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발간사

국가 기간산업인 도시, 건축, 교통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타 부처의 연구개발 보다도 국민 생활
과 더 밀접한 핵심 분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 R&D의 발
전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는 국가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위축,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
은 기술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패러다임 역시 성장 중심에서 안전, 복지 등과 같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기술간 융·복합은 물론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을 담았습니다.

”

올해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新정부가 출범한 해이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10주년이 되
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현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 R&D가 국민생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토대가 될 수 있
어야 할 것입니다.
「2013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에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세계 일류기술’
과‘국산화 기
술’
, 창조경제를 실현할‘사업화 유망 기술’
과‘비용절감 기술’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공공복
지 기술’
과‘친환경 기술’
에 이르기까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20가지 우수기술을
담았습니다.
본「2013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가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며, 국토
교통 R&D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원은 지속
적으로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R&D가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민행복과 창조경
제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되신 연구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은 연구진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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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모듈러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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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기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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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량안전서비스용 WAVE 통신 기술
15 u-Healthcare 원격 건강관리

16

16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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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17 토석류 대응 기술

친환경 기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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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후 건축물 성능향상 및 재사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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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활용 폐석분 활용 건축용 소재
20 분산형 상수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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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술
국토교통분야의 첨단 핵심기술을 선택집중 개발
하여 확보된 초일류 우수기술은 고부가가치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초일류 기술 확보
는 해당 산업 선진화와 해외진출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로 더 이상 기술추격국
이 아닌 기술선도국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오늘도 더
나은, 더욱 가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일류기술_철도기술연구사업

국내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HEMU-430X)

동력분산식 고속철도는 전 차량에 동력장치가 분산된 방식으로서 구
동축이 많아 차량의 점착력(차륜과 레일간에 생기는 마찰력)이 크다.
이로 인해 추진력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과 경사가 많은 노
선 등 높은 가·감속 성능이 필요한 노선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러
한 시스템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차량의 편성당 수량을 수
송량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차세
대고속열차 시운전단 테스크포스팀(T/F)은 국내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시운전시험을 통하여 약 20,933km라는
짧은 누적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최고속도 421.4km/h를 확
보함으로써 세계 4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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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 국내최고속도
421.4km/h로 세계 4위를 달성하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세계적으로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자체 기술로
고속열차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KTX를 개통하여 운행해 오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G7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고속열차기술개
발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기술도 괄목할

연구책임자

김석원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E swkim@krri.re.kr

열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적 기술동향과 시장 환경

T 031-460-5611
연구기간 2007~2015년

에 대처할 차세대 첨단 고속열차 기술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
구된다.

02 기술 개발의 특징
세계화 경쟁에 맞서기 위해 국내에서는 전략적 국가 연구개
발 사업으로 동력분산형 차세대고속열차인 해무(HEMU430X)를 개발했다. HEMU-430X라는 이름은 'High 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km/h eXperiment
‘의 약자로 바다
의 안개 해무(바다 海 안개 霧)처럼 미래를 기다리는 상서로
운 의미와 빠르게 달린다는 해무(빠를

달릴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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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부 공력해석

실용화편성 디자인 단면 비교

분산동력 방식으로 스피드와 좌석 수를 확보하다
해무는 기존 KTX, KTX산천과는 달리 동력장치가 각 차량에 분산되어 있어서 가·감속 성능이 우수
하다. 또한 차량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쉽고, 운행시간 단축과 운영효율 향상에 유리한 최신
제어기술이 적용된 고속차량이다. 차체는 압출재(押出材) 리브(Rib) 형상변경을 통해 강도는 높이고
두께는 줄여 KTX산천 대비 약 5%를 감소시켰다. 그 결과 편성당 좌석 수가 약 16% 증가할 수 있었
으며, 공력 해석을 통한 전두부 설계를 추진하여 300km/h 주행 시 기존의 동력 집중식 고속열차에
비해 주행저항이 약 10% 감소되었다. 아울러 최적화된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여 차체 무게를
5% 경량화 하였고, 차음성능 또한 5dB 향상시켰다.

비행기보다 빠른 국내 최고의 고속열차
국내 연구진은 2012년 5월 국내 최초의 동력분산형 고속열차인 해무를 출고하여 본선 증속시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400km/h 돌파와 더불어 짧은 고속철도 역사임에 불구하고, 고속철도 강국인 독
일을 넘어선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최고속도 421.4km/h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현재 연구진은
실용화를 위해 동력분산형 차량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운 최고속
도 기록을 향하여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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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전 냉각유로 형상

개선 후 냉각유로 형상

특히 해무에 적용된 대차(열차를 지지해주는 차륜이 붙은 받침대)는 차체를 지지해서 끄는 힘과 제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장치로써, 2011년 10월 열차하중조건(공차(空굯) 및 만차(滿굯)) 별 가진 및
비가진 조건에서의 주행안전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프레임에 차축을
장착시켜 주행 중 노면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며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 조건
에 따른 동적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주행속도 430km/h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시속 430km 고속철 대차 주행시험 성공

19

차량하부구조 개선

차간연결막 설치

대차커버 설치

03 기술개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43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기술을 해당분야 선도 국가인 일본, 프랑스, 독일
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철도를 브랜드화함으로써 연간 250조
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브라질
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산식 고속열차가 상용화되는 2017년 이후부터는 약 1,640량(약 6조 5,600억 원)의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의 지방 분산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시 갈등을 최
소화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개발 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반나절 생활
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여가 및 관광 산업 활성화, 고속철도를 이
용한 인적 교류로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가 지방으로 신속히 파급되는 등 지역 간 정보격차가 완화
되는 파급효과 또한 예상된다. 더불어 고속철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전자 등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된 종합 시스템으로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기존 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국가의 기술,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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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분산형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수많은 시험과 변수가 있었습니다.
해무열차 시험 구간에는 선로가 나누어지
는 15개의 분기기가 있고, 분기기 통과
최고속도는 170km/h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시험

가능한

최고속도는

380km/h였고 해무열차는 400km/h 이
▲ 분산형 고속열차 증속시험 참여 연구진

상으로 시험해야 했습니다. 한국철도연구

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시험 전 해무열차의 고속운행을 위해서 분기
기를 자물쇠로 단단히 채우고, 시험 후에는 자물쇠를 풀어 장치 전체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는 조
건으로 분기기 통과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며 열차가 지나가는 사이사이에 작
업시간을 맞추어가며 매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과 한국철도공사 관련 기술자분들이 함께 안전 점
검을 해주었기에 증속시험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궂은 날씨에도 단 한번의 데이터를 놓치
지 않기 위해 폭설이 오던 날 1km 정도의 거리를 차를 밀며 걸어서 이동해 시간내 도착했던 기억, 바람
막이가 없는 모터카로 선로 위를 이동하면서 추위에 떨었던 기억, 이 모든 고생은 시속 421.4km/h를 달
성한 해무열차를 보면서 어느새 뿌듯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SCI(E) 논문

특허

Sung-Pil Jung et al., "Estimation of dynamic contact force between a pantograph
and catenar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Nonlinear Dynamics 등 4편

출원

열차 특정 위치의 소음 특성 도출 방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건

등록

마이크로폰 홀더를 구비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장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건

DB·시스템
구축 및 활용

압력, 가속도, 소음, 전압, 전류 등 총 579채널 데이터 종합계측시스템 운영 및 보완
(시험데이터 937GB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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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타설 상온양생 20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초고층화 추세는 세계 건설시장의 큰 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세가 전망된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의 중심에는 초고강도 콘
크리트가 있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초고강
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고층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확보가 시
급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초고강도 콘크리트 제조 및 활용 분야의 국
가 기술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
이고, 해외 초고층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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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초고층 건물 핵심 소재기술을 확보하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Burj Khalifa)는 전체 높이 828m
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최근 사우디의 왕자가 이보
다 더 높은 높이 1km이상의 세계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겠다
고 발표해 세계 건축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고
층 건축물은 당대의 첨단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결정체일

연구책임자

이승훈

소속기관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상징물 또는 경제성장의 척도로 인식

E concrete@samsung.com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초고층화 추세는 세계 건설시장

T 02-2145-6496
연구기간 2009~2014년

의 큰 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조물이 높아질수록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단단한
콘크리트, 즉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이 필연적이다. 국내
외 메이저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면서 초고강
도 콘크리트 시대가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개발된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들은 경제성 및 시공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어 실용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1980년대 말
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초
고강도 콘크리트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초고층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
준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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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레미콘 생산시험

20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해외현장 시범적용
(India Worli Tower)

02 기술 개발의 특징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
기존의 200MPa급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대부분 특수한 양생(고온, 고압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 현
장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재료 원가가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층부의 시공이 가능하
도록 우수한 압송성(High-Pumpability)과 화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화성능(Fire-Resistance)
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현장타설 후 상온양생을 통해 압축강도가 높고
(200MPa) 경제적인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였으며 고압송성 및 고내화성을 확보했다.
보통은 국내 기술을 해외 현지재료를 사용해 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개발 초기부터 해외에
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 인도, 싱가폴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시범적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Global 실용화 기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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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내화성능, 고압송성을 두루 갖춘 팔방미인,
20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연구팀은 시멘트 결합재 및 골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
시에 배합재료 선정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초고성능 혼화제를
함께 개발한 뒤 생산시험과 현장시험(Mock-up)을 통해 상온
양생으로 220MPa 이상의 안정적인 강도 발현을 확인할 수

해외현장 Mock-up 시험

있었다.또한 기존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화재 시 콘크리트 기둥부재 내부의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
해 높은 수증기압으로 폭렬 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폴리프로필렌 섬유와 나일론 섬유,
강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혼입 공법으로 화재시 폭
렬을 제어함으로써 20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고압송성 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 평가
에 레오미터(Rheometer)라는 신개념 시험법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굳지 않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품질 및 성능평
가를 위한 시험법 지침(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대비 분말
도가 절반 수준인 초고성능 혼화제를 이용하여 점도를 약

내화성능 평가

50%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압송성을 높였다.

고압송성 평가

25

03 기술개발 효과
재료와 기술 역량 확보로 경제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다
개발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에는 1종 보통시멘트, 개발된 실리카 흄(Silica Fume)을 사용하여 원가를
낮췄으며, 총 결합재 사용량을 줄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제조가 가능해졌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한
고성능 감수제(Water Reducing Agent)의 경우 수입대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
다. 앞으로 초고층 빌딩의 핵심기술인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확보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
상되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았던 콘크리트 산업이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으로 전환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적용 초고층 빌딩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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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처음 우리의 목표는 압축강도 150MPa로 그
리 어려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는 안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여 성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
이 바로‘현장타설 상온양생 200MPa 초고
강도 콘크리트의 개발 및 실용화’
입니다. 하
지만 역시 도전적 목표의 실현은 생각보다 쉽
▲ 왼쪽부터 이승훈, 손유신, 이우진

지 않았습니다. 재료특성 및 주변 환경에 따
라 변동성이 심한 콘크리트의 특성상 오늘 소

기의 강도 증진을 보인 실험 변수가 다른 날에는 또 다른 결과를 보이곤 했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실
험 변수와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해 약 500가지의 실내배합실험과 약 1만개가 넘는 공시체가 제작되어
강도측정을 수행했습니다. 강도 시험시 엄청난 파괴음에 깜짝 놀라던 연구원들도 나중엔 눈 하나 깜박이
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골재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 심지어 제주도 석산까지 돌
아다니며 골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하나하나의 노력이 최고 기술개발의 핵심성공요소 아닐
까요?

2012년 대표 성과
SCI(E) 논문
특허

J.H. Lee, Y.S. Sohn and S.H. Lee, "Fire resistance of hybrid fibre-reinforced,
ultra-high-strength", Magazine of Concrete Research

출원

강도발현의 극대화를 위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관리방법, 삼성물산

등록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크리프 시험방법, 삼성물산

기술지도

200MPa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글로벌 기술홍보 및 확산을 위한 기술지도
(인도 Woril Tower, 이촌렉스, 싱가폴 Uic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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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 대상 차로구분 수준의 위성항법기반 위치결정 인프라 기술개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자
동차기술을 융합시키는 기술 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차량의 실시간 차로구분 위치결정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차량위치결정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현 가
능성, 개발 비용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육상교통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위성항법기반(GPS)의
위치정보 제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육상
교통 환경에서 위치결정이 차로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해질 날
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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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이 운전자의 차로까지 구분하여
정확하게 길을 안내한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구글(Google)사가 무인자동차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무인자동차는 말 그대로 사람 대신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알아서 가는 자동차다. 구글 무인자동차의 핵
심은 정보 분석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위치와 도로
및 차선 정보 등을 제공받는 시스템인 위성항법장치(GPS,

연구책임자

허문범

소속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다.

