 레
이저 스캐너와 디지털지상사진측량과 결합하면 건축물의 모델링을 쉽게 마칠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내부 구조(왼쪽)와 외관

수 있다. 또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건물을 정밀하게 모델링할 수 있고, 구
조물의 변위 계측을 통해 그 구조물의 정밀도를 분석하고 철골 보의 안전도 시

우리 힘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만들기

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 전반과 건축 분야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3차원 레이저 스

암반사면과 댐체의 특성 및 안정성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분야, 그리고 문화재

캐너는 모두 외국제품이다. 고가의 장비를 수입하는 것도 부담인데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 복원, 안전진단, 정밀실측, 보수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일도 어렵다. 현장에

복구 및 동굴 문화재에도 활용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공사 등의 설계분야에서

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3차원 레이저 스캐너에 즉시 반영하기도 어

도 운영된다.

렵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개발하기로 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만드는 연구는 3차원 레이저 스캐너에 들어가는 부품을
모두 직접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연구진은 우선 레이저 송수신 광학모듈을
설계하고 제작했다. 이때 레이저의 발산각과 레이저 크기를 고려했다.
또 정밀 거리측정 신호처리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이어 광전변환 빛 증폭모
듈을 개발했다. 거리측정 알고리즘도 구현해 거리측정모듈을 완성했다. 서보모
터와 제어보드도 개발했고, 마지막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디자인도 확정
했다.
이로써 쉽게 이동할 수 있게 작고 컴팩트한 모양의 3차원 레이저 스캐너장비가
완성됐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이 측량용 레이저 스캐너는 이제 국내시장뿐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한 점군 데이터 형상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출발선 앞에 섰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동작은 레이저 유니트에서 레이저 빛을 발사하여 수평방향
모터와 수직방향의 미러를 회전시켜 주어진 공간의 데이터(거리, 각도, 빛의 반사강
도)를 취득하고, 각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2D 카메라 정보를 매핑하여, 점군 데이터
로 3차원 공간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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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설계를 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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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스캐너 기술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천안함 사고나 각종 살인 사건, 교통사고 등의 현장을
보존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선 분야에 적용하면 선박을
제조할 때 공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해운 분야에 적용하면 선적 및 하적

토목 건축
•도로, 다리, 빌딩 등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
•토목, 건축물 유지 보수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면 미래의 생활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정보
를 단순히 보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가공해 새로운 형태의 3차원 콘텐츠를
창출해 차세대 인터넷망(Gbps)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문화재 복원
•탑, 궁전 등 고건축물의 원형 보
존을 위하여 스캔 데이터를 활용
•문화재 소실 시 원형 복구를 위
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

정보를 이용해 무인자동차와 로봇 같은 무인화 장비와 무인 정찰기, 정찰 로봇
같은 군사용 장비 등도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해 구축한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온라인 쇼핑몰
이나 가상 박물관 등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가 열
멋진 세상이 기대된다.

댐, 운하, 시설물 관리
•댐, 운하, 핵발전소 등 감시
•붕괴나 파손 시 발생하는 대규모
재산 및 인명 손실 최소화

과학 수사, 현장 보존

연구진의 한마디!

•레이저 스캐너로 획득한 3차원
데이터로 천안함 사고, 살인사
건, 교통사고 등과 같은 현장 보

본 연구팀은 국내 연구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초

존 및 분석

연구에서부터 주요 핵심구성 부품 국산화 및 제품 통합, 평가
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3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기본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

재해 재난 예방

낍니다.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재해/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한측량협

난에 대한 경보 및 사전 예방

회, 대한지적공사, 이오시스템 참여 연구진들이 문제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형성된 팀워크는 향후 상품화는 물론 응용 서비스
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새로운 공간정보 분야 발굴과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조선 및 해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해 내기

•선박 제조 시 공정의 정확성 보
장•선적, 하적 물동량 파악

▲ 왼쪽부터 오동근, 윤종원, 김호섭, 김길영, 박승환, 정중연,

를 기대합니다.

임창호, 류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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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자립화

미래철도

“국내 도시철도 콘크리트궤도의 소음 특성을 파악하여

소음 제로
도시철도에 도전한다

전동차 안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흡음블록을 완성하다.”

도시철도 소음저감을 위한 친환경성 도상흡음블록
“잘 안 들려. 지금 지하철이야.”
한 중년 남성이 휴대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소음으로 통화가 수
월치 않아 전화받는 사람과 전화를 건 사람 모두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
지하철 안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기 어려울

다도 통화 중인 사람과 같은 칸에 탄 바람에 큰 통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주변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국내 도시철도의 궤도를 콘크리트로 건

사람들이 가장 고역이 아닐까.

설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은 도시철도

대화도 마찬가지다. 바로 옆 사람과도 목소리를 높여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도

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궤도

시철도 에티켓으로 ‘작은 소리로 통화하고 대화할 것’을 권유하지만 지하철 소

상에 부설하는 흡음블록을 개발했다. 국내 도시철도 운행 시 발

음 속에서 에티켓을 지키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뒤 탁월주파수 대역의 소
음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흡음재를 개발한 것이다. 또한
흡음블록의 표면형상을 음향학적 해석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연구책임자

김진호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의 소음이 심한 것은 콘크리트궤도이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궤도는 자

e ziminpa@krri.re.kr

갈궤도보다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적은 반면, 재료적 특성에 의해 자갈도상

T 031-460-5774

블록 형태로 제작하였고, 부설 후 궤도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

궤도에 비하여 음을 반사시키는 특성이 크므로 반사소음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다. 이 흡음블록을 시범 설치

인하여 터널 내부의 반사음장 강도를 높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음이 3dB(A)이

구역에 설치한 결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차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소음레

연구기간 2008 ~ 2012년

벨은 높아진다. 전동차가 편리해지는 만큼 시끄러워지는 셈이다.
전동차의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터널 내 소음 저감을 위
한 발포알루미늄 흡음재를 개발사례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터널 내 분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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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하여 소음저감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외국의 흡음재
를 수입해 적용한 경우도 소음은 쉽게 낮아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에서 개발한
흡음재료가 국내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도상흡음블록의 탄생
지금까지 개발된 흡음블록은 국내 도시철도의 소음특성과 맞지 않았다. 결국 국
내 도시철도 소음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흡음블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
됐다. 연구진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면서도 국내 도시철도 콘크리트 궤도의 소음

도상흡음블록 구성 및 설치 단면도

특성에 딱 맞는 흡음블록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진은 우선 국내 도시철도의 소음 특성을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소음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 부터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는 탁월주파수 대역을 가장
잘 흡수하는 흡음재료를 개발하기위해 흡음재료를 배합하고 흡음률을 측정하
는 시험과정을 반복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흡음재료는 반드시 친환경
입사음 에너지

재료여야 한다는 한 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무수한 실험 끝에 결국 천연경량골

반사음 에너지

재를 이용한 흡음블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도시철도 소음특성에 따라
흡음대역 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흡음블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연구진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도상에 대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보강블록 부
착 후 흡음판을 탈부착 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하지만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는
흡수 에너지

동시에 전동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이나 양력에도 움직여선 안 된다. 마
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를 동시에 개
발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제품 무게와 설치 방식, 표면형상 등

투과음 에너지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국 가장 이상적인 흡음블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흡음블록의 표면형상은 흡음단면적을 최대로 하며, 도시철도의 지하구간에서
연마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쇳가루나 먼지 등에 대한 청소가 유리하고 내구성이

음향학적 특성을
고려한 표면형상
친환경성 흡음재를
적용한 흡음 블록

우수한 엠보싱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제품 상부의 끝단에는 중앙에 홈을 두어
배수에 유리하게 디자인하고, 제품간의 고정을 위한 길이 방향의 단부 요철을
두어 열차의 진행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이나 양력에 의한 움직임이 없도록 하였
으며, 제품 하부에는 하부블록의 요철부와 맞물리는 홈을 두어 진동 등에 의한
좌우의 움직임에도 흡음블록이 고정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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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동차에서도 소곤소곤!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친환경 흡음블록은 안전성 확보와 3dB 이상의 소음 저

친환경 흡음블록은 2011년 7월 서울메트로 1호선의 신설동역에서 제기동역에

감성능을 검증받은 것이다.

시범적으로 부설했다. 흡음블록이 지하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이 흡음블록이 설치되면 전동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또 2012년 4월에는 부산교통공사 2호선의 남양산

도시철도 소음은 줄어든다. 이제 전동차 안에서도 승용차를 탔을 때처럼 소곤소

역에서 양산역 구간에 설치됐다. 지상구간에서 흡음블록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

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해서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두 경우 모두 도시철도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

도시철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이 친환경 흡음블록은 일반·고속철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음블록의 소음저감 성능평가와 전동차의 주행안전성에

및 도로분야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친환경 흡음블록이 만들 조
용한 세상과 쾌적한 환경을 기대해 본다.

연구진의 한마디!

도상흡음블록 시험부설

도시철도의 소음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소음측정을 하고자 전
국의 도시철도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동차 운행이 멈
추는 시간인 오전 1시에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였었
으며, 차량기지에서 새벽 첫차 운행을 기다리는 등 참여 연구
원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여름의 궤도는 왜 그리 뜨겁던지
여성연구원들은 선탠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불
구하고 연구기간 내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참여기관과
참여연구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소음측정을 허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로 협조하여 주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 왼쪽부터 손동기, 전우상, 이교문, 이인세, 김진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상흡음블록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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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행복한

공공복지
향상 기술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기술과 공공분야에 대한 활용성이 분명한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발판입니다. 신속, 쾌적,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초 공공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시스템 개선에 힘쓰
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
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Welfare
R&D

공공복지
향상
기술

항공물류

“안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안개 낀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한다

안개 낀 도로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안개도로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
교통사고 치사율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최
근 3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율에 따르
면 안개가 끼었을 때 8.9명, 흐린 날씨 3.9명, 비오는 날씨 3명, 눈 오는 날 2.5명,
최근 3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

맑은 날 2.4명으로 나타났다. 맑은 날과 비교했을 때 안개 낀 날의 교통사고 치

과, 맑은 날에 비해 안개 낀 날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3.7

사율이 3.7배 이상 높은 것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짙은 안개는 운전자와 보

운전자는 도로 정보의 90% 이상을 눈으로 수집한다. 따라서 시야 확보가 어려

행자 모두가 충분한 시야 확보를 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안개

운 안개 낀 날에는 보행자 부주의도 많고, 과속, 급정지시 추돌이나 도로 이탈

낀 도로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개 대응 시스템

등과 같은 사고 발생률이 높다. 특히 사고 발생시 연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 상용화되면 교통사고 치사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
신한다.

연구책임자

정준화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e jhjeong@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안개도로 안전운전지원 시스템은 안개 낀 날

T 031-910-0171

에 시야 확보를 도와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기간 2006 ~ 2011년

운전자 가시거리 확보가 관건
안개는 맑고 바람이 없는 땅 위의 공기가 차가워질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
리가 산의 빗면을 타고 올라갈 때, 찬 공기가 따뜻한 물 위를 지나갈 때 등 다양
한 원인으로 생긴다. 또한 안개의 정의를 보면 관측자의 가시거리가 1k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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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감시한다. 경고등은 안개 낀 도로에서 후방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차
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빛을 밝힌다. 또한 평상시 경고등은 동작
하지 않지만, 야간에는 시선유도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개 낀 날 시정 80% 확보, 교통사고 30% 저감이 목표
이번에 개발한 안개도로 안전운전지원 시스템은 이미 국내 도로 곳곳에 설치되
어 있다. 일반 국도 37호선 눌노천교 주변 1km 구간에는 도로 주변에 경고등,
시정계와 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속도검지기를 함께 설치했다.
맑은 날 데이터 수 약 17만 개, 안개 낀 날 데이터 수 약 3천 개를 분석한 결과,

안개 발생시 시스템 운용 모드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평균 주행속도가 약 10km/h, 속도 편차는 약 8km/h 감
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개 낀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소되었다. 도로에 설치된 안개 대응 시스템이 통행 차량의 주행속도를 감소시킴

1km라는 뜻이다.

과 동시에 속도편차도 줄여 안정적인 교통흐름에 기여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안개도로 안전운전지원 시스템은 운전자가 가시거리를 확실하

이밖에 제주도 평화로(1135호선), 시화대교(제2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지구

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 경고등과 시정계

등에도 안개 대응 시스템이 실제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를 설치하여 본 시스템은 총 세 가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치된 도로
의 가시거리를 측정해 알려 주는 시정계와 과속 및 차간거리 미확보 차량에 주
의를 주는 경고등, 마지막으로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컨트롤러이다.
시정계는 안개의 농도를 측정해 가시거리를 계산하고, 적외선을 이용한 차량
검지기는 차량이 통과하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점멸하도록 하며 외산 대비 약
1/6~1/8로 저가의 보급형으로 개발하였다. 컨트롤러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

중분대(화단구간)
차량 진행 방향
(220)
운전자 경고등(Light Bar)

보급형 시정계
(800)

Light Bar
(565)

Light Bar 지주

중분대

안개 대응 시스템이 설치된
운전자 경고등 외형과 설치도

82

시정계 외형

국도 37호선의 지형 및 설치 위치

83

항목

내용

설치 장소

제주도

시스템 설치가 미흡한 편이다. 시거는 시야가 다른 교통으로 방해받지 않는 상
태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도상의 한 점으로부터 볼 수 있는 차도 전체를 말

설치 구간

한다. 따라서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거 확보가 필요하다.

평화로

본 시스템 개발을 통해 안개 낀 날 시정 80% 확보, 교통사고 30% 저감을 목표

중앙 분리대

로 하고 있다. 안개로 인한 치사율을 절반만 줄일 수 있다면 연평균 약 88억원의

(지방도 135호선 제주 
중문 방향 새별오름 부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안개 대응 시스템은 도로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 운전자 중심에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공복지에 중

설치 거리

1km (편도)

설치 간격

40m

설치 개수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계 1대,
Light Bar 24대

제주도 평화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안개 대응 시스템의 실제 모습

평상시

시정거리 : 100~200m

시정거리 : 50~100m

시정거리 : 50m 이하

시
스
템

연구진의 한마디!

OFF

안개도로 안전유도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참여연구원의 열정
을 꺾는 것이 있었다면 기상조건의 변화였습니다. 상습 안개
시
스
템

발생 구간이기에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야간과 새벽으로 대
기했었지만 필요한 만큼의 조건으로 변해주지 않는 기상은 가
장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ON

그러나 두 달여의 현장 대기를 통해 안개 조건하에서의 시스템
시험 운영 효과 분석에 필요한 교통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시정거리별 경고등 동작 모습

시스템 성능 평가를 무사히 마쳐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안개 낀 도로에서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이다. 교통사고 치사율 등의 데이터도 그 위험도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

었습니다. 이처럼 본 기술개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기술이 성
▲ 왼쪽부터 이석기, 문재필, 정준화, 김영록, 이연주

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구진의 노력,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구하고 아직 국내 도로상에는 안개에 대비한 시거 확보용 안내표지 및 정보제공

84

85

공공복지
향상
기술

미래철도

“원심력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분리하는 사이클론 기술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도시철도 공기질을 개선한다

연간 최소 700만원(지하역사 1곳 기준)을 절약할 수 있다.”

공조기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하나의 가치 있는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들이 있다. 건축
설비도 그 중 하나이다. 건축 설비란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위생
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설치물을 말한다. 냉난방, 급배수, 환기, 전기, 운반수
동시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대형 상가나 초고층빌딩, 지하

송, 가스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모두 건축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중에서도

철역사와 같은 곳에서는 공기 정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설비를 꼽자면 공기 조화 시스템일 것이다. 인간이 생

다. 이에 원심력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분리하는 사이클론 기술

존하려면 언제 어디서든 매 순간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이용해 세계 최초 공조기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

실내의 쾌적한 공기 유지를 위해 기존에 주로 쓰이는 장치는 공기 조화기(이하

했다. 본 장치는 기존 장치와 달리 세척과 교체가 불필요하므로

공조기)용 에어필터이다. 냉난방을 위한 장치인 공조기에 먼지를 거르는 필터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공기 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다. 앞으로 지
하 역사, 대형 쇼핑몰 등의 효율적인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권순박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달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에어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해

e sbkwon@krri.re.kr

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T 031-460-5375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필터의 교체와 세척이 필요 없는 공조

연구기간 2008 ~ 2012년

기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미세먼지가 가지는 원심력
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에서 먼지를 분리하는 원리로 가정용 진공청소기에도 사
용되지만, 공조기용 에어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중 사이클론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86