E hmb@kari.re.kr

위성항법기반 기술은 무인자동차 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성

T 042-860-2266
연구기간 2009~2014년

과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 교
통부는 국가차원에서 육상 교통정보와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유럽은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되며 고품질의 이
동성을 제공하겠다는 비전 아래 2005년부터 i2020
“Intelligent Car Initiative”
를 추진 중이다. 일본 또한 도로교
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성을 주축으로 정보통
신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ASV(Advanced Safety Vehicle)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과 차량의 실시간 차로구분 위치결정기
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
개발 비용 등의 이유로 실제 사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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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 개발의 특징
위성항법 기반 위치정보 제공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본 연구팀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육상교통환경에서 위성항법 기반 위치정보 제공
기술 및 도로주행 중에 차로구분 수준(최대허용 오차 1.5m 이하)의 위치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존의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보통 전체 도로를 중심으로 안내받
다보니 헤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기술은 도로뿐만 아니라 차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도심지 도로 등에서 여러 개의 수신국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용자의 위치
결정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연구팀은 2010년 GPS 데이터 및 기상정보 수신이 가능한 이동형 수신국(장비)을 제작했고 2011년
에는 준실시간 연구용 장비를 제작하여 육상교통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시험지역에서 육상
교통 사용자의 차로구분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실시간 시험을 위한 고정형 수신국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수신국 설치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역의 위성항법 신호 전파 환경과 주변 가시 환경을 분석하여, 안성, 음성, 공주, 보은이
시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신국 설치지역 선정

주변환경 고도 및 방위 측정

전파환경 분석 실험

03 기술개발 효과
위성항법을 활용한 차로구분 기술 선점
본 연구를 통해 육상교통 환경에서 위치결정의 정확도는 차로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어,
차로기반 경로 안내가 가능한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육상교통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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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R&D
서 위성항법을 활용한 차로구분 기술을 선점할 경우 세계시장 선도 및 차량 항법, ITS, 텔레메틱스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차로 구분 네비게이션

유료도로 톨게이트 대체 개념도

연구진의
한마디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
적용대상 지역의 차로구분이 가능
한 정밀 지도가 필요했지만, 기존
제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진들은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직접 위성항
▲ 왼쪽부터 손은성, 손민혁, 이은성, 임성혁, 홍운기, 최광식, 김군택, 허윤정

법 데이터를 획득하여 정밀 지도

를 만들었습니다. 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로 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작업하면서 고생한 만큼 결
과 또한 성공적으로 나와 자부심도 느끼면서 앞으로 본 기술의 적용 및 확산을 기대해 봅니다.

2012년 대표 성과
SCI(E) 논문

특허
시제품

Moon-Beom Heo et al., "GNSS integration with vision-based navigation for low GNSS
visibility conditions, The Journal of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등 1편

출원

위성항법 기준국용 데이터 송수신 장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건

등록

차량용 블랙박스의 성능향상을 위한 위성항법 기반 정밀위치정보 활용 기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건
차로 구분 가능 네비게이션 단말기 시작품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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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R&D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산화 기술
국토교통R&D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춰 국내기술 기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
합니다. 핵심기술의 자립화는 해외기술 도입비를
절감하고 국가 무역수지에 기여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고, 점차 강화되는 선진국의 특허
장벽 극복을 위하여 국토교통R&D 각 분야의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산화기술_철도기술연구사업

무인운전용 열차제어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 이동의 안정성과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술로 현재 국내 모든 철도 노선에 적용된 열차제어 시스템은 모두
해외에서 도입된 제품이다. 이로 인해 노선확장, 개량, 운영 및 유지
보수 시 기술적 제약조건이 발생함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향후 수도권 노후신호설비 교체사업, 도시
철도 사업, 기존선 고속화 사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시장 수
요 대응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본 연구팀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무인운전용 열차제어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종합성능평가를
거쳐 국산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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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기반 무인운전용 열차제어시스템으로
세계 철도신호의 표준을 제시한다”
Core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신분당선은 무인운전시스템의 적용으로 열차의 앞과 뒤에 기
관실이 없어 시원하게 쭉 뻗은 선로를 따라 기존 열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하 선로를 볼 수 있다. 무인운전 시스템은 차
량 출발, 정지, 차량 출입문 작동 등을 기관사 없이 종합관제
실의 원격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조정, 제어하는 기술로,

연구책임자

김용규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열차제어시스템이 관련 핵심기술이다.

E ygkim1@krri.re.kr

열차제어시스템은 열차 이동의 안정성과 철도 운영의 효율성

T 031-460-5434
연구기간 2010~2014년

을 위한 기술로 현재 국내 철도 노선에 적용된 열차제어 시
스템은 모두 해외에서 도입된 제품이다. 이로 인해 노선확장,
개량, 운영 및 유지보수 시 기술적 제약조건이 발생하므로 국
산화 기술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수도권 노후신호설비 교체사업, 도시철도 사업, 기존선
고속화 사업 등 충분한 국내 시장 수요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이 없어 해외에서도 철도건설 확대
등으로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국산화율이 낮아 경쟁국의 열차제
어시스템을 구매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
서도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 시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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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고려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IT 및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한 열차제어시스
템의 개발 및 국산화는 향후 철도산업을 고
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분당선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02 기술 개발의 특징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 종합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철도공사의 영업선인 대불선 약 12km 길이의 선로에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의 시험을 위한 인프
라를 구축했다. 시험 역사는 총 4개로 일로역, 남악역(임시역), 영산역(임시역), 대불종점역으로 명명
하였으며, 시험 열차는 총 2편성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의선 임대열차 4량 1편성과 차세대 전동차 6
량 1편성으로 구성했다.

차세대 전동차 연구개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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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동차 (경의선 임대)

Core
R&D

지상과 차상 인프라로 열차의 위치 추적과 속도 제어까지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열차간의 안전 간격과
열차 진로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2km
의 시험선로 지상에 자동 열차보호 장치, 정보전송용 무선
AP(Access Point, 유선랜과 무선랜을 연결해주는 장치), 열
차운행 감시용 CCTV, 선로변 광케이블 등 지상 인프라를 적

스크린도어 시험환경 구축

용했다. 또한 열차의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열차제어시스템(ATP/ATO)과 차상장치, 무선랜용 안테나 등
차상 인프라를 개발해 설치하였으며, 열차 내부 상황을 감시
하기 위한 차내 영상감시장치도 추가로 장착했다.본 연구는
열차제어시스템의 국산화는 물론 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한 독
점 방지 및 국내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현대로템,

차량 정보수신 안테나 설치

LS산전, POSCO ICT-삼성SDS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하
여, 각각 컨소시엄별 열차제어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이
들 모두 무인자동운전을 구현해 도시철도법의 성능시험 기준
을 적용하여 정위치 정차 등 주요 기능의 안정화에 주력한
종합시험평가에 합격했다.
정위치 정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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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세계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에 우리 기술로 도전한다
현재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은 Alstom Transport, Ansaldo Signal, Bombardier Transportation,
Invensys, Siemens mobility, Thales Rail Signalling solutions 등 6대 메이저기업이 국내외 철도시
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기반의 무인운전용 열차제어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을 철도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철도신호 표준 주도가 가능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국가 위상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일반
철도(250km/h 이하)와 고속철도(450km/h 이하) 모두에 적용할 경우, 철도 전반에 대한 지능형 철도
시스템 구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운전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개념도

38

연구진의
한마디

Core
R&D
이번 연구는 상용화를 목표로 했기에 연
구전용 시험선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의 영
업 운영선을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시험선에는 국가R&D로 개발된 차세대 전
동차 차량의 신뢰성 시험이 동시 진행 중
이기에 시험 스케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영업 운행 화물 차량과 동일한 시간대에
두 대의 시험차량이 동시에 운행되도록
▲ 대불시험선 현장시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
울여야했습니다. 또한 두 대의 시험차량이

보다 원활한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대와 영역을 나눠 오후 4시 이후에야 우리 기술에 대한 시험
이 전체 12km 노선에서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 휴일, 밤낮 없는 시험이 불가피했지만, 기 운영중인
영업 운영선을 시험인프라로 활용함으로써 약 30억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했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출원
시설·장비 구축

정차장 무정차 운행중 승객을 승하차하는 철도 운송 시스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건

대불선(일로역~대불역간 12km)에 지상 인프라와 차상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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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기술_플랜트연구사업

삼투역세정을 이용한 역삼투 막여과 공정 유지관리 기술 개발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물산업 육성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닷물을 용수로 생산하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간 시장점유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수처리 산
업은 건설 기술 중심에서 운영관리 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건설을 위한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 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역삼투
막 세정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며 운영 및 유지관리는
단순히 해외 제조사의 유지·관리 가이드를 활용하거나 약품 세정에
그치고 있어 그 수준이 높지 않다. 이에 본 연구팀은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물고 있는 역삼투막의 유지세정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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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막여과 공정의 유지세정 기술 개발로
해수담수화 분야의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확보하다”
Core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지구에서 물은 71%를 차지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3%에
불과하다. 가용 수자원의 부족 및 인구 증가 등의 이슈로 물
부족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해수담수화 공정은 바닷물의 염분 및 기타 불순물

연구책임자

김형수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을 제거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E sookim@skku.edu

기술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연간 생활용수의 40%를 해수담수

T 031-290-7520
연구기간 2007~2012년

화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도서 산간 지역에도 생활용
수 확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
으며 두산중공업 등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적극 참여로 해수담수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수처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막 시장의 경우 해
외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우세하고 그 중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 점유율(약 89%)을 차지하면서 역삼투압(RO)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규모는 상대
적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정 기술 등 유지관리에 필
요한 기술은 해외 제조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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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된 상용 세정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그 수준이
높지 않다. 반면 수처리 시장은 건설 중심에서 운
영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건설 후 통상
20년 정도 운영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을
위한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유지관리 분야
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팀은 아직
은 초기 단계인 역삼투압(RO)의 유지세정 기술을
개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응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국제적으로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지구상의 물을 모두 모으면 (출처 : 미국 지질조사국)

02 기술 개발의 특징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막 세척기술의 개발
현재 해수담수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삼투 막여과 공정은 펌프의 운전압력을 통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해수가 막을 통과해 처리수 측으로 이동할 때 염분이 제거되면서 담수(Fresh Water)를 생
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여과 공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막 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의 밀도가 높아
지게 되어 해수담수화 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수담수화를 위한 역삼투 공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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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를 위한 삼투역세정 공정 모식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삼투역세정은 압력
펌프 운전 중지로 막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
Core
R&D

을 제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삼투압을
통해 처리수가 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을 이용한 기술이다. 처리수가 해수 측
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막 표면에 부착된 오
염 물질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이때 해수가
막 표면에 수평으로 흐르면서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삼투역세정을 통해 화학세정 시기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

막 유지관리를 우리 기술로 실현하다
현재까지는 역삼투 막여과 공정의 막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강화하거나 막을 세척하기 위한 약품 주입량을 증가시키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지관리를 수
행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삼투역세정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막오염에 직접적이고 능
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역삼투 막여과 공정 Pilot Scale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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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유지세정 기술을 시작으로 역삼투막 원천기술을 확보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발법보다는 역삼투압(RO)법을 이용한 해수담수화의 상용화 및 적용(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기술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확보되었
다. 주기적인 삼투역 세정을 할 경우, 기존 외산 기술에 의존한 간접적 막 유지관리 방식에 비해 오
염물질 제거 효과가 향상되고, 막 수명 연장, 누적 처리수량 극대화,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높은 경
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역삼투막 생산은 해외 선도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막관련 제조사들이 개발된 유지세정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전용 막을 개발한다면 해외 시장
점유 또한 가능할 것이다.

우도 Smart Water 해수담수화 Pilot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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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Core
R&D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했던 해수담수
화 연구를 약 5년 간 수행하면서 많
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열정을 갖
고 매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수준에 머물렀
던 역삼투 자료들이 적어 연구 초기
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수
많은 실험 조건들에 따른 결과를 도
▲ 왼쪽부터 박준영, 남종우, 김형수, 김지훈

출하기 위해 낮과 밤 2교대로 실험
을 진행하거나 며칠씩 연구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그동안 전무했던 역삼투 막여과 공정의 유지세정 기
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특허를 통해 기술 이전도 이루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환경공학
연구실은 수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연구실로, 연구에서 실제 현장적용까지 고려하여 보다 현장
에 도움이 되고, 수처리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보다 더 이로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국내 그리
고 전 세계 물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사업화
시설·장비 구축
DB·시스템
구축 및 활용

(주)포스코건설과 기술이전 및“우도 Smart Water 해수담수화 Pilot 실증 연구”
과제를 통해 실증화 연구 진행 중
Lab & Demo Pilot scale SWRO 해수담수화 장치 구축
막오염 성상 및 운전 조건에 따른 삼투역세정의 효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플랜트 운영에 관한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확보

45

국산화기술_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소형 항공기용 실시간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항공기는 사고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사고 예방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로 항공기의 기체와
구성품의 결함을 사전에 예측 및 진단하는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HUMS)이 개발되고 있다. HUMS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행 전후 정
비사의 점검을 통해서만 기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행 중 작동하는 각종 경고등은 이상 유무만을 표시할 뿐 조종사가
정확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소형항
공기 탑재를 고려하여 결합형 안전진단 시스템과 인프라형 안전진단
시스템 및 안전진단 데이터 분석 장비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
내 첫 항공기 안전진단 기술개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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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항공기 안전진단시스템(HUMS) 개발로
소형항공기 고장을 사전에 진단한다”
Core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2013년 7월 7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추락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
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1997년 승객 254 명 중 225명이
사망한 대한항공 괌 추락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항공기는 사고가 발생

연구책임자

석종낙

소속기관 단암시스템즈(주)

하면 인명 및 물질의 피해 규모가 매우 커 항공운송량이 증

E adtlm@danam.co.kr

가할수록 항공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T 031-420-4300
연구기간 2008~2013년

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으
로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HUMS, Health and Usage
Monitoring System)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이란 항공기의 기체와 구성품의 결함을 사전
에 예측 및 진단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고를 방지
하는 시스템이다.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을 이용하면 항공기
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 정비가
아닌 항공기 상태에 따른 정비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의 항공
기 실시간 안전진단 기술은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
일부 핵심기술은 보유하였으나, 항공기 적용 경험이 없어 시
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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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형항공기 탑재를 고려하여 결합형 안전진단 시스템과 인프라형 안전진단 시스템 및 안전진단
데이터 분석 장비를 개발했다.