87

KICTEP + 스마트 이노베이션 R&D

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의 기대효과
가 크다. 기존 에어필터 방식과 비교하면 부품의 교체가 필요 없고, 사용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미세먼지 포집에 의한 압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필터의
재생과 관련한 내부 회전 또는 이동이나, 물과 공기를 분사하는 부품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오작동이나 고장의 위험이 없다. 이에 따른 세척, 교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지하역사에 적용되는 공조 에어필터의 시장규모는 약 710억
원 규모이며, 세계시장 규모는 4,200억 원이다. 사업 성장률을 10%로 가정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존 공조기 에어필터 사진

성장초기인 2017년에는 11,6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역사 외 일반 상업빌딩 공조기 시장을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몇 배 이상 증대될
것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에어필터 없이 미세먼지 분리 기술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원심력을
이용한 사이클론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공청소기의 원
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국 디자이너 제임스 다이슨은 기존 진공청소기의 필터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
하면 흡입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필터가 필요 없는 진공청소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이 사이클론 기술이다. 청소기가 흡입한 공기를 회
전시키면 먼지의 수십만 배 질량에 해당하는 원심력이 생기고 이 입자가 저장용

기존 지하 역사 공기조화기 및
구성품 그림

기에 쌓이게 된다. 모인 먼지를 휴지통에 버리기만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렇게 탄생한 진공청소기는 1986년 시장에 출시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현재는
전 세계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이 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도 위와 같은 이유와 원리
로 개발됐다. 먼지를 포함한 공기가 수직방향으로 통과하는 기존 사이클론 방식
과는 다르게 축방향으로 사이클론 유닛을 통과하면서 먼지에 원심력이 생기게
된다. 공기의 흐름에서 바깥으로 벗어난 먼지는 하단부 먼지 트랩(dust trap)에
침적된다. 트랩 안에 카메라와 LED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으로 내부 상태

88

축류형 사이클론 핵심 유닛과 공조기용
다중 사이클론 시스템 개요은 먼지가
포함된 공기가 사이클론 유닛으로 유
입되면서, 내부의 회전유도체(vortex
generator)에 의해 먼지의 원심력이

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증대되어 바깥쪽을 향하게 되므로 출구

세계 최초로 개발된 사이클론 방식 공조기 장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다방면

공기가 토출된다.

(outlet)에서는 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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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공조 시스템 서울메트로 설치

미국 6개 도시의 8,000명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1㎥ 당 미세먼지 농도가 10마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4호선 이촌역에 다중 사이클론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

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 마다 하루 사망률이 1%, 사망 위험이 5% 증가한다. 이

치됐다. 역사 내에 있는 820CMM급 승강장용 공조기 내 축류형사이클론 유닛

밖에도 이미 많은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사망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72개가 기존 부직포필터를 대체하는 다중사이클론 시스템으로 변경 적용된 것

밀접한 상관관계가 규명되었다.

이다.

향후 사이클론 방식 공조기용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상용화될 경우, 최소의 유지

기존 공조기용 에어필터의 경우 필터의 세척 및 주기적인 교체 비용이 공조기

보수 비용으로 수많은 대형 쇼핑몰, 초고층 건물 등의 효율적인 공기질 개선이

한 대당 연간 120만 원, 지하 역사 1곳에 설치된 6대 기준으로 연간 약 700만 원

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우려되는 지하 공간에 대한 관

이 소요됐다. 따라서 새로 개발한 다중 사이클론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초기 설

리는 국민의 건강 및 공공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비용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하 역사 한 곳당 연간 유지관리비 7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지하 역사만 고려해도 500곳이 넘으니
절감 비용은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촌역 승강장 공기질 개선 효과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 평가 및 개선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광화문 역사에 현장적용하는 연구가 추
가로 진행되고 있다. 다중 사이클론 시스템의 성능은 10마이크론 이상의 먼지를
95% 이상, 2.5마이크론 크기의 미세먼지 양을 절반 이상 저감할 수 있는 먼지포
집효율을 가지고 있다.

연구진의 한마디!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지하역사에서 운영 중인 공기 조화기에 실증해서 검증해야 하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하
여, 수도권 지하철은 물론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각 지하철역사의 공조기 에어필터를 현장조사하고 기존 시스템의 문
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연구에만 2년 이상의 연
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기술개
기존 롤필터 미세먼지 저감장치

발과 설치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경제적이고 쉽게 유지관리

철거 및 개발품 설치 사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2011년 5월)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사이클론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공조기 내부에 설치 가능한 축
류형 멀티사이클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계기가 되
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 공동기관과 위탁기관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장설치에 적극적으로 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공가질개선연구단. 왼쪽부터
모나로레인, 박경환, 송지한, 박덕신, 권순박, 정우태, 이광재

움을 주신 서울메트로 연구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다중 사이클론 시스템 현장 부설 및
전체 공조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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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플랜트

“국가 홍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홍수 발생 시

웹과 앱으로
홍수 피해 예방한다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홍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해마다 국내외 홍수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피해를 막기 위해
곳곳에 댐과 같은 구조물을 건설했지만, 여전히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 국
립기상연구소는 서울지역의 미래 홍수취약도 평가 결과 2030년에 서울의 홍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돌발홍수예보시스템 구축과 실제 적용

취약도가 2012년보다 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 중요성은 국가기관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

올해 기준으로 분석한 서울의 홍수 취약도 지수 역시 매우 높다. 홍수 취약도 지

만 기존 시스템은 예측 강우의 정확도나 국내 유역 환경에 적

수는 하루 350mm 정도의 집중호우 상황에서 예상되는 피해금액과 재해복구

합한 핵심기술 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미국

속도를 결정하는 각 지역의 총자산을 고려해 해당 지역이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

AHPS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K-AHPS

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이면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피해가 작고

시스템 및 돌발홍수예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
홍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상, 유역, 하천홍수, 침수위험 등에 대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접근이 용이한 웹과

연구책임자

이재응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복구도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로구와 금천구, 성북구는 2012년 기준 홍수 취

e jeyi@ajou.ac.kr

약도 지수가 약 110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이 확인됐다.

T 031-219-2507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웹과 앱이 확대되면 홍수

이렇듯 서울에도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 특히 도심에는 토지 활용에

로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물 건설이 어렵다. 따라서 사전

연구기간 2010 ~ 2013년

에 홍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 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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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이루어져 있다. 실시간 홍수예측 정보 제공을 위하여 GIS 기반의 데이터베
이스를 먼저 구축하였고 홍수정보관리시스템에 관련된 홍수재해제보, 하천수위
조회, 댐상황조회 등의 메뉴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홍수재해제보 애플리케이션은 현장의 홍수재해 등 각종 재해 사진을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면 서버는 보낸 위치를
자동으로 수신해 표시한다. 따라서 홍수재해제보 메뉴에 들어가 사진과 메시지
를 업로드하면 사진, 위치 및 문자가 서버에 기록된다. 검색 메뉴를 누르면 지도
검색이 가능하고 침수도 on/off 버튼을 누르면 과거 침수 기록이 있는 위치를 모
두 확인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한강대교 아래
자전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

국가 홍수관리시스템 개발
국내 홍수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행 중이다. 수해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필요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국립방재연구소에서는 서울 광진구를 대상으로 과거 홍수 발생
시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홍수정보관리시스템을 설계해 시범 구축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 홍수위험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구축 사례를 연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정보시
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관련 자료를 표준화하였다. 이렇듯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간 홍수방재 전문가들 모두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돌발홍수예보시스

K-AHPS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실행 화면

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 유역 환경 파악이나 강우의
정확도 분석의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실제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없었다.

94

이에 미국 AHPS 시스템을 참고로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지역특성과 재해특성

단시간 내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예보하기 위해 돌발홍수예보시스템

을 고려한 국가 홍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인

도 개발하였다. 돌발홍수 예보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기술은 연속형 강우-유출

터넷 웹 페이지와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모형 개발이다. 연속형 강우-유출 모형은 하천유량과 토양수분을 연속적으로

국가 홍수관리시스템은 실시간 홍수예측시스템 개발과 돌발홍수예보시스템 개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대유역 기반으로 수문성분이 산정돼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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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은 돌발홍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스팅 기

앱만 받으면 누구나 홍수 정보를 볼 수 있다

법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물리적 기반의 돌발홍수예측이 가능

스마트기기로 홍수정보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받으면 누구나 홍수 관련

해졌다. 돌발홍수예측을 이용하여 실시간 하천유량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보를 볼 수 있다. 홍수 발생 시에 취약 지역에 사는 일반인 또는 홍수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하천유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생기는 사고와 하천 범람에 대하

담당자 등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얻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계

여 대비할 수 있다.