02 기술 개발의 특징
소형항공기 탑재를 고려한 결합형 및 인프라형 안전진단 시스템 기술 자립화
결합형 안전진단 시스템(Combined HUMS, c-HUSM)은 소형기 탑재 및 운영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경량화, 저 전력화, 소형화 및 생산단가 절감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장
비 앞면에는 조종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PIP, Pilot Interface Panel)를 구현했다.
앞면 아래쪽에는 데이터 처리와 저장을 담당하는 장치(CQAR, Card Quick Access Recorder)의 기
능을 위해 메모리 슬롯을 두어 비행 데이터를 쉽게 분석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뒷
면은 계측 센서 및 장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전원을 공급받는 커넥터로 구성하였다.

c-HUMS 시제품 패널 설명 및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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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분석장비(GSE, Ground Station Equipment)는 휴대가 가능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장비와 연동이 가능하게 하드웨어를 추가하였고,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및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개발하였다. 또한 지상 소프트웨어는 비행 데이터를 업로
드 하고 파싱(Parsing,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과 가공된 데이터를 고장 및 안전진단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건전성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였다.

1차 시제품

2차 시제품

3차 시제품

2차 시제품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저가형)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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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R&D

03 기술개발 효과
국내 최초 항공기 안전진단 기술 확보
본 연구는 국내 항공안전 기술개발의 첫 사례로 항공안전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또한 국
내 최초로 복합재 항공기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결과 고장진단 알고리즘 특허출원 및 등록,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등록 등 지적재산권과 고정익 항공
기 기반 운용시험을 통해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HUMS) 운용기술을 확보하여 항공기 적용기술 인
프라를 구축했다.
앞으로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항공기 안전성이 향상되고 항공기의 정비시간
을 줄여 항공기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조기반 안전진단 기술의 적용은 세
계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구성품별 시제품화로 기존 해외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가형 c-HUMS 보급으로 유·무형의 비행체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여 항공기 안전
진단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c-HUMS 외관 및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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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행시험을 통해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국내 항공법상 날개 등을 개조하고
나면 비행시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주의 원 제작사로 가서 연구진과 함께 날개를 만들
고 현지에서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후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비행시험에 이용해야 했습니다.
▲ 항공기 데이터 획득 시험

호주에서 짧은 시간동안 성과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
력이 필요했는데, 특히 야근 문화가 없는 호주에서
갖은 노력 끝에 현지 작업자들의 협조를 얻어내 현지
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업무량을 함께 소화해냈습니
다. 그 결과 1주일 만에 날개 제작을 무사히 마치고
국내에서 비행시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생소한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해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도를 조

▲ 참여 연구진

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 비행클

럽, 항공기 정비사, 조종사, 항공과를 보유한 학교, 자가 항공기 소유주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수가 설문에 호의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설문 응답자는 안전진단시스템
(HUMS)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여 추가적 설명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생
끝에 진행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시스템의 부가적 기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안전진단시스템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비행시험 역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항공기 안전 진단 시스템의 활
성화로 앞으로 안전한 비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대표 성과
SCI(E) 논문
특허 등록
시제품

Byeong-Wook Jang, “Real-time impact identification algorithm for composite
structures using fiber Bragg grating sensors”
, Structural Control and Health
Monitoring 등 2편
회전샤프트 진동변위 측정장치 및 그 방법, 단암시스템즈(주),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실시간 안전진단시스템 시제품 3종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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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기술_철도기술연구사업

LTE 통신방식을 활용한 철도용 통합무선망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국내 철도통신 기술이 해외 기술에 의존함에 따라 3가지 방식(VHF,
TRS-Astro, TRS-Tetra)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철도용 무선통신 및
지상신호설비 등의 시설에 사고가 빈번하여 안전성 강화 방안이 요구
되면서 국가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세계적인 국내 LTE 기술을 철도 통합무선망에 적용하여 국
산화하기 위한 시험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능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52

“국내 LTE 기술로 스마트한 철도시대를 연다”
Core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2011년 5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신호케이블 화
재로 19시간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연마차 불똥이 신호제어기 전선에 옮겨 붙어 자체 진화를 완
료하였으나, 신호장애로 인해 상·하행 열차가 지연운행된 것
이다.

연구책임자

송용수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와 같이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은 유선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E adair@krri.re.kr

화재, 수해 등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 현재 국내

T 031-460-5454
연구기간 2012~2014년

철도 기술은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신분당선과 같은 첨단 무
인운전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했지만 운영모드 분야에서는
철도용 주파수가 없어 통합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
안에 취약한 ISM 밴드(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
산업·과학·의료 분야에서 사용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철도용 유선
통신 및 지상신호설비 등 지상 인프라 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으로 국가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
어 관련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기존 철도전용 통신시스템인 GSMR(GSM-Railway)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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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GSM-R과의 호환성을 고려하면서 차세대 통신망에 부합하는 기
술이 바로 LTE-R(Long Term Evolution-Railway)이다.
LTE-R은 아직까지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 이후 기존의 3G 방식에서 4G 방식으로 전환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만일 국내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면 현재 추진 중인 GTX, 인천공항, 서울~
평창~강릉 등 발주시점이 임박한 구간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해외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에 LTE를 기반으로 한 철도무선통신망인 LTE-R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
요하다.

02 기술 개발의 특징
대불선 12km에 통합 시험 무선망 구축
2012년 9월,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연구가 시작되면서 대불선 일로역~대불역에 세계 최초로 LTE-R
을 시험 구축하고, 삼성전자, 삼성SDS와 공동으로 LTE 기반 연속파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다. 연속
파 측정시험에서 대불시험선(12.3km) 구간에 대하여 최적 안테나 설치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최적화 작업을 거친 후, 기지국 역할을 하는 RU(Radio Unit)와 LTE-R 기능의 전반적인 송수
신 및 무선자원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DU(Digital Unit)를 일로역 및 대불역 기계실에 각각 1개씩 설
치하였다.

대불시험선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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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장치 설치

차상장치 설치

철도전용 단말기 관리를 위한 지상장치 개발
LTE-R은 그동안 철도 노선마다 서로 달랐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존 유선 방식의 열차제어
시스템을 무선 방식으로 변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전용 지상무선통신 시스템
접속 규격, 및 지상장비 설계, 시험환경 구축 및 차상 장치간 상호환성 시험을 세부과제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고, 시험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지상장치를 개발하였다. LTE망의 두뇌 역할을 하는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과 시스템 간 이동성에 핵심인 앵커(Anchor) 역할을 하는 SGW(Serving Gateway), 단말기에 IP Address를 할당하는 P-GW(PDN Gateway) 등을 구조화하여
LTE-R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음성과 영상 전송이 가능한 차상장치 개발
LTE-R 기반 철도전용 통합무선망은 운행 중 실시간 영상감시, 철도차량 고장진단, 전자발권, 철도
차량 내의 멀티미디어 전송속도 증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기존 통신방식 기반의 음성전
송이 아닌 음성과 영상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차상단말장치와 지령단말장치를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관제사 및 기관사에게 데이터 및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고, 차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열차 내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하며, 비상인터폰 및 객실스피커를 통
해 긴급 상황에서 승객과 실시간 영상 및 음성 통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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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우리기술로 개발한 ICT 기반 철도 분야 기술선도로 창조 경제 실현
철도표준 통합무선망 장비와 구축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하게 되면, 노후화된 지하철과 광역철도 개
량 및 신규철도 건설사업 추진 시 연간 463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더구나 영상 기반의
철도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연간 78억 원의 비용절감과 교통사
고 사망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2010년 123명에서 2020년 20명으로 84% 감소)
차량 및 인프라 설비의 추가 없이도 선로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되어 열차혼잡도가 개선되기 때문
에 열차 지연율은 2010년 5.1%에서 2020년 4.0%로, 승객대기시간은 2010년 5분에서 2020년 4분으
로 단축되어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고, 열차의 수송분담률이 2010년 20.5%에서 2020년에
는 23.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기술은 타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아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선진화, 신호 및
열차진단과 감시시스템 등이 결합된 일체상품으로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발판을 마련하여 해외 철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간 1,078억 원의 경제적 성과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남북간 대륙철도 연결시 신호통신망이 구축으로 해송 물량의 약 10% 정도가 육로로 처
리가 가능해진다면, 철도표준 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로서의 상호 발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TE-R 활용 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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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용통합무선망 개발사양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
외 상용화된 통신망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했을 때
일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이 자신
들의 상용망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철도전용 통
합무선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기술
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용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 참여 연구진 회의

답변을 주자,‘상용망 운용 회사 및 제작사들도 힘들

어하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LTE-R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부터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개발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 우리의 기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이 생겼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된
GSM-R 관련 국제규격에 준하는 철도전용 통합망이 개발될 경우 세계 최초로 LTE기반 철도전용 통합무
선망을 개발하게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한 결과 대불시험선 12km에 통합무선망을 구축하여
이제는 개발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초기에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세계 최초 LTE 기반 철도
전용 통합무선망’개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시설·장비 구축
DB·시스템
구축 및 활용

LTE 기반 지상 및 차상 무선통신망 구축
철도전용 통합무선망 및 원격무선망 평가·감시 기술 적용성 향상 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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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D

창조경제를 주도할

사업화 유망 기술
기존 기술의 고효율, 고속화, 자동화 등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국토교통R&D 기술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부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미래지향적 기술
수요와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창조경제 실현이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사업화유망기술_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Smart Mold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곡선
PSC거더(Curved Beam)의 실용화
현재 국내외 곡선 교량 시공은 강박스 거더나 PSC 박스 거더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강박스(Steel Box Girder)교의 경우 기하학적인 형상
을 구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곡선교에서는 강
재를 이용한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박스 거더(Steel Box Girder)는 많은 강재 소요량으로 공사
비가 많이 들고 도장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곡률 반경에 상관없이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용 또
한 저렴한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개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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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old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곡률반경에 적용 가능한 거더를 제작한다”

Business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최근 교통량 증대와 물류 공급망이 활발해지면서 도로 및 철
도의 고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도로
선형(道걟線形)의 직선화와 장대교량 구간 등을 계획하고 있
으며, 도로선형 계획에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곡선구
간에 대한 경제적이고도 스마트한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책임자

김성재

소속기관 브릿지테크놀러지(주)

곡선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량 형식은 강박스

E spc4000@naver.com

거더(Steel Box Girder)교나 PSC 박스 거더(PSC Box

T 02-732-0217
연구기간 2011~2013년

Girder)교이다. 강박스교는 강재의 특성상 기하학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도장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PSC 박스 거더를 이용한 경우에는 거더 자체가 바닥판
과 일체화 되어 있어 보수 및 보강 시 거더를 전부 교체해야
하고 대형가설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여 곡률 반경이 300m 이
하로 작은 경우와 중소형 교량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외 중소형 곡선교는 강박스(Steel Box)형
교량이 대부분이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영종도자기부상열차
와 같이 국내 프리캐스트 곡선 PSC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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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곡선교량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팀은 수요가 높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던 곡선 PSC 거더의 특성을 검토
하고 해석 및 성능검증 실험을 수행하여 곡선 PSC 거더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02 기술의 특성
Smart Mold를 위한 최적의 표준단면 제시
본 연구진은 개발에 앞서 국내외 곡선 PSC 거더 및 교량의 설계기준, 기존 곡선 PSC 거더 설계해
석 기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본단면에 대한 해석 및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해석 기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곡선 PSC 거더의 최적단면을 선정하기 위해 경간, 곡률반경 등의 변
수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표준단면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 효과적인 시공을 위한 성능 검증
표준화된 곡선 PSC 박스거더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몰드
(Smart Mold) 시스템을 적용, 실험체를 다양한 곡률반경으로 제작하고 제작단계별 시공성과 프리캐
스트 곡선 PSC 거더의 현장적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화를 추진했다.
개발된 곡선 PSC 거더의 제작 및 가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전도 방지장치를
구축하였으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곡선 PSC 박스 거더의 구조모형실험과 정밀해석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곡선 PSC 박스 거더의 구조모형실험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여 선정된 최적단
면에 대한 프리캐스트 곡선 PSC 교량의 구조모형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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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Mold 시스템을 이용한 곡선 PSC 거더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구분