획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앱에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재해제보, 하천수위조회, 댐상황조회 등의 정보뿐 아
니라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호우 및 태풍 발생 시 레이
더 자료, 수문 자료, 실시간 댐 수위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홍수관리시스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정착되면 국내 홍수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 재난대책을 세우는 데 적용한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앱을 통해 평소에는
주민에게 홍수의 위험을 일깨우고 피해 방지법 등을 알리는 창구로도 활용 가능
해 재난을 대비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하천유량예측시스템 실행 화면

연구진의 한마디!
국가 홍수관리시스템개발은 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 연구의 하나이며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중반에
시작한 공모과제이므로 시스템구축 기간이 많이 부족하였지만, 참여한 연구원들 모두가 애초 계획되었던 연구 목표에 맞춰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개발이 아닌 개발된 시스템을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 종료 후 본 시스템을 국가기관 및 국민이 이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연구하겠습
니다. 그동안 개발 과정 동안 애써주신 모든 기관과 연구원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정보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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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실내공간정보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건물 안에서도
길 찾아 준다

건물 안에서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실내공간정보 활용서비스 플랫폼
하루에도 수만 명이 몰리는 대형 복합쇼핑몰. 다목적 공간이 많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만한 엄청난 규모 때문에 관람객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 건물 곳곳에 안내 지도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복잡한 구조에
최근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인해 실내공간이 점차 복잡해지

길이 헷갈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고 있다. 그만큼 실내공간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만약 건물 내에도 도로 위 길안내를 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가 있다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실내

면 어떨까? 안내만 따른다면 지도나 표지판 없이도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공간 데이터를 비전문가도 쉽게 건축물의 평면도와 3D 모델로

있을 것이다.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이 대중화되면 복

앞으로 건물 안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됐다. KT에서는 실내공

잡한 건물 안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연구책임자

권용식

소속기관 ㈜케이티

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다. 건물 내에 있는 상

e yongsik@kt.com

점이나 공간 구조, 경로 등의 정보를 스마트 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T 02-526-6721

이다. 서비스를 실행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화면에 표시하고 목적지

연구기간 2007 ~ 2012년

를 입력하면 경로를 파악해 방향을 안내한다.

3D 건물 지도가 스마트폰으로 쏙
지하철 역사, 공항, 대형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최근 규모가 큰 건물이 많아지면
서 실내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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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To be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2차원 평면도만으로 3차원 건물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
한다. 따라서 특별한 3D 모델링 툴이나 캐드 프로그램의 사용 경험이 없는 비전

실내 공간 모델 부재

 실내 공간 모델 표준

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건물의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3차원
데이터 모델은 사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높은 그래픽 품질 및 편의

도면 위주 관리

 구조화된 실내 DB

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제공된다.
카메라의 스냅샷을 이용한 미리보기 이미지 생성 및 애니메이션 기능, 1인칭 시

실외 중심의 GIS/LBS

 실내외 연계된 GIS/LBS

점의 실내주행 기능, 층고 기준의 벽체 높이 조절, 광원효과 및 스텐실 버퍼를 이
용한 동적 그림자 재현, 사용자 지정 건축단면 생성 기능 등은 사용자가 보기 편
리하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실내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기대 효과 그림

실제 실내공간 모습을 스마트 기기에 보이는 화면에 반영할 수도 있다.
SyncIS(Synchronized Indoor Space) 기술은 현재 눈앞에 있는 건물 안의 상황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다수 기업이 실내공간에 대한 정보 서

을 가상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통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더욱 간편하게 위

비스를 시작했다. 위치기반 생활정보나 안전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술이다.

시장은 최근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하며, 일본은 현재 최대 위치기반서비스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
정부 구현, 삶의 질 향상, 뉴비즈니스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강현실을 이용해 실내공간과
가상세계를 통합한 SyncIS 화면 그림

화재나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이번에 개발한 실내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는 전 세계 지리정보시스템 시장을 주
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로봇이나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이용
실내공간정보관리 엔진과 활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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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특히 U-city 구축에 주요한 기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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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경로 탐색

위치 Tracking 결과

Push 광고

로그램을 개발했다. 3D 도면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출입구를 파악
해 최소한의 센서로 객체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배치를 표시한다.
만약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면 곳곳에 설치된 위치 추적 센서가 실내에 남아 있
는 사람의 위치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소방관이 받아 신
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상황을 설정하고 대처 방법을 등록해 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재 상황을 시스템에 미리 저장해 두고 대피 가능한 경로
를 지정해 놓으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사용자 또는 구조대에게 자동으로

실제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내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화면

입력한 대처 방안을 안내한다. 화재 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인명 피해를

U-city는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생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뜻한다. 21세기 미래형 도시라고

이처럼 실내공간정보 기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편의를 주며, 꼭 필

불리는 U-city는 행정서비스, 주거공간의 홈네트워크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

요한 기술이 되었다. 머지않아 기술이 상용화되면 물질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

며, 교통이나 방범, 방재시스템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 내 모든 공

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간이 유기적으로 연결 가능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도시 내 효율적인 공간 사용
을 돕고 사용자들이 위치와 관련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실내공간정보 기술의 능력은 더욱 빛난다. KT 연구팀은 최소한
의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동하는 객체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프

연구진의 한마디!
실내공간정보 활용 서비스개발은 GIS 영역을 실외에서 실
내로 확장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
로 확장시 표준모델과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초
기에 개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여연구원들과
많은 대화을 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을 테스트베드에 설치하여 서비스, 엔진, 3D 모
델링툴간 연동시험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장소가 세종시
여서 거리도 멀고 주변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참여 연구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GIS 영역으로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고생하신 연구원
▲ 왼쪽부터 최진원, 도상래, 황선휘, 두주영, 권용식

이동경로를 기반으로 측위센서 배치를

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뮬레이션한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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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향상
기술

도시 건축

“ArcSAR 시스템으로 지반이나 구조물의 1㎜ 이하
미세변위까지 정밀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산사태 대비한다
차량을 이용한 국토모니터링 시스템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사고는 어느새 특별한 뉴스가
아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산지가 많은데다 땅이 모래흙인 곳이 많기
때문에 다소 강한 충격을 받으면 어김없이 산사태가 발생한다. 마을이 없는 지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굳는

역은 그나마 피해가 덜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은 여전히 많다. 따

힘이 약한 모래흙으로 이루어진 땅이 많기 때문이 산사태에 취

라서 산사태 발생 후 대처보다 발생 전에 대비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사태 위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

다.

다. 1980년대에 산사태 발생이 연간 약 231ha에서 2000년대에

SAR 시스템은 이런 지반 변화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합성 개

들어서는 약 712ha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런 재난으로

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의 약자를 뜻하는 SAR은 항공기나 인공위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개발됐다. 차량을
이용한 국토모니터링 시스템(ArcSAR) 은 지반의 미세한 변위
까지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 사면 붕괴에 따른 사고를 미리 막
을 수 있다.

연구책임자

김광은

소속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관측한 레이더정보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해 영상화한

e kimke@kigam.re.kr

기술을 말한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전자파 펄스를 발사해 반사파를 얻음

T 042-868-3026

으로써 지면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기간 2008 ~ 2012년

이런 SAR 시스템 앞에 지상(Ground-Based)이라는 의미가 붙은 지상 SAR 시스
템은 지상에 레일을 만들어 안테나를 이동시켜 지형 변화를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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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영상영역을
확장하고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형레일을 기반으로 하는 SAR 시스템인
ArcSAR 시스템을 개발했다.
ArcSAR 시스템은 모터의 회전 동력을 벨트를 이용해 회전 구동부에 전달해 구
동 모터의 회전수를 통해 안테나 위치를 제어한다. 안테나 위치를 정확하게 측
정하지 않으면 오차가 발생하므로 자력 엔코더(Magnetic Encoder)가 실시간으
로 측정한 안테나 위치값을 피드백하여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함
께 개발했다.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오차 값이 2.262mm에서 0.324mm로 줄
어 정확도가 약 7배 향상됐다.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지상 SAR 시스템의 사진과 측정 결과 완성된 산사면 미세변위 관측도. 0.7mm의
정밀도로 사면변위를 측정한다.

또한 이런 ArcSAR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해 이동성을 확보했다. 기존 SAR 시스
템의 단점이었던 시설 설치와 레일 운반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한 것이다. 차량
탑재형 ArcSAR 시스템은 어떠한 장비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재난

원형레일과 차량 탑재로 단점 극복

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 향후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지상 SAR 시스템은 SAR 시스템에 비해 편리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과 정밀하

된다.

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AR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레
일을 지상에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레일의 운반 또한 어려워 현장 적

실제 ArcSAR 시스템 탑재체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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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원형레일 기반 지상 SAR 시스템의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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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관측으로 재난재해 피해 예방

수 있으며 댐이나 도로사면의 지반 변위도 측정 가능하다. 또한 핵폐기물 처분

ArcSAR 시스템은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ArcSAR 시스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지반의 모니터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만

템을 지하자원 탐사에 활용할 수 있다. 지표의 형상은 지층의 모양과도 관련이

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에 향후 땅 속 자원 또는 지질 탐사 지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확대될 이산화탄소 처리시설의 지반 변위 역시 ArcSAR

할 것이다.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관측하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를 대

ArcSAR 시스템의 활용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이다. 최근

비할 수 있다. 또한 LNG가스저장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같은 연안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자연재해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온실가스

대규모 구조물과 매립지 지반침하, 도로 인공사면 역시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

처리 관련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미세변위를 정밀

한 장소이다. ArcSAR 시스템을 활용하면 1mm 이하 미세한 변화까지 정밀하게

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유럽

관측할 수 있다.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관리 비용 절감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CEPT의 EEC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유럽 지상 SAR 시스템 시장규모는 지반

줄일 수 있다.

과 시설물 시장을 합해 총 1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cSAR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은 레이더, 고해상도 영상 획득, 극좌표 영상화 방

실제 ArcSAR 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사면의 변위를 측정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법 등 이미 3가지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앞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의 한마디!
SPOT 모드 시험획득 영상, 간섭분석 기술 적용 영상, 다편파 분석 기술 적용 영상 그림

개발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도 없이 반복
되는 실험과 분석을, 그 뜨겁던 8월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한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분 시설

CO2 지중 처분시설

마디 불평도 없이 계속했던 이재희 연구원과 성낙훈 박사님이

댐, 도로사면, 산사면

ArcSAR 시스템의 주인공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실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우리 연구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연구개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어려운 가
운데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지원기관께 깊은

ArcSAR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할 수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처분 시설

CO2 지중 처분시설

댐, 도로사면, 산사면

지반, 시설 미세변위

지반, 시설 미세변위

지반, 시설 미세변위

지반, 시설 미세변위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감사를 드립니다.
▲ ArcSAR 시스템 개발 연구진. 왼쪽 하단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광은, 조성준, 성낙훈, 강문경, 이재희

있는 장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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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신성장동력이 될

사업화
유망 기술

미래 지향적 기술 수요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를 고려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은 요소
기술들을 체계화하여 개발합니다. 기존 기술 시스템의 고효율, 고속화, 친환경 구현과,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발전 및 융합을 위한 표준화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창의
적 미래 기술과 사업화 유망 기술 연구로 미래사회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usiness
R&D

사업화
유망
기술

도시건축

“다양한 설계 대안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대한민국의 IT기술로
세계 최고의 건축물
설계한다
초고층 건축물 최적설계기술

최적의 성능과 경제성을 찾아낸다.”

총 공사비 15억 달러, 지상 높이 828m, 외벽 유리창 개수 2만 4,830개, 아랍에미
리트(UAE)의 두바이에 세워져 2010년 1월 개장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
르즈 칼리파(Burj Khalifa)’의 위용이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도 등장해 아찔한

StrAuto 초고층 건축물 최적설계기술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IT기

고공 추격 장면의 배경으로 쓰인 부르즈 칼리파는 국내 건설사가 시공해 화제를

술을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와 결합해 최상의 성능과 경제성을

모았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세워져 ‘말레이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452m

지닌 대안을 찾아내는 융합기술이다. 파라메트릭 구조 모델링

높이의 ‘KLCC 빌딩’도 국내의 기술로 지어졌다.

기능을 탑재해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축물의 구조시스템도 신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하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속하게 모델링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대안을 손쉽

100%를 넘어섰고 해외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삼는 후발국들의 추격을

게 창출하고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기술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전통 건설시장에서도 국내 업체의 점유율을 높이
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책임자

김치경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시장인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

e ckkim@sunmoon.ac.kr

기준 0.4%에 불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후진국형 노동집약 방식에

T 041-530-2321

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술집약 중심으로 설계와 시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

연구기간 2009 ~ 2014년

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IT 분야를 기존의 설계기술과 융합시킨다면
건축물 시공 능력을 혁신시킬 수 있다.
아름다운 외양의 미래지향적 건물은 관광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다. 세계적
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이 스페인의 소도시 빌바오
에 지어지면서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다. 1997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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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건축학부가 개발한 ‘StrAuto 초고층 건축물 최적설계기술’은 우리나
라가 강점을 보이는 IT 분야를 건축과 접목시킨 ‘IT융합 설계기술’을 활용해 대
규모 건축물을 설계함으로써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높이는 융합기술이다. 건
축물의 기본설계와 본설계뿐만 아니라 V/E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다수의 대안
들을 창출하고 비교해서 최선의 설계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StrAuto 기술은 파라메트릭 구조 모델링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축물의 구조시스템도 신속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게다가 일단 파라메트릭
모델이 완성되면 주요 설계변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대안을 손쉽게
창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히 구조해석 및 설계 기능도 통합되어 있어 새로운 설계안을 생성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건축물의 구조성능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용이하다. 기존에는 한
두 개의 구조시스템을 점검하는 데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StrAuto
기술은 불과 1~2주일 안에도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창출하고 비교할 수 있다.
미래형 건축설계로 관광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구겐하임 미술관

‘유전자 알고리듬에 의한 골조 최적화’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주어진 설계조건
을 만족하는 동시에 골조 건설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설계자가 일
단 하나의 구조시스템에 대한 파라메트릭 모델을 완성하면, 유전자 알고리듬을

이후 10년 동안 16억 유로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유발했다.

이용해 현재 구조시스템의 변종을 수천 개 이상 창출해낸다. 이후 각 대안의 성

입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미래형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려면 IT기술과의 융합

능과 경제성을 비교 평가해 스스로 최적의 설계안을 찾아낸다.

이 필수다. ‘StrAuto 초고층 건축물 최적설계기술’은 세계를 선도할 IT융합기술
이다. 특히 초고층, 대공간, 곡면이 포함된 비정형 건축물 등 최고 난이도를 보이
는 대규모 건축물을 설계하기에 적합하다. 건축물의 성능은 극대화하면서 건설
비용은 최소화하고 설계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국의 IT과 설계기술 결합한 미래융합기술
해외 선두권 엔지니어링 업체가 대형 건축물 사업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건
설 분야의 현재 상황이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2009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미국 38.2%, 네덜란드 12.3%, 영국 11.8% 순이다. 국내 대형 건축물 시장도 마
찬가지다. 전체 용역비의 80% 이상은 외국 업체가 가져가고 국내 설계·엔지니
어링 업체는 10~20%의 비용을 받으며 단순 작업에만 참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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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대의 PC를 연결한 Distributed Parallel Sol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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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설계기간의 획기적 단축’이다. StrAuto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능은 초
기 설계안과 변경안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준다. 또한 설계 아
이디어 도출부터 모델링, 해설 및 설계,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므로 실시간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넷째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효과’다. StrAuto는 3차원 모델 기반의 다양
미국 MKA와 진행 중인 112층 Doha

말레이지아 Matrade Exibition Center 국제

하고 차별화된 자료를 제공하므로 설계안의 우수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Convention Center Tower 골조 최적화

입찰을 위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도움이 된다. 발주자의 설계안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
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
StrAuto는 대규모 건축물 설계·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세계적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가 독보적으로 선점한 IT융합 설계기술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기술
신뢰도도 향상시킨다. 기술적 자립과 신뢰도 향상은 결국 전통적인 시공시장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점유율과 수익률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StrAuto에 의한 자동화 반복설계 및 최적화의

용산국제업무지구 B2-2 블록 3개 구조 시스템

개념

대안 생성 및 최적화

연구진의 한마디!

StrAuto는 이미 다양한 초고층건축물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112층의 Doha
Convension Center Tower, 59층의 용산국제업무지구 B2-2블록, King Abdullah
Stadium, 말레이시아 Matrade Exibition Center 등에 시험 적용되어 성능을 검증

‘World Best’ 본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IT융합 설계기술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 기술로 평가받고, 멀
지 않은 장래에 세계적인 IT융합 건설기술 컨설팅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

받았다.