곡선 PSC 박스거더 (SB40)

Steel 박스거더

PSC 박스거더

교량
전경

Business
R&D

공법
개요

PSC 상자형 구조로 비틀림 강성이
커 곡선교에 적합하며 각각의 곡률
반경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시스
템 몰드를 이용한 곡선 PSC 제작
공법

박스단면을 교량주형으로 하는 강
교량으로 타 형식의 교량에 비해
휨강성과 비틀림 강성이 뛰어나 중
장경간교량 및 곡선교량에 효율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량 형식

거더와 바닥판이 일체화 된 구조로
박스 단면을 사용하여 대형가설 장
비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고 공중에
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구조
물을 시공하고 Prestress를 도입
하는 형식

- 절대치 : 3.74억원
- 상대치 : 1.00

- 절대치 : 7.40억원
- 상대치 : 1.98

- 절대치 : 8.02억원
- 상대치 : 2.14

성능

LCC*

*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이란 빌딩 등의 건물을 기획, 설계, 건축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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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old System 구축

Smart Mold System을 이용한 곡선 PSC 거더교

03 기술개발 효과
다양한 곡률 반경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몰드
현재까지 국내에는 곡선 PSC 거더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연구과제로 곡선 PSC 거더에
대한 기술과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곡선 PSC거더는 교량 상부구조 형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PSC빔을 직선 구간뿐 아니라 곡선 구간에도 적용하여 그 활용 범위를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교량 건설에 있어서 상부구조 형식 선정은 시공 여건, 경제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
는데, 본 기술은 경제성 및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고(거더 높이)가 낮고 평면 곡선과 동일한 곡률반경
으로 빔이 배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PSC 빔 본래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도 곡선교 적용 및 경
간장 증대가 가능해 미관을 보다 향상시키기 때문에 교량 건설 시장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기술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및 국내기술의 위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4

연구진의
한마디
본 연구과제 시작 시 현장타설 콘크리트 곡선교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곡
선교를 순수 국내의 기술로 제작 및 시공한 사례는 전무
(全無)했습니다. 우리는 실용화에 목적을 두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곡선의 제작, 가설 및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
에 큰 비중을 두고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Business
R&D

최초 제안 당시에는 단일곡선거더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
▲ 전도방지 장치를 이용한 곡선거더 인양

였으나 단일곡선거더의 경우 실험 중 실험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예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
일곡선거더가 아닌 안정된 교량형태의 실험체를 계획했
습니다. 하지만 과제의 계획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단
일곡선거더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교량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국내 최초
로 이루어지는 프리캐스트 곡선 PSC 교량 실험이기에
브릿지테크놀러지(주)에서 추가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하여

▲ 엄기하, 정택술, 이진호, 유시훈 등

마침내 콘크리트 곡선 교량을 완성을 하여 실험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선 PSC 거더를 2본 제작함으로써 제작 노하우를 보다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진은 콘크리트 곡선교의 스마트 몰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끊임없는 토의 끝에 스마트 몰드 시
스템 구축에 성공하였으며 전도방지장치를 개발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긴장(緊張), 인양(引揚), 적치(積
置) 및 가설 시 전도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등록

곡선빔용 전도방지장치, 브릿지테크놀러지 등 1건

현장 적용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총 432본(곡선구간 30본) 시공 중

설계 적용

이천~오산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다수

65

사업화유망기술_교통물류연구사업

다차로 기반의 Smart Tolling 영업 시스템 개발

영업소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 하이
패스(Hi-pass)이다. 하이패스는 종전의 수작업 방식이나 기계화 방식
과는 달리 무정차 통행료 수납 방식을 적용하여 극심한 영업소 교통
대란의 해결책으로 현재 고속도로 이용객 과반수가 하이패스를 이용
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는 단차로 기반 요금징수
시스템으로 요금 징수 지역에서 반복적인 지·정체를 줄일 수는 있지
만 요금 징수 후 합류부의 상충으로 인해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
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기존의 단차로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최
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다차로 무정차 스마트 톨
링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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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톨링 영업시스템으로 감속 없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한다”

Business
R&D

01 개발배경 및 현황
명절이나 주말에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길이 꽉 막히다가도
요금소만 통과하면 뻥 뚫리고, 반대로 길이 막히지 않다가도
요금소 앞에만 오면 밀리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광경은 비단 고속도로뿐만 아
니라 위성도시에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은 시 경

연구책임자

이기한

소속기관 서울여자대학교

계선의 톨게이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로 이러

E knight@swu.ac.kr

한 교통체증과 운영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무

T 02-970-5698
연구기간 2009~2014년

인 시스템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영업소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도입해 운영
하고 있지만 하이패스는 단차로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차단
기 작동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정체와 차량·인명 사고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고속 주행환경을 유지하면서 요금처리가 가능한 다차로
기반의 요금징수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는 이미 다차로 기반 요금징
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다차로 기반의
무정차 영업시스템인“스마트 톨링시스템”
을 개발하여 하이
패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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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의 특성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 개발
본 연구팀은 고속주행환경을 유지하면
서 통행료 지불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
용자 중심의 다차로 고속주행 기반 요
금처리기술(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적외선·주파수를 활용한 능동
적인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근거리전용통신) 기
술을 적용하였으며, 스마트 하이웨이의
무정차, 다차로 기반의 고속주행환경에
서 차량의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자
동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 풍경 (출처 : 연합뉴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 차
종분류 시스템, 위반촬영 시스템, 통합

차로 제어시스템, 통합정산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 하이패스 단말기 550만대를 수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통신 시스템은 고속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통신을 통해 요금을 징
수하고 실시간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차종분류 시스템은 고속주행 환경을 유지하
면서 차량의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해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술로 한번에 4차로, 차량속도
160km/h까지 차종 분류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통합정산 시스템은 고속주행 환경을 유지하면서
요금수납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스마트 하이웨이 전용단말기 등 다
양한 요금지불 수단에 따른 요금수납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통합차로 제어시스템
은 기존의 하이패스단말기, 개발 중인 스마트하이패스단말기, 그리고 단말기 미장착 차량도 무정차,
다차로 기반에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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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톨링 차로 시스템 개념도

2011년 여주 체험도로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장착한 3개의 갠트리(Gantry, 수평 빔 중간에 넓은 간
격을 두고 지지대를 내려 다리 모양으로 만든 구조물)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갠트리를 슬림
화·경량화 하여 기존 3개에서 2개로 갠트리를 축소하는 등 성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였다.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인증센터와 협력하여 자체성능평가를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고속도로에
서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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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스마트톨링 시스템 개발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장을 겨냥한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에 적용되는 비접촉식 차종분류시스템은 단일차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유지보
수 시 차로 폐쇄가 필요 없어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지·정체된 차가 줄어들수록 발생하
는 CO2 배출량도 감소되어 경제사회적 효과를 두루 얻을 수 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속도가 핵심인 고속도로에서의 혼잡을 줄여줄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다양한 목적에 활용이 가능하
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AnyMedia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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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총 14기관, 약 80명의 연구원들로 이뤄진 스마
트톨링 과제 팀은 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분야
별로 나눠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약 4년 동안 큰 문제없이 과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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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서울여자대학교를 필두
로 ,

대 보 정 보 통 신 (DSRC),

포 스 코

ICT(Anymedi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시험
인증) 등 참여기관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
히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여 연구진 워크숍

우리 연구팀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로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의 원칙은 서울과 되도록 멀리, 음주가무는 있을 수 없으며 1박2일이든 2박3
일이든 개최한 목적을 달성해야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달 1회 정기월간회의와 팀별
회의입니다. 우리는 실용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서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잦은 회의와 많은 연구진의 참여로 회의시간이 길고 회의비가 적지 않게 들었지만, 그
결과 성과물의 조기 실용화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들과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시는 실무자,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각 기관의 연구 책임자의 노력이 좋은 연구 결과물로 이어지
길 바랍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시설 구축

중부내륙선 여주 시험도로 구간에 스마트톨링시스템 구축 및 슬림화(경량화)
(여주 시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기점 257.1km, L=7.7km)

기술 시연

다차로 하이패스 톨링 기술 시연
(여주 시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기점 257.1km, L=7.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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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유망기술_철도기술연구사업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개발

고속철도 속도 경쟁은 해외 철도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속철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은 점차 고도화, 복잡화 되
어가고 있으며 차상신호시스템 등에 의해 선로용량을 효율적으로 운
용함에 따라 열차 운행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
의 운행시간 증가는 시설물 보수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하였으
며, 이에 따라 고속화에 적합한 새로운 유지보수 방법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운행속도 350km/h급에서 전기시설물의 상
태를 자동으로 검측· 분석할 수 있는 검측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HEMU-430X를 이용한 현차시험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진행하여 개발품에 대한 성
능 보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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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 350km/h급 전기시설물
검측 장치 국산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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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배경 및 현황
차상 전기검측 시스템은 전기시설물의 상태와 특성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여 열차의 안전운행 및 장애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는 기술로서 고속철도 유지보수의 과학화와 첨단화를 위하
여 필수적인 장치이다.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검측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

이병곤

소속기관 한국철도공사

개발기술이 부족하여 고가의 수입제품으로 그 수요에 대응하

E yeun0714@korail.com

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검측시스템 구매 현황은 약 250억

T 042-615-4713
연구기간 2010~2014년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
이에서는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레이저
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전기 검측장비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종합 검측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
의 선진국처럼 실시간 자동화 진단기능을 포함하여 검측데이
터를 활용한 장애분석과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운행
속도 350km/h급 전차선로, 궤도회로, 무선설비의 차상 검측
시스템 기술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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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의 특성
검측시스템의 핵심, 전차선 분야
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궤도

< 전기시설물의 국내 및 해외 검측항목 비교 >

위의 일정한 높이(4.8~5.8m)에는
전차선이 설치되어 있다. 전차선과

국내
분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철도전철
전력설비시설 지침(한국철도시설공
단)”
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이러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차선

검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팀은 전
차선 검측 시스템의 핵심 요소기술
인 레이저를 이용한 마킹 및 집광
조명, 렌즈 및 필터 광학계 최적화,
렌즈 왜곡 보정, 모폴로지(형태) 변

신호

환, 패턴 인식이 가능한 이미지 처
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검측장치
국산화에 성공했다.

과하중지점 검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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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자동화

검측항목

해외

R&D

IRIS-320
(프랑스)

East-i
(일본)

전차선 동적 높이·편위(偏位)

O

O

O

전차선 마모

X

X

O

전차선 열화상 검측

O

O

O

전차선 접촉력

O

O

O

전차선 아크(Arc, 불꽃) 검측

O

O

O

횡방향 시설물 변형 검측(TSI)

X

O

X

종방향 시설물 변형 검측(LSI)

O

O

X

연속 및 불연속 검측

O

O

O

보상콘덴서 검측

O

O

X

ETCS 발리스

O

O

X

귀선전류(歸線電流, Return Current)검측

X

O

O

전파 전계강도(電界强度)

O

O

O

불요파(주파수 이외의 주파수 성분)

O

X

X

실시간 전송 및 자동화진단

O

O

O

전차선 이미지 분석 장치

높이/편위 검측 장치

전차선 높이·편위 검측장치는 개발한 카
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전차선 데이터
를 추출·분석하여 350km/h 속도로 주행
하면서도 전차가 움직이는 동안 정밀도
5mm, 전차가 멈춰있는 동안 정밀도
3mm 이내 범위로 검측이 가능한 장치이
다. 해외 도입장비인 기존의 종합검측차
는 지상부 구간 전차선로 측정만 가능하
팬터그래프 설치 장치

였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측장치는
지상부 구간뿐만 아니라 지하부 구간 전

차선의 측정이 가능해졌다.
전차선 과하중지점 검측장치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식 측정방식의 국내 최초 개발기술로서 팬터
그래프(집전장치)와의 전기적 절연이 가능하고 팬터그래프 종류에 상관없이 접촉력 측정이 가능하다.
이 장치는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성능보정 시험이 진행 중이다.
전차선로 이미지 분석 장치는 주행속도 350km/h에서 2mm 단위의 선명한 시설물 이미지를 얻기 위
한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광조명 및 렌즈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전차선로 시설
물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설물 변형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영상처리기술을 확보했다. 이러한 전차선
검측 핵심기술 확보로 해당기술 선도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등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다.

검측데이터의 자동 진단 기반 신호분야 기술
궤도는 전기회로로 사용되어 열차를 검지하고 지상에서 열차 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궤도에서의 검측 측정 원리, 신호처리 및 제어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했으며 각종 아날로그 신호검측을 위한 회로의 설계 및 개발에 성공하여 검측 데이터 변환 및
디코딩 기법을 개발했다. 또한 검측 데이터의 자동화 진단 기법을 통한 새로운 유지보수 체계를 구
현하였고 예측 진단 및 자동제어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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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신뢰성 확보를 위한 무선환경 검측기술 개발
검측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측 결과의 정확성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측 측정원리 및 방법에 대
한 독자적인 Data 분석기술로 APCO-25 및 TETRA 분
석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혼합된 망(Korail 열차무선의 ASTRO 및 TETRA망)에

핸드오버 적용 무선환경 검측

대한 철도의 고속 이동 중 실시간 검측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실시간 전파환경 핸드오버(이동 단말기
이용자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고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전파가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를 본 무선환경 검측기술에 적용하여 검측 결과 Data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03 기술개발 효과
철도시설물 진단기술 확보를 통해 철도시설물 검측산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진단기술 확보로 고속철도 검측장치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였다.
또한 자동화 및 실시간 검측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새로운 유지보수 체계의 기틀을 마
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철도시설물 검측산업에 과학적 유지보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시
설물의 유지보수 체계를 인력 중심에서 자동화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제어 시스템 업계 전반의 기술향상이 예상되며 각종 진단 장치와 관련된 산업용 시스
템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제어 모니터링 설비 업계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유지보수 체계의 자동화는 업무 효율의 향상에 따른 업무량의 감소(-28%)와 유지보수 비용 및 기간
의 감소 효과가 있어 철도운영 기관의 경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속철도 검측장치
의 국산화는 수입대체 효과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장
진단 장치에 의한 사전예방 기술 습득은 타 정비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그 결과 본 기술을 통한 최적의 유지관리 기술의 도입으로 전기시설물의 사용주기가 증가되
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시설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철도를 비
롯한 국가 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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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전기검측장치의 국산화 개발 성공은 한국
철도공사 연구진 및 투아이시스㈜, ㈜테
크빌, ㈜씨그널정보통신, ㈜휴니드테크놀
러지스 연구진들의 Win-Win 정신이 아

Business
R&D

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철도
공사에서는 국산화 개발을 위해 비공개
정보 및 철도 시설물 등의 시험장소를 제
공하였고, 공동연구기관에서도 기술 개발
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월 공정회의를
▲ 참여 연구진 워크숍

통해 연구진행 현황을 관리하고 연구 내
용을 파악하되 사용자의 요구조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실사용자를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발품에 대한 특허출원·등록을 위해 사
비 지출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더 나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표를 상향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전차선 분야에서 전차선 과하중 지점 검측 장치의 검측방식을 접촉식
에서 비접촉식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 최초 판토그래프 변형 없이 압상력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쾌거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출원
사업화
시설·장비 구축

전차선 결함 검사시스템,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경전선) 및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전차선 높이편위 사업화 2건 성공,
매출액 3억 6천 700만 원 발생
전차선 이미지검측 장치를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에 설치하여 현차시험 진행

77

Saving
R&D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 기술
건설 및 교통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재료,
시공,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국토교통R&D와 융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다 경제적인 원천요소기술 개발 및
기술표준화를 통해 비용은 줄이면서 성능과 안전은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율 저감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비용절감기술_도시건축연구사업

전통한옥 대비 건축비 40% 절감이 가능한 신한옥 구축

친환경 웰빙주택에 대한 선호증가로 한옥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한옥은 여전히 현대인의 거주생활에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표준
화된 시공법이 없어 건축비가 비싸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진은 친환경적인 한옥에 현대적 거주 성능을 확보하면서, 보급 원
가를 절감할 수 있는 생산 및 시공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한옥기술의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통 한옥기술의 분야별 DB를 구축
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한옥
BIM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한옥센터(www.hanokdb.kr)를
통해 설계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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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거주 성능이
확보된 저렴한 대중한옥을 보급한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한옥에는 우주 만물의 현상을 나타내는 음양사상이 담겨있다.
기와는 음양이 균형을 이루게 하였으며 방향은 남쪽을 향하
고 양면이 모두 트인 구조로 지어 볕이 드는 정면과 그늘진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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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서 발생하는 온도차에 의해 앞뒤로 트인 문으로 시원
한 바람이 들어온다. 이렇듯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연구책임자

김왕직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주거 공간이다.

E wjkim@mju.ac.kr

한옥은 춥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건축방법도 장인에

T 031-330-6405
연구기간 2009~2013년

의해 제한 계승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어 아파트 중심의 현대
주택의 대량공급으로 급속히 사라졌으나 최근 친환경, 웰빙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주거환경 요구로 인해 그 선호도가 증
가하고 있다.
2008년 주택건설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옥을 포함한 목조
주택시장은 5,044동 규모로 전년 대비 13% 신장하였고, 국내
친환경 설비기술개발시장 규모는 2005년 19조원, 2010년 32
조원으로 연평균 12% 내외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옥은 자연형 환경조절시스템 원천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
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목조 주택 부재의 규격화 및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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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자동화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옥은 표준 시공법이 없고 전
문 기술자에 의한 시공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02 기술의 특성
전통건축 대비 건축비 40% 절감이 가능한‘실험한옥’구축
본 연구에서는 전통 한옥의 비효율
적인 구조체·벽체·지붕·창호 등
의 공법개선, 철물접합 및 맞춤·이
음 기술 개발, 표준시방 및 공정관
리 기술개발로 우수한 주거성능 확
보와 친환경성을 지닌 대중 한옥 개
발에 성공했다.

실험한옥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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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한옥 조립 공정

또한 현대 생활방식 및 도심, 도시근교, 전원, 별장, 농촌 등 다양한 주거지 유형을 고려한 한옥표준
모델 20개와 설계지침서를 개발하여 다양한 한옥유형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재
단위 프리패브 공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프리패브 공법이란 부재, 벽 등 부위 단위로 공장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적용 시 품질 확보는 물론 공정 및 시공 오차 축소의 효과가 있다. 그
결과 합리적인 부재단면 사용, 온돌, 시스템 창호 및 건식 공법 적용, 부재의 프리패브화와 시제품
개발 등으로 성능은 향상시키면서 공사비는 줄일 수 있었다. 단열 및 기밀(氣密, Airtight) 성능이 전
통한옥 보다 약 100% 우수하게 나타나 성능 면에서도 현대 주택과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예
상된다.

➜

➜

건식/공장생산

습식/현장치목

원형서까래

시공·기밀성 확보

당골막이
기밀성 확보

한옥 주거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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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한옥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보급형‘시범한옥’구축 (’
13.07 완공 예정)
신한옥이 궁금하다면 명지대학교 실험한옥과 은평 시범한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광동 125-29 뉴타운 한옥지구에는 일체형 기와, 집성재(集成材, 작은 목재를 종횡으로 이어 붙여 큰
목재로 만든 것)와 철물 접합 기술, 시스템 욕실을 적용한 시범한옥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은평구 시범한옥동

시범한옥 구축 현황

03 기술개발 효과
저렴하고 거주성능이 향상된‘한옥 확산’
에 실질적 기여
본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 한옥 대비 40%(1200만원/3.3㎡→700만원/3.3㎡) 비용이 절감된 저렴한 모
델이 개발되었다. 신공법과 부재의 공장 생산으로 목공사와 지붕공사 공정에서 약 50%의 공사비 절
감이 가능하며, 주방 및 욕실, 창호 등은 현대주택 성능 수준으로 보완되어 대중화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 인증 기준의 70% 정도에 도달하는 거주 성능을 확보하고 실거주 쾌적성은 현대주택 보다 우
수해 한옥의 이미지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개발된 연구 성과와 전통 한옥 DB는 국가한옥센터에 구축
되어 2013년 11월 웹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옥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한옥 설계 등 DB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파주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개발된 기술을 100세대 이상 적용할 예정이
다. 한옥의 대중화는 우리 건축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우리
의 우수한 도시·문화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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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내에 착공된 실험한옥의 성능평가를 위해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전통건축학과 재학생들이 실
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장학생들로 선발된 9명의 학생들이 총 10개월 동안 실제로 거주하며 정기적인 조
사와 설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고, 10개월간의 거주 기간 동안 불편사항이나 의견 등을 제시하여
2013년에 착공되는 시범한옥에 반영하였다. 특히 실험한옥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난방’
이었는데 전
통한옥 성능테스트동의 경우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와 실내 일산화탄소가 높
게 측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한편 시공 및 성능테스트동은 현대적 난방시설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벽체, 창호 등 접합부 기밀성 등에서 문제점이 약간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개선하여 완성된 기술이 적용된 은평 시범한옥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한옥으로 지어질 예
정이다.

Saving
R&D

▲ 실험한옥 거주자 생활 모습

▲ 한옥기술개발 연구단 연구진

▲ 실험한옥 상량식(
‘12.05)

2012년 대표 성과
Jungdae Park, Design Integrated Parametric Modeling Methodology for Han-ok,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논문

특허

사업화

출원

모션센서를 활용한 건설공사 작업공정의 진도 측정 방법,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9건

등록

- 영창 교체식 한옥 시스템 창호와 이의 제조 및 시공방법,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파라메트릭 구동에 의한 한옥 부재의 모델링 방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주 한옥 마을 프로젝트 수주 (파주 한옥 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개발된
기술을 100세대 이상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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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교량 기술개발 및 실용화

모듈러교량이란 사전에 제작된 표준부재를 조합하여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 적용 가능한 교량시스템이다. 교량의 부재(部材)가 표준화 및
부품화 되어 조립·해체가 용이하나 교량으로서의 사용이 제한적이
라는 점에서 기존의 모듈러 교량은 주로 임시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노후교량의 교체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통제를 최소
화 하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모듈러교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 교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로 모듈
러교량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팀은 모듈러교량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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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이 간편하고 단면이나 폭, 길이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듈러교량 시스템으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을 빠르게 시공한다 ”

01 개발배경 및 현황
2010년 발생한 부천고가교 화재사고로 2개월 반이라는 복구
기간 동안 교통차단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물론이며 1일 19
억원(23만대 기준)의 통행료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재해 및

Saving
R&D

사고로 인한 교량 손실 시 복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설계, 제작, 시공기간을 최소화하고 소

연구책임자

윤태양

소속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 입고, 설계 후 제작 등의 각 단계 사이 대기하는 시간이

E tyoon@rist.re.kr

최소화 되어야 한다. 모듈러 교량이란“레고(LEGO)”
와 같이

T 032-200-2401
연구기간 2010~2015년

사전에 제작된 표준 부재를 조합하여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량시스템으로 조립이 간편하고
단면이나 폭, 길이 등을 확장할 수 있는 교량 시스템이다.
모듈러 교량은 부재가 표준화 및 부품화 되어 있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 부분의 장기 내구성
확보가 어렵고 바닥판의 경사, 배수 등의 조정이 어려워 영구
교량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주로 임시 교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후교량의 교체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며 건설할 수 있는 교량 시공기술
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모듈러 교량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용 수명 40년 이상의 교량이 증가하고 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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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교량의 교체에 대비하기 위해 교
통 통제를 최소화하며 건설할 수
있는 교량 시공기술과 공사기간 단
축을 위한 모듈러 교량 기술을 연
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용 수명

재해 및 사고로 인한 교량 교통통제

40년 이상의 교량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 교량의 교체에 대비한 모듈러 교량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02 기술의 특성
표준모듈을 사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모듈러 교량 시스템
본 연구팀은 절곡(切曲) 강거더와 강합성 바닥판으
로 구성된 표준 모듈을 사용한 모듈러 교량 상부
구조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모듈러 교량은
7m, 12m, 16m 3개의 표준모듈로 구성되어 지간
(支間) 20~40m의 교량 상부구조를 모듈의 조합으
로 만들 수 있다.

모듈러 교량 표준모듈 기본타입

상부구조는 강판의 절단 및 강판간 용접 없이 한판을 절곡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절곡거더는 제작
중 절단, 용접, 단위부재 생략 등으로 공사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존 공법대비 20% 정도 절감
되고 제작비 또한 20% 절감되어 기존 강박스 거더 대비 경제적이다. 또한 바닥판을 강거더와 조기
에 합성시킴으로써 거더 모듈의 강도를 10% 보강하여 설계안 대비 3배 높은 안전율을 확보하고 연
결부 피로성능 200만회를 확보하였다.