연구에 전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여러 곳에서 안

StrAuto 기술이 가져다 줄 효과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3가지 기대효과를 주

정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안이 올 때는 심적 갈등도

목할 만하다. 첫째로 ‘건축물 구조성능의 극대화’다. 구조설계 분야는 건축물

있지만, 우리가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건축 분야에서 IT융합 기술은 타 산업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초

StrAuto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능을 이용해 설계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구조시

기 단계에 있습니다. IT융합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스템 대안을 창출하고 비교한다.

가능한 미래 시장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향후 우리나
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설

둘째로 ‘건설비용의 최적화’다. StrAuto는 골조 최적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요

계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설계변수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해 최적
안을 찾아내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반복설계에 의한 최적화 개념 덕분에 비용

▲ 왼쪽부터 김은석, 김신웅, 한재윤, 김주혜, 김치경, 김하나,
최현철, 정해나, 이윤재

연구팀이 외칩니다.
“Our technology realizes your dream.”

을 절감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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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철도

“콘크리트궤도에 문제가 생겨도 열차의 운행 중단하는 일

열차 멈추는 일 없이
궤도를 수리한다

없이 몇 시간 만에 침하와 변형을 수리해서 정상화한다.”

자동화 장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급속보강기술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는 크게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자갈 궤도는 철로 아래 놓인 나무 침목과 수많은 돌멩이가 충
격을 흡수해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정밀한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
자갈궤도의 대안으로 떠오른 콘크리트궤도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 않아 설치가 용이하다. 그러나 오랜 사용으로 자갈층이 내려앉으면 전용장비

적다는 장점과 더불어 하부노반의 침하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

를 이용해 다시 손질을 해야 하므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콘크리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콘크리트궤도다. 침목과 기반이 모두 콘크리트로 이루어

트궤도 급속보강기술’은 3시간 가량의 야간 작업만으로도 궤도

져 주행 안정성이 높고 먼지 발생량이 적다. 유지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의 침하를 복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공법이다. 특히 복원재

수 있어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건설된 대도시의 지하철, 고속철

료, 주입장비, 제어장치 등을 별도 개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보강작업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으며 도로와 항만 등
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책임자

이일화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KTX), 경전철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궤도를 채택했다. 제2단계 경부고속철도

e iwlee@krri.re.kr

와 호남고속철도 등 향후 국내 철도 건설에는 대부분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고

T 031-460-5326

있다.

연구기간 2007 ~ 2012년

콘크리트궤도의 단점도 존재한다. 설계와 시공에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며 소음
과 진동 제거 능력도 자갈 도상에 비해 약한 편이다. 반면에 건설 비용이 자갈
궤도보다 더 소요된다. 게다가 이음매의 단차, 국부적인 침하, 배수 불량에 의한
연약화 등 궤도의 하부노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복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동안 열차를 차단하고 보수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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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프라가 풍부하고 관련기술이 발달해 ‘철도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콘
크리트궤도의 변형을 겪고 있다. 철도 선진국이 모인 유럽에서도 콘크리트궤도
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보수 기술의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콘크
리트궤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궤도 하부노반이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다. 특히나
침하나 변형 등의 문제 발생 시 보수와 복원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단점이다.

열차를 세우지 않고 수리하는 혁신 기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콘크리트궤도 급속보강기술’은 궤도가 침하한 경우 3시
간 가량의 야간 차단시간 동안 복원과 시공을 마친다. 익일 열차 운행에도 지장
이 없어 혁신적인 보수 공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침하 문제에 가장 합리적

콘크리트궤도 처짐현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법이며, 향후 콘크리트궤도를 주행하는 고속철도의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이다. 아직 연구개발
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침하와 균열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일부 구간에
본 공법을 적용해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① 소형이중주입관 관입

② 급결성 1차 그라우트 주입(복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복원재료, 주입장비, 제어장치 등 전반적인 장비를 일괄
적으로 개발해 효율을 높였다. 마이크로시멘트를 베이스로 하는 급결용 복원재
료는 시간당 5kgf/㎠ 이상의 능력을 보인다. 주입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필수적
인 중앙제어장치는 128채널 확장을 통한 동시복원이 가능하다. 통합 ASV밸브

③ 중결성 2차 그라우트 주입(공극채움)

④ 주입관 제거 및 열차운행

콘크리트궤도 침하복원공법의 개발 공정

유니트를 개발해 개별 주입장비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시공시간도 단축했다.
본 공법의 핵심은 제한된 시간 내에 ±1mm 단위로 정밀하게 복원하는 기술이
다. 콘크리트궤도는 열차가 300km/h로 고속주행하기 때문에 최고수준의 정밀
도를 요구하는 토목구조물로서 오차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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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해야 하지만 영업선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 순환주입방식을 적용하여 정밀제어를 가능하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콘크리트궤도 급속보강기술’은 열차의 운행에

하였다. 1회 주입 시 주입시간이 0.5초 이내 이고 주입량도 소량이다. 목표치를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콘크리트궤도를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행

복원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주입이 중앙제어장치에 입력된 순서대로 진행된

중단 없이도 빠른 시간 안에 궤도 노반의 지지력을 늘리고 침하를 억제시킴으

다. 주입시간 동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 작업을 병행한다.

로써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과도한 궤도 뒤

본 공법은 원래 콘크리트궤도용으로 개발되었지만 도로, 항만, 공항, 구조물 등

틀림이나 대규모 노반 변형에 대한 정밀보수 작업에 있어서는 유일한 대안이 될

에도 널리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 인프라 유지보수 분야 전체에 가져올 파급효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콘크리트궤도를 운용하는 나라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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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 겪고 있는 침하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신공법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후속 연구 중이다. 2012년부
터는 중국철도과학연구원(CARS)와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궤도에 문제가 발생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열차가 정상 주행속도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여객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면 커다란 손실이 불가
피하다. 이용객들도 열차의 지연과 연착으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다. 본 공법은
운행 중지 없이도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시성을 유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생
활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침하복원공법의 개념

연구진의 한마디!
연구 초기단계에는 대외노출을 꺼리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침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은 장점만 부각하였고 단점에 대하여서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는 침하문제에 대하여 다소 낙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침하복원공법의 적용

국내 건설 환경 및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발생빈도는 낮지
만 운영단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연구개발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철도, 건축
물 등 정밀한 침하복원을 요구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SOC분야에서는 미래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
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분야
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
▲ 중국철도과학연구원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중앙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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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ASV밸브 유니트

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입 후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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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로 개폐되는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새로운 스크린도어
시스템으로
승강장 사고 없앤다
승객 안전 지키는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

어떠한 형태의 승강장에도 설치가 가능해 안전을 보장한다.”

2012년 12월 3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시비를
걸어오던 흑인 부랑자에게 떠밀려 선로로 떨어진 한국인 교포가 열차에 치여 사
망한 것이다. 20초가 넘는 시간 동안 플랫폼으로 올라오려 애썼지만 아무도 구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기존 설치 비용의 절반으로도 안

조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주변의 승객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전하고 편리한 승강장 환경을 만들 수 있다. LM가이드 시스템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바빴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기자도 ‘플래시

을 레일슬라이딩 타입으로 변경하고 본 기둥에 하나의 실린더

를 터뜨려 기관사에게 경고를 보냈다’고 변명했지만 다음날 언론사에 사진을 판

를 적용하는 더블시브 방식을 채택해 안정적인 움직임을 높였

매해 비난을 받았다. 서울의 지하철처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더라면 일어나

고 와이어로프도 하나로 연결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했다.

지 않았을 비극이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비용도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미니
사이즈로 설치가 가능해 철도건널목, 버스전용 중앙차로, 아동
보호구역 등에 적용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김현

소속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1990년대부터 각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

e hyun_kim@koti.re.kr

(PSD)를 설치해왔다. 승객의 안전 확보와 승강장의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T 031-910-3135

다. 그러나 운행되는 열차의 차종이 다양해서 단일한 방식으로는 스크린도어 설

연구기간 2011 ~ 2012년

치가 어려운 승강장이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한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RPSD, Rope-type
Platform Screen Door)’은 상하 개폐 방식이라서 기존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
운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열차 차량의 길이, 열차 출입문의 위치, 정위치 정
차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세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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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승강장에도 설치 가능한 로프형 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 개발 중인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RPSD)’은 차량의
종류나 승강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
다. 기존의 시스템이 가진 3가지의 단점을 개선한 덕분이다.
첫째, 직선 움직임을 위한 LM(Linear Motion) 가이드 시스템을 레일슬라이딩(rail
sliding) 타입으로 변경했다. 와이어로프의 장력 방향 쪽으로 정하중의 힘이 작
용하게 되어 있어 곡선 승강장에 적용했을 때도 편하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다. 전체적인 구조가 간단해 차후 일상정비와 문제 해결에도 용이하다.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개념도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한다
스크린도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도시철도는 총 528개 중 378개의 역사에 설치를

기존의 LM가이드 시스템을 레일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

마쳤고 2012년까지 30개 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까
지 5,351억 원을 들여 일반철도 200개 역에도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
했다.

둘째, 2개의 바퀴가 연결된 더블 시브(double sheave) 방식을 채택해 하나의 실

전국에 촘촘하게 철로가 깔린 이웃나라 일본도 스크린도어 설치에 관심을 보이

린더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나의 본기둥에 2개의 실린더가 장

고 있다. 특히 201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

착되어 동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더블 시브는 하나의 축에 서로 크기가 다

는 등 철도 승강장에 대한 위험 의식이 높아졌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른 2개의 벨트 드럼을 연결해 상승과 하강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어 있다. 문제가

를 실시한 결과, 추가요금을 지불해서라도 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일본은 이용객 10만 명 이상인 승강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장의 형태와 열차의 종류가 다양해 현재의 기



술 수준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KTX)는 기존 열차와 새로 배치된 산천 차량의 출입문 위치가 다르다.
경춘선과 경부선은 일반 전동차와 ITX, 누리로 등 제조사가 다른 여러 종류의
급행전동차(EMU)가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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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각 분리되어 있던 6개의 와이어로프를 하나로 연결했다. 로프의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향후 정비와 교환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큰 특
징은 문이 위아래로 오르내려 출입문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6량의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했을 때 전체 도어가 한꺼번에 열릴 수도 있고
1량 단위나 2량 단위로 열릴 수도 있다. 곡선구간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도

철도건널목이나 아동보호구역에 적용

기존 시스템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해 안전사고 예방 가능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철도건널목은 단순한 막대 타입이라서 하부가 노출



되어 있다. 보행자가 일부러 몸을 굽혀 통과할 수도 있고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철도 신호시
스템과 연동시키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건널 수 있다.
버스정거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버스전용 중앙차로는 좌측으로 버스가, 우측

6줄의 와이어로프를 하나로 연결해 장력 유지

으로 일반차량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로프형 스크
린도어 시스템을 미니 사이즈로 설치하고 교차로나 건널목 신호등과 연계시킨

버스전용차로나 아동보호구역에도 설치 가능

다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좌우로 여닫히는 기존의
스크린도어 방식에 익숙한 승객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문이 위
로 올라간 상태에서 출입해야 하므로 도어 낙하로 인해 다칠 수도 있다는 지적
이 있었다. 개발팀은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요소를 해결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철도운영기관과도 여러 차례 테스트와 의견 수렴

연구진의 한마디!

을 거쳐 최종적인 시제품을 만들었다.

RPSD는 시스템 개발 완료 이전부터 일본시장으로부터 큰 관

일본의 도큐전철 등 사철회사 직원들을 초청해 제작현장을 견학시키는 등 적극

심을 받고 있으며, 시제품을 주식회사 일본신호에 수출하여 안
전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과 대만 시장에

적으로 홍보한 것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로프식 스크린도어에

서도 철도승강장의 승객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몸을 던지기도 하고 와이어 블록에 머리를 넣어보기도 하면서 시스템의 안전성

부상하고 있습니다.

능을 점검했다. 두 와이어 블록 사이에 열쇠를 채우는 등 일부 승객의 예상치 못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아직 새로운 개념과 기술 도입에 매우

한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상에 어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야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RPSD의 모든 연구원분들은 실

떠한 문제점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로프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은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문양역을 대

천을 통하여 RPSD의 신뢰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 지상역 승강장의 지능형 승객안전사고 방재 시스템 개발 연구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철도건널목이나 버스전용 중앙차로 등 일상생활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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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유망
기술

도시건축

“시공 전후의 변위를 예측·비교하는 초정밀 프로그램을 통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초고층 건물 쌓아 올린다

초고층 건물의 시공 중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낸다.”

초고층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
프랑스 남부의 가르 지방에는 로마 시대에 건축한 수도교 ‘퐁뒤가르(Pont du
Gard)’가 놓여 있다. 3층으로 쌓아올린 다리 전체의 높이는 50m에 달하며 길이
도 270m가 넘는다. 전시에는 장군으로, 평상시에는 건축가로 활동한 아그리파
50층 이상의 높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

가 이룩한 역작이다.

는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초고층 건물

퐁뒤가르는 수원지에서 50km나 떨어진 대도시 님므(Nimes)까지 깨끗한 물을

의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은 현장공정을 반영한 시공단계 해석

전해주기 위해 지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전체 낙차가 17m에 불과하다는 점이

프로그램(ASAP), 확률론적 일별 부재별 변위예측 프로그램과 3

다. 수로가 1km를 가는 동안 높낮이 차이가 34cm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하게 설

차원 레이저 스캔, GPS를 이용한 변위 측량 기술 등을 이용해

계하고 공들여 건축했다는 의미다. 2천 년 전 로마제국의 건축 수준은 이렇게나

시공 중 오차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초정밀 기술의
국산화로 인해 세계 초고층 건물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수주율
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오보환

소속기관 ㈜대우건설

높았다.

e bohwan.oh@daewooenc.com

현대에도 건축 기술의 정밀성은 여전하다. 특히 높이 200m 또는 50층 이상의

T 031-250-1215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물을 지어 올

연구기간 2009 ~ 2015년

릴 때 아랫부분에서 조그만 오차가 발생해도 꼭대기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표에서 수직선을 1도만 어긋나게 시공해도 500m 높이까지 올라가
면 9m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 자재의 무게, 재료의 특성, 시공 순서에 따라 자연
적인 변형이 발생한다. 시공 중 건물 높이가 감소하는 ‘축소량’ 현상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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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많다. 건물의 높이가 줄어들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당초 계획된 치수대로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 여러 엔지니어링 기법이 사용된다. 건물 골조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도 그 중 하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의 유수 설계사가 보유한 기술에 의존해
야만 했다. 미국의 SOM, LERA, TT와 영국의 Arup 등 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초고층 건물 시공에 독점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SOM
은 두바이에 건설된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와 9.11 사태가 벌어진 뉴
욕 세계무역센터 지점에 지어질 ‘프리덤 타워’의 시공에 참여했다. LERA는 동남
아시아에서 활동 중이며, Arup은 중국의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대부분을 담당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물의 축소량 예측에만 집중되어 있
을 뿐 시공 중 변위 보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KLCC 타워 전경 및 3차원 레이저 스캔

본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한 결과, 초고층 건물의 시공이 용이해지고 마감비와
재료비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층 건물의 변형량 측정 기준을
이다. 변형에 따른 오차 범위는 건물 높이 1m 당 1mm 이내로 작지만, 일반 건물

다양한 공정시점으로 구별함으로써 골조의 변형을 정확히 보정할 수 있었다.

이 아닌 초고층 건물의 안전과 사용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건물

또한 수평부재와 수직부재의 변형량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대칭 구조뿐만

형태가 비정형이거나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

아니라 비대칭 구조의 초고층 건물을 점검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각 층의 골

질 수도 있다. 결국 예상보다 더 큰 힘이 골조에 가해져 구조적 안정성이 저해될

조 타설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변형량을 계산해 공정별 보정량을 산출

수도 있다. 골조 공사 후에 진행될 바닥 마감, 외장, 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정확

하므로 각 마감 공정과 설비 공정 중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변형량을 고려해서

히 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1990년대 중반 대우건설은 초고층건물의 축소량을 예측하고 보정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래 10여 년 동안 이를 ‘시공 중 변위 관리 기술’로 발전시
켜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고층 건물을 정확하게 시공할수록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

시작


k =1 에서 N 까지

데이터 입력


공정 i = 1에서 n 까지
공정(i+1)
시공 전 변형



탄성해석 수행

고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 공사 수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정형 건
물의 계획 설계와 구조설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커튼월, 건물
유지관리 등 연관기술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공정 i~(i+1)동안의 시간이력 변형량 계산

초고층 건물의 시공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시공 중에도 점검하고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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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i 기준 시각
아니오

예



시간이력 변형 하중에 의한 탄성해석 수행

공정 k
시공 전
변형



공정 i~(i+1)에서의 절점위치 결정

예

해외 유수 설계사들이 독점한 기술의 국산화 성공

공정 k 시공 시각

공정 i 의
시공 후
변형 합산

i <k

공정 k
시공 후
변형 합산

아니오

완료

성능기반형 최적보정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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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가능하다.