상부구조 모듈(강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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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곡거더

슬래브형식 프리캐스트모듈

거더형식 프리캐스트모듈

표준교각모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상부구조는 표준화된 프리캐스트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현장공사기간을 단
축할 수 있도록 슬래브 형식과 거더 형식의 표준 모듈을 개발했으며, 설계 대비 휨 성능을 각각
110% 이상 달성하고 연결부 피로성능 200만회를 확보했다.
하부 구조는 각 구조를 모듈화하여 표준 모듈, 코핑 모듈, 기초연결 모듈로 구성한 표준교각 모듈인
다주식 충전강관 교각모듈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설계 대비 안전율 1.5배, 충돌 안전성 1.05배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Saving
R&D

표준모듈조합 설계프로그램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본 연구를 통해 표준모듈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모듈조합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했다. 데이터베
이스를 모듈화 하여 신규 모듈 정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함으로써 시공 시뮬레
이션과의 연계가 용이해졌고, 설계 프로그램은 Web 기반으로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발주처나 사용자
가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모듈 DB

표준모듈 조합 설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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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을 통한 안전성 검증
본 연구팀은 2012년 12월 개발된 모듈러 교량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 현장에 시공하였
다. 현장 시공을 위해 실교량 조립·해체 시험을 실시하고, 부대시설 구조성능시험, 바닥판 연결부
피로시험, 절곡거더 구조성능 시험, 프리캐스트 연결부 피로시험, 모듈러 교각 성능평가 시험 등을
통해 모듈러 교량의 구조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하천실험센터 현장시공

실교량 제작 (21m 광양)

03 기술개발 효과
빠른 시공을 통한 조기 교통개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모듈러 교량은 선제작 후 시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50% 단축되어 화재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유
실교량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조기 교통개방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의 모듈을 장착(Plug-in)만 하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구조로 폭과
길이 확장이 가능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설계, 시공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와 발주 및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듈러 교량이 제품화 되면 모듈 또는 부품 단위로
운송이 가능해져 제품 단위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수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기능
성 모듈 개발로 이를 산업 간 융합·적용하게 된다면 창조형 건설기술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교량 손실

➜

표준모듈 조합 설계

➜

선제작모듈 구매·운송

< 모듈러 교량 시공 과정 >

90

현장간편 조립시공

연구진의
한마디
연구단 워크숍을 개최
할 때마다 폭설, 집중호
우등 날씨가 좋지 않았
습니다. 또 연구기간 중
부천고가고 화재가 있
었고, 캐나다 캘거리 홍
수 등 국내외 재해·사
고로 인한 사회간접자
본(SOC)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

Saving
R&D

해 참여진들이 우리 연

▲ 연구단 워크숍

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미션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가 2∼3년만 먼저 시작되었다면 더욱 빨리 성과를 내어,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우리 기술을 활용해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출원

강합성 바닥판 구조체와 그 시공방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4건

등록

개구제형 거더 모듈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교량 시공방법,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4건

특허
DB·시스템 구축
현장시험

모듈러 교량 표준모듈 DB구축 및 모듈조합설계프로그램 개발
절곡거더모듈 Test-bed 현장 시공 (안동하천실험센터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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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향 중공슬래브 개발 및 실용화

이방향 중공슬래브는 슬래브 중간에 빈 공간을 두어 슬래브의 무게는
줄이면서 두께는 크게 하여 휨 강도을 향상시키는 건축 공법으로 자
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친환경 건축 구조 시
스템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경량체 개발, 유니트화 연
구, 시공방법 개발, 성능평가를 통해 이방향 중공슬래브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경량체는 작업하중에 대한 시공성 및 안전성과 단면 내의
응력흐름을 고려, 구조성능 확보를 위해 최적의 형태로 선정하였고,
개발된 경량체를 표준화하여 다양한 공법에 적용 가능한 시공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통해 구조
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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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해 자재와 비용은 줄이고
건물의 구조적 성능은 향상시킨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환경의 지속가
능성 문제가 글로벌사회의 가장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
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에 따라 그린빌딩, 지속가능한

Saving
R&D

빌딩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분야에서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설계, 시

연구책임자

김상모

소속기관 (주)반석티브이에스

공, 유지관리, 폐기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전생애주기에 따

E tvs-korea@daum.net

른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된 개념이다. 그런 의

T 070-7842-4701
연구기간 2009~2011년

미에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계속되어 왔다.
이방향 중공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구조물의 바닥이
나 천장을 구성하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의 단면 중앙부에
내부를 비우기 위한 캡슐형 또는 땅콩형 특수 경량 중공체를
삽입해 구조적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중량을 줄이는 건축 공
법이다. 해외에서는 90년대 초반에 개발되어 다양한 개념으로
많은 건물에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과 몇 년 전부터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및 철근 사용량 절감,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 중공부(中空部) 형성에 따른 단열 성능, 건물의 자중(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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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 저감에 따른 부재 물량절감 효과, 지진하중 저감효과 등 다양한 장점으로 유럽 및 북미, 오세아
니아 등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대표하는 건축구조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기존 바닥구조 시스템 대비 층고(건물 층의 높이) 절감 및 자중 저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특성이 있
는 이방향 중공슬래브(Two-way Void Slab)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02 기술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량체 개발, 유니트화 연구, 시공방법 개발, 성능평가를 통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경량체는 작업하중에 대한 시공성과 구조내력의 확보를 통한 안전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선정하였으며, 개발된 경량체를 표준화하여 각 적용공법(합판 거푸집형, 데크
(Deck)형, Half PC형)에 맞춘 시공방법을 차별화하여 개발하였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캡슐형 경량체 개발
본 연구를 통해 상·하부는 반구형태, 중앙부는 원통 형태인 캡슐형 경량체를 개발하였다. 이는 슬래
브의 두께 변화에 비교적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구형(求形)에 비해 중공률이 크면서도, 응력 집중
현상이 최소화 되어 콘크리트를 채우기가 용이하다. 또한 경량체 재질은 국내에서 수급 및 생산이
용이한 발포폴리스티렌(EPS) 소재를 선정하고 두께와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제성 모두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운반과 시공을 고려한 최적의 유니트 개발
본 기술의 핵심성공요소 중 하나는 개발된 중공체를 슬
래브 내에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는 것이다. 이
에 따른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경량체를 유니트 형
태로 공장 생산하여 현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기본 단
위 모듈로 일체화시켰다. 이를 위해 상부 고정홈 및 모

캡슐형 경량체

EPS소재 경량체

듈 프레임 형태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경량체를 유니트화 하였으며, 모듈의 크기는 소운반, 배치,
결속 등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적 단위의 유니트 모듈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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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메쉬형 유니트 모듈

모듈프레임형 유니트 모듈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시공방법 개발
생산성, 시공 용이성 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합판 거푸집형, 하프
PC(Half PC)형 및 데크(Deck)형 등 각 현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공방법을 개발하여 이방향 중공
슬래브의 적용성을 높였다.

합판 거푸집형

Saving
R&D

하프PC(Half PC)형

데크(Deck)형

성능평가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용하기 편리한 공법이라도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개발된 이방향 중공슬래브의 구조적인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방법 및 슬래브의 규
격별 휨 및 전단내력(剪斷耐力, Shear Capacity, 부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전단력)에 관한 구조성
능 평가를 하였고, 슬래브와 기둥접합부 및 국부 집중 하중에 대한 실험과 해석을 실시했다. 또한 공
동주택 적용을 고려해 층간소음, 진동, 단열 등의 사용성능 평가도 수행했다. 그 결과 구조적 안전성
을 확보한 이방향 중공슬래브를 완성하였으며, 공법 적용 시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구조 설계
매뉴얼 및 현장 시공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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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거푸집형 휨 실험

슬래브기둥 접합부 실험

층간소음 측정

단열해석

03 기술개발 효과
자중 경감을 통한 골조량 감소로 공사비 절감 달성
기존의 중공슬래브가 일방향 슬래브에 한정되어 사용된 것에 비해 이방향 중공슬래브는 모든 바닥
슬래브 구조형식에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무량판 구조는 자중이 커서 튼튼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서는 부재도 많이 소요되고 장기 처짐이 크며 지진 하중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존 무량
판의 두꺼운 슬래브에서 단면 중앙부에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경량화 한 이
방향 중공슬래브는 자중을 경감시켜 기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무량판 시공 시 상부철근의 스페이서 설치 부족 등에 따른 하자 사례가 많았으나, 스페이
서(Spacer,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보 등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받침)의 역할을 겸하는 경량체 유니트의 설치로 품질 확보에도 유리하다. 게다가 보(Beam)가
없어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고 층고 절감 및 층고 절감에 따른 내외부 마감재 절감, 지하층 적용 시
지하 외벽과 흙막이 깊이, 굴토량 등을 줄여 추가적인 공사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본 기술이 고층건물에 적용될 경우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각층의 바닥 슬래브 자중 감소로 건
물 전체의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진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수직 구조 부재
의 물량 및 기초의 물량이 절감되어 골조 공사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생산성, 시공 용이성, 호환성 그리고 안전성까지 네 마리 토끼를 잡는 이방향중공슬래브는 해외 진출
에 앞서 PCT 국제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자재 절감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한 본 기
술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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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연
구가 진행될수록 각 기관
에서 충실히 연구에 임하
면서 당초의 목표대로 건
설신기술로 지정 받아 연
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었습니다.

▲ 참여 연구진 회의

또한 근래에 들어 층간소

Saving
R&D

음문제의 주범인 중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닥판의 최소두께가 상향 조정되면서 공동주택 건
물의 중량 증가 문제와 충격소음 저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 형식으로 중공슬래브가 각광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연구과제는 완료되었지만, 본 기술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추가적인 제품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사업화

신기술 인증

총 7건 사업화로 7억 3500만원 매출 발생
- 해운대 우동(센텀뷰라움)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중공슬래브 자재 납품
- 동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중공체 납품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중공체 납품
- 신내3 국민임대주택지구 중공슬래브 자재 납품 등
건설신기술 제628호 지정「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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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R&D

국민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
재난/재해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복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공
복지 기술 개발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만족을 향상시킵니다. 사회 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된 실용기술 및 기초공공
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해집니다.

공공복지기술_교통물류연구사업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안전서비스용 WAVE 통신 기술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통신은 차량
간 고속 통신과 차량 및 인프라 간 통신을 지원하여 차량 및 도로 상
의 위험정보를 전송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에 최적화된 통신 방식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미 WAVE 통신
기반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스마트하이웨
이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팀은 WAVE 통신 기반의
기지국 및 단말기, 다양한 차량 안전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연에 성공
했다. WAVE 통신은 국제 단일규격이므로 WAVE 통신기술이 개발되
어 상용화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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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위험상황 발생 시 차 대 도로, 차 대 차 간의
통신으로 위험 정보를 전송한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안개 길에서는 전방의 도로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006
년 서해대교에서는 아침 안개로 29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은 실시간 WAVE 무선통신으
로 전방의 위험 상황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

연구책임자

임기택

소속기관 전자부품연구원

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E limkt@keti.re.kr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는 차량

T 031-739-7410
연구기간 2009~2014년

환경용 무선 접속으로 차량 간 고속통신과 차량 및 인프라

Welfare
R&D

간 통신을 지원하여 도로나 차량이 처한 위험 정보를 전송할
뿐 아니라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준다. WAVE 통
신은 실시간으로 V2I(Vehicle to Infra, 차량 대 인프라),
V2V(Vehicle to Vehicle, 차량 대 차량) 통신을 지원하여
LTE, 3G, Wibro 등 다른 통신 방식보다도 지능형교통시스템
(ITS)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현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유
럽은‘커넥티드 비히클(Connected Vehicle) 프로젝트’
,‘드라
이브 씨투엑스(DRIVE C2X) 프로젝트’등 지난 2004년 이후
부터 고속 이동 환경에서의 운전자 및 탑승자 안전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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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WAVE 통신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미시건주에서의
안전 시험(Safety Pilot) 등 각각 6, 7개의 대형 테스트 공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 하반
기 차량 의무 탑재 법제화 추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을 통해 해외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 해소, 교통사
고 방지 등을 목표로 WAVE 통신 기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02 기술의 특성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 통신이 가능한 WAVE 통신 기술 개발
본 연구팀은 차량안전 서비스용
WAVE 통신 기술 및 모듈과 복
합기지국-기지국 간 끊김 없는
통신 연결을 위한 핸드오버(이
동 단말기 이용자의 통화가 끊
어지지 않고 무선 기지국으로부
터 전파가 미치는 범위를 넘어
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기술
을

개 발 했 다 .