본 기술이 국내외에 미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우선 수입대체와 수

본 기술은 2011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고 2012년에는 미국 특허에도 등록되

출증대 효과가 높아진다.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 수행 시 5억 원 이상의 수입대

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58층 KLCC 타워와 IB 타워, 인천 송도의 33층

체 효과가 있으며 계측장비와 측량장비까지 국산화한다면 수출증대 효과도 거

의 I-타워에도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 및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정밀 측

둘 수 있다.

량 기술이 적용되었다.

둘째로 생산성 향상에 따라 비용도 절감된다. 공기를 단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위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을 방지할 수

고부가가치 기술로 수입대체와 수출증대 효과 기대

있다. 시공 중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준공 후까지 연장하면 건물의 수명을 늘릴

지금까지는 랜드마크의 특성을 지니는 초고층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업체가 수

수 있고 보수와 보강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이 가능하다.

주해도 시공 중 변위관리 엔지니어링만큼은 해외 업체의 기술을 빌려야만 했다.

셋째로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정밀시공 엔지니어링과

그러나 이번 연구성과 덕분에 국내 기술만으로도 초고층 건물을 정확히 시공할

제품화로 건설 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토목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유명 설계사에 값비싼 용역비를 지불하는 일도 줄어들 것

분야에 비해 수요가 미비했던 건물 모니터링 시장도 계측, 통신, 전산 분야를 접

으로 기대된다.

목시킨 새로운 기술로 인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7년부터 인천 송도에 짓고 있는 동북아무역타워(NEATT)는 대우건
설 기술연구원이 시공 중 변위 예측과 보정 업무를 담당했다. 구조 감독사로 선
정된 Arup의 까다로운 특기시방 규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의 KLCC 타워 현장에서도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동원해 건물 전체의 정밀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시공 중 변위 관리 기술의 정확성을 입증한 바 있다. 과거
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연구진의 한마디!
시공 중 변위관리 기술은 대우건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해 온 축소량 예측 및 보정 기술을 초고층 복합빌딩 국책과제 수
행과 함께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개발한 기술입니다. 연구과제 진행단계에서 2009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58층 초고층 건물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연구진이 개

3차원 시공단계 해석 소프트웨어(ASAP)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고, 시공 시 발생이 우려되
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말레
이시아에서 시공되는 세인트레지스, IB 타워 등 여러 초고층 건
물에 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연구원들과 개발 기술을 믿고 적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해주신 현장 관계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애써주신 연
▲ 왼쪽부터 탁소영, 장수빈, 오성옥, 오보환, 하태훈,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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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들과 모든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5

사업화
유망
기술

항공물류

“위치기반 서비스와 결합한 U-Transportation 기술로

차량용 다중센서
융합모듈로 사람도 차량도
안전하게 이동한다
GPS, IMU, OBD 결합한 융합형 임베디드 위치기반 서비스

교통사고도 차량정체도 없는 미래의 도로 만든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자는 ‘고속도로를 2층
으로 지어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GPS와 관

위치기술 기반의 IMU 융합모듈은 GPS 신호와 차량 이동 정보

련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를 종합해 개선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서

‘위성항법장치’라 불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지구 궤도를 도는

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각종 센서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신속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실제 위치를 파악한다. 운전자들이 사

하게 분석하는 고효율 알고리즘을 탑재하고도 크기는 100원

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GPS 신호를 이용하지만 도로 윗부분이 가려져 있

동전에 불과하고 전체 생산원가도 10달러 미만이다. 위성 신

으면 전파가 전달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호가 도달하지 않는 지하에서도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차
량간 통신을 이용해 돌발 상황을 주변으로 전파하는 등 미래
U-Transportation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김도윤

소속기관 위드로봇(주)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교통 상황을 관리하는 미래형 교통 서비스가 실

e withrobot@withrobot.com

현되려면 각 차량의 위치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2층 고

T 02-2117-0255

속도로가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GPS 기능이 종종 무용지물 취급을 받곤 한다.

연구기간 2006 ~ 2012년

고가도로와 터널,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어 전파 수신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즉 ‘관성측정장치’다. 속
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IMU는 GPS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 터널이나 지
하에서도 5분에서 15분 내외의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위치를 계산해낸다.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등을 함께 장착하면 입체적인 차원으로 차량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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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가능하다.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연구단’은 차량 자체의 속도 정보, GPS 정보,

IMU는 고가의 장비에 속했지만 최근 각종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IMU 센서 정보, OBD 기술 등을 하나로 합쳐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차량용 다중센서 융합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됐다.

를 모두 직접 개발해 연결시키는 첨단기술이다. 유럽에서도 CVIS(Cooperative
Vehicle Infrastructure System)라는 명칭 하에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GPS, IMU, OBD 융합시킨 임베디드 기술

위드로봇(주)는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알고리즘 개발 및 다양한 부가 서

차량용 센서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마이크로 전자기계

비스까지 구현해냈다. 차량의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뒤따라오는 차량에

시스템(MEMS)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량되면서 IMU의 성능은 높아지고 가격은

게 전파하는 서비스도 한 예다.

점점 저렴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차량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센

이후 융합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여 5편의 특허를 추가로 도출해냈다. 차량

서들이 보내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효율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한다.

의 주행 상태를 정차, 직선주행, 회전의 3가지로 나누어 각각 알고리즘을 구현한

또한 동시에 OBD(On Board Diagnostics)라 불리는 ‘자기진단장치’에서 전달되

덕분에 더 낮은 가격에서도 더 높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uT-IMU 융합모

는 정보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결국 모든 기능을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듈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칩에 모든 알고리즘을 이식하고도 원칩의 가격

이식해야만 차량과 기기에 내장이 가능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

은 1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남양주에 위치한 테스트베드에서 40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해 정밀 테스트
중에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연결방식을 기존 GPS와 동일
하게 만들어 일반 장치에도 손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덕분에 국내 완
성차 업체와 연구기관에 기술을 이전해 5억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GPS 신호 감도가 떨어지는 곳에서도 차량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IMU와 OBD 융합기술

138

uT-IMU 장치와 융합 알고리듬 특허

차량의 움직임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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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도로에서는 전방의 교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므로 정체의 원인
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 패턴 분석에 따른 예상치를 미리 공지하므로
정체 구간을 피해갈 수도 있어 주유비 절감 효과가 높아진다.

UTC

융합모듈에는 각종 센서가 내장되어 초당 100회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Ubiquitous
Transportation Center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걱정을 덜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LAN

인프라 - 센터 간 통신

UIS

해볼 수 있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판별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Ubiquitous
Infrastructure Sensor

UVS

차량 - 인프라 간 통신

이 기술은 차량 이외에 자전거와 보행자에 적용하기에도 적당하다. 실내와 실외

Ubiquitous
Vehicle Sensor

상관 없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가 기기의 소형화와 생산원가 절감 덕분
에 누구나 구입과 이용이 가능하다. 차량용 다중센서 융합기술이 보편화되면 차
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람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미래의 도로 위를 이동하게
차량 - 차량 간 통신
Vehiclar Ad-hoc Network

될 것이다.

U-TSN통합시스템

사람과 차량 모두가 안전한 미래의 도로
차량용 다중센서 융합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가능하다. 여러 차
량의 주행 정보를 종합해 구간별 통행량, 특정 구간의 시간대별 정차 회수를 파
악함으로써 교통상황을 예측하고 정체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 하부에 설치해야
하는 기존의 루프 검지기로는 구현하기 힘든 기능이다. 또한 직선 구간의 평균

연구진의 한마디!

속도를 산출하고 도로 설계상의 위험요소를 알아내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차량의 위치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는 알고리즘의 개발도 힘들지만 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제 차량을 주행해야 하기에

에 도움이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구간을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주행해야 했고, 돌발상황 실험은 주행 중에 급정차를 해야

도심의 도로를 점차 지하화하려는 최근의 추세에도 적합하다. GPS 전파가 미치

하기에 가능한 차량이 없는 새벽에 실험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 않는 지하도로에서도 일반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그 동안 많은 과제를 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과제로 기억에 남습니다. 반복 실험을 하다 교통 체증 구간을 통과할 때면 빨
리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밀리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위치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

과제 초기에 가시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연구진이 매우 힘들고 답답해했습니다만 연구단, 참여기관, 평가원분들이 인내심

다는 U-Transportation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위치 파악의 정확도가 높아질수

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록 무인 차량 개발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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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움직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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