또 한

WAVE(Wireless Access in

WAVE 통신 기술 및 기기 구축도

Vehicle Environment, 도로교통
전용통신망),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근거리전용통신) 및 Wi-Fi(Wireless
Fidelity, 무선인터넷) 통신을 지원하여 누구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WAVE 통신 및 Wi-Fi 테더링을 지원하는 스마트 단말기 및 WAVE 통신을 위한 기지국 및 단말기
용 스마트 안테나를 개발해 차 대 도로, 차 대 차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돌발 상황
긴급 알림서비스, 긴급차량 접근 알림서비스, 낙하물 검지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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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교통정보 수신 및 통신이 가능한 WAVE 통신 시스템 실용화
2010년 10월 부산-울산고속도로에 WAVE 기지국과 단말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대
상으로 WAVE 통신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 2011년부터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스마트하이웨이 체
험도로(여주체험도로) 7km를 구축하고 기지국 6대와 단말기 10대를 설치하여 낙하물 정보, 노면 상
태 검지, 주행로 이탈방지 서비스 등을 시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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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체험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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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사고 방지와 교통 흐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제2영동고속도로, 평창 및 강릉 도심지에 적용되어 ITS 서비스를 구축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교통 흐름 효율화와 사고 방지를 위한 차세대 ITS 시스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용량 증대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사업에서 스마트 고속 자율
주행도로 구축 과제에 연계하여 향후 군집주행*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핵심 기술로도 활용될 것이다.
WAVE 통신 기반의 차량안전 서비스는 교통 용량 증대 및 도로의 차량 수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
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어 교통 정체 해소를 가능케 한다. 앞으로는 고령자 및 장애
우 등 교통약자의 안전 운전을 보조하는 기술로도 활용되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차량안전 서비스용 WAVE 통신기술 구조

* 기본적으로 무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레이더로 앞차와의 거리, 속도를 측정하여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절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하여 여러 대의 차량이 선도 차량을 뒤따라 기차의 객차처럼 붙어서 주행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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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2010년 기술 시연을
위해 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6
주를 먹고자면서 연구
에 매진할 때였습니다.
성공적인 시연을 위하
여 실제 도로 상에서
▲ 왼쪽부터 진성근, 이세연, 정한균, 이지승, 임기택, 신대교, 윤상훈, 박관우

야간작업은 물론이며,

한 번은 야간에 지나가던 승합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작업 현장 쪽을 덮친 적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
고 작업하던 중 차량이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일, 가스차가 폭발했던 일, 작업 중이던 노트북
을 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간 일, 시연 중 고속도로 네트워크 관리 업체의 시설점검으로 인하여 네트워크가
불통되었던 일 등 아찔한 사건들도 많았고, 같은 휴게소에서 매일 같은 음식을 시켜 먹었던 추억도 있었
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고속도로 통행권에 찍힌 진입시간이 너무 오래 되
었다고 사유서도 여러 번 썼습니다. 이러한 많은 고생과 추억들이 후속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에 착수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현장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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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 부딪히며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현장에서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출원
시설·장비 구축
현장시험

차량정보 전송장치 및 그 방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건
WAVE 통신 분석기, WAVE 통신 프로토콜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상용 WAVE 기지국,
WAVE 통신 성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5건 구축
WAVE 통신 기술 기반 기지국, 단말기 시스템 구축 및 시연 개최
(여주체험도로 7km 구간, 기지국 6대, 단말기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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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_도시건축연구사업

고령자가 집에서 편하게 받는 원격 건강관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부양
과 관련된 서비스가 향후 유헬스(u-Health) 산업 내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헬스는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
고 통신 기술이 안정적이지 않아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
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기존 유헬스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홈케
어가 가능하도록 공간 구조를 고려한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고령자
를 위한 통합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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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기술 개발로 집에서도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린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흔히‘100세 시대’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1%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
회에 진입하고 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3%에
달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가 증가할
수록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주

연구책임자

김석화

소속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를 확대하고 공간 및 입지의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

E kimsw@snu.ac.kr

한 스마트홈 u-IT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

T 02-2072-3530
연구기간 2010~2013년

다. 또한 고령자 친화적 스마트 홈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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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초기 헬스케어 관련 연구는 독거노인이나 도서 지역과 같이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질환 중심의 질병관리와 응급관
리 서비스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 소비의 형태
가 수동적인 환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료 소비자
(Healthcare Prosumer)로 변화되면서 그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유헬스케어(u-Healthcare) 시설 및 장
비 미흡과 통신기술의 안정성 문제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사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어 개선이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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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팀은 유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
능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거공간에 적용되는 통신 모듈 표준화를 비롯해 공간 영역별로 고
령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02 기술의 특성
고령친화적 헬스케어를 위한 스마트홈 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본 연구팀은 고령자를 위한 공간유형별 국내외 스마트 유
헬스케어 기술 및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 장비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요건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 공
간 내 스마트 유헬스 프로그램의 구조 설계 및 프로그램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테스트베드 검증을 통해 개선점을

주거공간 건강관리

반영하여 주거공간 내에서 활용가능한 헬스케어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고령자의 생활공간을 주거공간, 공용공간, 집중
관리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별 헬스케어 스마트홈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공간유형별 서비스 방법을 온-오프라인 서
비스, 실시간 전화 상담 등으로 차별화하여 헬스케어 스마

공용공간 건강관리

트홈 모델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베드에서 공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공간 유형에 적합한 헬스케어 스
마트홈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였으며 기술 보급을 고려해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표준 및 표준모델, 그리고 시스템
확산을 위한 기술 가이드라인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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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공간 건강관리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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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특성, 서비스 방법에 따른 거주자 중심의 스마트홈 운영안 마련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고령자의 건강관리 수요와 생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유형별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테스트베드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테스트베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가 가능하
도록 거주자 중심의 헬스케어 스마트홈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운영 시나리오 및 적정성 평가와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헬스케어 스마트홈에 필요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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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효과
저비용 구조의 고령친화적 건강관리 서비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스마트홈 실용화 표준 모델이 도출되면 저비용을 고려한 기존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의 개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한 신규 중·소형 주택
의 고령친화적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유헬스 요소
기술은 헬스케어 스마트홈 모델 주거공간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
국제표준(IEEE 11073)을 준수한 디바이스 연동을 구현하였기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의료관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모델의 해외 홍보도 가능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90.9%가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유헬스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의료비용이 감소되고, 환자 측면에서는 재입원율, 응급실 방문횟수,
진료비, 사망률 등을 26~86%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만성질환관리로 인한 본인의료 부담금
절감과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료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나아가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의 미래 모형을 구현하고 관련 통합기술을
적용하여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이 지속적으로 첨단도시 공간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술은
생활공간 중심의 능동적 국가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생활밀착형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진료의 개념을 예방과 건강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건강 관리를 위해 고령자
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신속한 건강 대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을 통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양한 환경의 노인 및 가족
그리고 보호자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에 새로운 형태의 유헬스
전문 간호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노화와 질환의 구분이 어렵고 치료보다는 요양이나 관리
의 측면이 큰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생활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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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연구 과정 중 가장 큰 고민은 연구대상자인 노
인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중도 탈락률은 40%에 육박하였
고 탈락 원인으로는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이
해도 부족, 주거 공간 내 기기 설치 공간 부족,
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 매우 다양하고도 실질적
이며 예민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대상자의 높은 중도 탈락률로 인해 신규 대상자
▲ 이혜연, 장선미, 최한나, 김석화, 김정은, 김미령, 양윤경,
신선진, 공현중, 정지훈, 이지산, 박준규, 황은진 등

추가 모집과 동시에 현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유지에 심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

니다. 이에 우리 연구팀은 서비스의 불필요성으로 인한 탈락 방지책으로 공용 공간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인식시키고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 축적시켜 의료기관 진료시 축
적된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 등 서비스의 편리함과 유용성에 대해 적극
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주거공간 협소로 인한 탈락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에 Wi-Fi망을 구축하였고, 기기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탈락 방지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기기에 친숙하기까지 현장 운영 인력에 의한
기기 사용교육의 빈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기 조작을 단순
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유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
니다. 그 결과 중도탈락률을 낮춰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개별 주거공간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지속이 잘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커뮤니티
공간인 노인정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건강 게임, 치료적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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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HIT(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기기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가장 큰 차별점
으로 현장에서 대상자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수용해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스마트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별점이‘연구를 위한 연구’
에 그치지 않고 실질
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한 주거 기반 의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대표 성과
SCI(E)급 논문
특허 출원

김정은 外 7명,“소비자중심적 유헬스 서비스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수용성 조사”
건강관리 스마트 시스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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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1차 피해뿐
만 아니라 위험물의 폭발, 누출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위험물 운송에 대한 승인 절차만 있을 뿐 위험물 운송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없다. 이에 본
연구팀은 위험물 운송의 안전성을 높여 위험물 차량의 사고를 저감시
키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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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사고 Zero화를 위한 Hazzero!
정부와 민간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책임진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2013년 7월, 주민 6,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캐나다 퀘백
주의 작은 도시 라크메간틱에서는 유조 열차가 탈선해 폭발
했다. 이 사고로 마을 하나가 상당 부분 소실되어 5명이 사망
하고 50명 이상 실종되는 인명 피해를 겪었다. 이처럼 위험물
운송차량은 항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

연구책임자

권용장

소속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 1차 피해도 문제이지만 위험물의 폭발, 누출과 같은 2차

E yjkwon@krri.re.kr

피해는 사회경제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T 031-460-5113
연구기간 2007~2012년

따라서 위험물은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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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위험물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
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위험물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위험물 운송에 대한
승인·허가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운송 중에 있는 위험물
차량에 대한 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위험
물 운송은 운송 허가를 받아 위험물 표지판만 달고 있으면 운
송이 가능해 운송 중의 상황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위험물 차량과 같이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 차
량에 대해 사전경로 지정 및 노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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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항기록계를 통해 근로시간, 연속운행시간, 휴식시간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항기록계는 차량
기반이 아닌 운전자 기반으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위험물 관리체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험물 차량이 안전
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02 기술 개발의 특징
본 연구팀이 개발한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은 위험물 차량의 실시간 통제관리 및 사고 대
응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과 위험물 차량의 경로 안내, 여정 안내 그리고 사고 자동인지를 위한 위
험물 차량 전용 단말기로 구성된다.

도로 위의 위험물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경로관리, 차량관리, 운전자 여정관리, 사고관리로 구분된다. 경로관
리시스템(Path Management System)은 도로별 반경 0.5km, 1km, 2km 내에 포함되는 인구, 환경
등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도로별 위험도를 판단하고 이 위험도를 고려한 최적의 대안 경로를 제공한
다. 이를 통해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여 경로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차량관리시스템(Vehicle Management System)은 차량의 상태 정보(진동, 온도, TPMS(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 등)와 원격 제어(시동 잠금, 연료 차단, 브레이크 잠금 등) 기능을 제공하여 차량 결함
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위험물 차량의 도난 또는 테러 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관제시스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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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화면 예시

여정 관리는 운전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운송업무 지원과 더불어, 운전자의 운전 행태 즉, 급가속 및 급감속, 과속,
불법정차, 출입금지구역 진입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하여 향후 해당 운전자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쉬어가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관리 시스템은 사고 자동인식과 더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고 순간의 모든 정보와 위험물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사고 레포트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이
를 관계기관에 자동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운전자에게 안전 운송을 지원하는 위험물 차량 전용 단말기
위험물 차량에 부착되는 전용 단말기는 경로 안내, 여정 안내, 차량상태 정보안내 및 사고 자동 인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사고 자동인지를 통해 만일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사고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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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부착 모습

서버 화면

사고대응 매뉴얼

115

03 기술개발 효과
위험물로부터 국가 교통물류의 안전성 확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위험물 안전
운송 통합관리시스템은 위험물 운송
전체 과정에 대한 안전 상태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
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을 위한 매
뉴얼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
록 지원한다. 차량의 원격 제어는 위
험물 차량의 사고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추가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
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운전자의 운
행 패턴을 분석하여 운전자 별 맞춤
형 안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전교
육의 효율을 증대시켜 사고 미연 방
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
재 위치, 속도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차량의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등 부가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물 운
송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폐기물 운송 관리, 농축산물 운송 관리 등과 함께 기업
용 및 여객운송용, 공공 차량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 적용될 수 있어 국가 교통물류 수준 향상
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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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운수
업체 및 화주(화물 주인),
운전자, 위험물을 담당하
는 기관들의 니즈 분석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견수렴을 했던 일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시
▲ 참여 연구진

스템 개발 완료 이후 사용

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제 위험물 운송차량과 차량 운전자를 섭외해야 했는데 기사분들은 운전을
하며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의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 고속
도로 휴게소 등을 다니며 한 분씩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에는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운수업체 2군데를 섭외하여 운수업체 관리자를 통해 기사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만난 기사분들에게 저희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기사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사분들을
개별적으로 몇 번씩 찾아가서 만나고 나니 결국 흔쾌히 도움을 주셨고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운전기사분들의 대
부분은 손가락이 크고 두툼하여 내비게이션의 화면 및 버튼의 크기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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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연구개발이 실용화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위해 참여한 연구진분들과 시범사업에 힘써주신 운
수업체 관계자분들, 운전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출원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리방법 및 상기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리장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DB 구축

상수도보호구역 포함 약 160만개 링크의 도로(링크)별 위험도 GIS DB 구축

소프트웨어 등록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탑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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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_건설교통지역특성화사업

토석류(土石流) 대응기술

강원 지역 도로 대부분은 산지하천을 따라 건설되어 있어 토석류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 산사태 및 토석류 피
해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중에도 국내 산사태 및 토석류
방재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토석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기술이나 관련 정책적 기준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산
지하천 도로의 호우피해 방지를 위한 토석류 방재설계 기술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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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석 데이터베이스로
토석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2002년 강원도 강릉지역은 태풍 루사로 총강우량 90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등 기간시설물의 피해와 농작물 유실로 농민들
의 피해도 상당했다. 본 연구진은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민과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산사태

연구책임자

이승우

소속기관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및 토석류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2008년부터

E swl@gwnu.ac.kr

2013년까지 5년간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T 033-640-2419
연구기간 2008~2013년

강원도는 약 89%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 지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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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은 하천을 끼고 건설되어 있다. 산사태 및 토석류의
경우 대규모 태풍 혹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해 광범위한 지
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발생 위치와 흐름의 특성
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토석류의 경우에는 이
동 경로 상에 위치한 지반을 침식시켜 그 규모와 파괴력이 증
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지에 건설된 많은 도로
는 산사태 및 토석류에 의한 피해 가능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

연구책임자

한광두

소속기관 (주)이산

사태 및 토석류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 hankd36@isg.kr
T 031-38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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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캐나다, 홍콩, 대만,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산사
태 및 토석류 제어기술 및 방지대책, 사후처리 기법, 재해정
보 처리기술 등을 연구해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
고도화를 이루어 국제 컨소시움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
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사태 방재 관련 기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산사태 취약성 분석, 예측 지역 분석 및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교량 파괴 모습

예측도 작성, 위험지역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
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GIS) 및 원격탐사를 활용한 기술이 발전하여 국립방재연구
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연구 예산은
매년 총 7∼8억원 규모로 주로 산사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토석류 발생 모습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는 인공사면 위주
이고 자연사면 상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산사태 및 토석류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기술
이나 시설기준, 제도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02 기술의 특성
위험도 분석을 통한 산사태 및 토석류 예측
본 연구팀은 전국 455개의 산사태 발생지에 대
한 산사태 데이터와 전국 160개의 유역 단위별
토석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
축(http://rd-flow.re.kr/)하였고, 이를 통해 산사
태 및 토석류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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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 모습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식 모형을 적용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 분
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강원도 지역 산사태 발생 확률을 표시한 재해 지도를 작성하였다.

산사태 발생확률지도 (3년 빈도 확률강우량적용)

산사태 발생확률지도 (10년 빈도 확률강우량적용)

재해 예방 및 저감 기술 개발
앞서 개발한 GIS 기반의 산사태 발생확률 지도로 도로 노선의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사태 대
안노선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산사태 대안노선 평가시스템은 도로선형 설계 시 산사태나 토석류
에 의한 위험도와 경제적 비용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산지하천도로 배수 구조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개선된 도로배수시설의 현장적
용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 구조물 설계 개선안을 개발하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실제 토석류 발생
시 영향 범위와 충격력 등은 토지 농도와 강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간 축적된 데
이터 및 개발된 토석류 저감 기법의 적용성 평가로 평창에서 세계적 수준의 실제 규모 토석류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제 규모 토석류 실험장치 위치 및 전경

121

Welfare
R&D

토석류는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과
정에서 토사와 큰 암석 그리고 다량
의 나무들을 포함하게 되며, 흐름의
앞부분에 큰 암석와 나무들이 집중되
어 있어 큰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 기
존에는 강의 상류에 사방댐 및 스크
린댐을 설치하여 토석류의 감속이 이
복수의 중공형 구조체를 갖는 사방댐 구조물

루어지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시공기간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내구성이 약하
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중공형(中空形) 구
조체 여러개를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토석류 유동성을 감소시켜 시공성 및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한
사방댐 구조물을 개발하였다.

03 기술개발 효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산사태 제어기술 개발로 재해 제어기술 경쟁력 확보
본 연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방 공법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토석
류 발생조건별 대응전략을 도출하고, 사방공법의 성능의 지속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 점은 커다
란 성과이다. 또한 연구팀이 개발한 토석류 저감공법은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
으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설계기술 수준 측면에서도 경쟁력 또한 높다. 본 기술의 적용
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석류 제어가 이루어져 국내 산지하천 도로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산지하천 도로 설계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도로선형 설계기술 및 배수설계 기술은 물론 산
지계곡부의 토석류 발생 제어 설계기술 등 다양한 요소 기술 개발에 활용되어 국가 산지하천 도로망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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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 참여 연구진 단체사진

▲ 수조에 물을 채우는 산림청 헬기

실제 규모 토석류 실험장치 설치를 위해 약 200여개 유역을 사전 검토하고, 약 40여개 유역을 현장답사
한 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역의 길이가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여서 한번 조사하려면 전
문 산악인 못지않게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현장을 검토해야 했지만 실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약 10∼
20명의 답사인원이 도보 대신 자전거로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선정된 유역은 실험에는 최적의 장소
였으나 실험준비에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임도(굟道)*가 근접한 상부에서 내려가는 사면경사는 40도 이
상이어서 사람이 사면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 높은 경사를 실험 준비, 실험장치 설치
등을 위해 3∼4개월 동안 수백 번 이동하였는데 시공업체의 전문 용역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 준비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엄청난 양의 파스를 연구의 대가로 지불했지만 더 향상 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증진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청 헬기 및 급수차를 이용하는 급수하는 과정에서는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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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나와 급수차량이 여러 번 왕복했고 수조 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규모의 실험인 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우리 환경에 맞는 토석
류 저감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 임업 경영과 산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 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여 시설하는 차도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등록
DB·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방댐 구조물,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건
- 토석류 흐름, 침식 및 퇴적작용의 시뮬레이션과 토석류 저감구조물 설계 시 필요토석류
유출량과 농도 분석이 가능한 토석물 해석모형(DFAM1D) 개발
- 455개 지역 산사태 DB 및 160유역 토석류 DB를 연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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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친환경 기술
기후변화,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우리 스스로 만든
위협을 우리가 개발한 친환경 기술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자원의 재활용,
탄소 저감 기술 확보 등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친환경기술_도시건축연구사업

노후 건축물 성능향상 및 재사용 기술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보다 성능을 향상시켜 재사용하는 리모델링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기존 건축물 개조나 재활용
에 대한 체계화된 기술 기준이 없고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건물의 진단, 설계 및 시
공이 엔지니어나 개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20∼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은 저하된 성능, 기존 대비 더욱 강화된 구조 기준, 증·개축으로 인한 하중 증가로
높은 수준의 보강이 요구되며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이 이루어지므로 시
공성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에 연구팀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의 핵심 요소인‘구
조 안전성 확보’
를 위해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전체 단계(상부 및 지반 구조물의 성
능평가,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기술 매뉴얼 및 증·개축 리모델링
에 부합하는 고성능·고효율·저비용의 구조재생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적용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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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노후 시설을
복구하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최근 노후된 도심의 전면적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점차 지
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기존 건축물 개조나 재활용에 대한 체
계화된 기술 기준이 없어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진단,
설계, 시공이 엔지니어나 개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진행

연구책임자

유영찬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되어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화

E ycyou@kict.re.kr

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 리

T 031-910-0364
연구기간 2007~2014년

모델링의 핵심 요소인‘구조 안정성 확보’
를 위해 노후 건축
물 리모델링의 전체 프로세스(상부 및 지반 구조물의 성능평
가,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기술 기준과 증·
개축 리모델링에 부합하는 고성능·고효율·저비용의 구조재
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Green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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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의 특성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저하된 성능과 현재 시점의 강화된 기준, 증·개축으로 인한
하중 증가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보강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시공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리모델링이 가능하
게 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기존 노후 건축물의 성능평가, 보수·보강, 유지관리의 핵심 기술을 개발
하고 체계화된 통합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리모델링 준비하기 : 국내 건축물 특성에 적합한 성능평가 기법 개발
건축물 구조재생의 첫 번째 핵심기술은 성능평가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시 기존 건축물
의 성능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와 재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 건축물의 통합
성능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국내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
였으며 평가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누었다. 가장 간단한 1단계 평가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노후 건
축물 중 보강이 필요한 건물을 신속하게 선별하고, 선별된 건물에 한해 후속 단계를 거쳐 성능에 대
한 정밀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 1단계 평가는 교육부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의 1차 성능평가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심지와 같이 인접 건물의 장애나 지장물의 영향이 큰 곳에서 지반의 상태를 신뢰도 높게
영상화 및 평가할 수 있는 지반 성능평가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지반 성능평가를 통해 노후 건물의
하부 지반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기초 및 지반구조물의 공간적·물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리모델링 실행하기 :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기술로 건물 성능향상

다층 변위증폭 제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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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변위증폭 제진시스템

건축물 구조재생의 두 번째 핵심기술은 보수 및 보강 기술이
다. 연구팀은 기존 건물 보강 공법에 비하여 지진에 의한 충격
을 감소시켜 손상을 최소화하는 변위증폭 제진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공법은 기존 제진공법에 비해서 성능이 4배
이상 향상되고 건물에 적용할 경우 고가의 제진 장치의 소요
개수와 용량을 감소시켜 경제적 설계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창원과 전주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에 적용된 2건을 비롯

복합지지형 마이크로파일 개념

하여 학교내진 보강공사에 11건이 적용되었고 복합상업시설
및 공공건물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반구조물의 보수·보강 분야에서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부족한 기초 지지력을 향상시켜주는 복합지지형 마이크로파일
공법이 개발되었다. 복합지지형 마이크로파일 공법은 기존 공
법과는 달리 토사층에서 마찰지지력을 활용한 추가 지지력을

고효율 동적 다점주입 그라우팅 공법 개념

확보해 기존 구조물의 증·개축에 따른 추가 하중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설치되는 마이크로파일의 길이 또는 개수를 줄임으로
써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반의 지지력을 효과적으로 보강하는 고효율 동적 다점주입 그라우팅 공법 개발에도 성공했다.
고효율 동적 다점주입 그라우팅공법은 도심지 현장의 열악한 근접시공 상황에서도 지반구조물을 신
속하고 안전하게 보수·보강할 수 있는 민원저감형 지반보강공법이다.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동시
다발적 보강이 가능하며 기존 공법 대비 품질이 향상되고 이동식 장치에 의해 시공성이 극대화된다.
Green
R&D

기존 흙막이 공법

타워 트러스형 무지보 흙막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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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반보강공사의 시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로 기초
터파기 작업시에 사용되는 흙막이 공법에서 기존 가로방향 버팀보를 없
앤 타워 트러스형 무지보 흙막이 공법을 개발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
고, 작업공간에 의한 시공영향을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리모델링 후 유지하기 : 실시간 모니터링 경보시스템 개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건축물 구조재생의 세 번째 핵심기술은 노후 건축물의 보강 후 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이다. 연구진은 노후 건축물 구조재생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용화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미진동 무선 계
측센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실시간·단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거주자에게 건
물의 위험요소를 경보하도록 했다. 본 시스템은 고층건물 위주로 개

실대형 Mock-up 실험

발된 기존 기술에 비해 중저층 건물의 미진동 특성을 반영한 계측 및
분석에 유용하다. 또한 분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도심지와 같이
다수 건물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03 기술개발 효과

용인 P 아파트 적용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 및 공간 효율성 극대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노후 건축물 구조재생 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성능평
가, 보강, 모니터링을 통합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전 분야의 효율적인 설계 및 시
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야별 고성능·고효율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증개축이 수반되는 리
모델링 공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구조 안전성이 필요한 건축물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를 통해 기존 리모델링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활성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거와 재건축에 따른 막대한 건설 폐기물 발생 및 환경개선 비용
을 절감하고 공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자원관리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130

연구진의
한마디
개발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창
원과 전주의 구도심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정된 국가R&D 연구비로 인해 현장적용을 할
수 있는 건물 수에 한계가 있었기에 해당 지역
에서의 파급효과 및 공공성, 기술 적용 효과,
타 분야와의 연계성, 지자체 사업 참여 등을 고
려하여 적용 대상 건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상 건물 선정을 위해 지역
내 거의 모든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 참여 연구진

여 총 10여개의 건물을 선정했습니다. 건물 선

정 후에도 현장적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사업 자체
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공사비 조달이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기존 지자체 및 주민의 구조물 재생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다양한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지자
체 및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차례의 기술 설명회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창원 부림시장상가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전주 초등학교의 노후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분담하
여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대상 건물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표 성과
출원

추가파일 시공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

변위 증폭형 제진장치를 이용한 다층 변위 증폭 제진시스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8건

Green
R&D

특허

사업화

- 변위증폭 제진시스템 기술이전계약
- 창원 부림시장상가 내진보강공사 1억 5,400만원 매출 발생
- 전주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2억 5,900만원 매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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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술_건설기술연구사업

미활용 폐석분 활용 건축용 소재 기술을 통한
자원 순환성 강화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이슈가 되면서 건설 분야에서
도 미래 건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능 특성화 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
시키는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산업부
산물 등 순환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내외장재 제품 생산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배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낮
은 폐석분을 활용하여 건축 내외장재 패널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
며 성능평가를 통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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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 실현”

01 개발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은 2011년 기준 6억1천만
톤으로 2010년에 이어 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또한 최근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6톤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원이 적고 에너지는 많이 소비하는

연구책임자

이세현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 전반에 걸쳐 환

E shlee@kict.re.kr

경친화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T 031-910-0365
연구기간 2010~2013년

세계적으로 산업부산물 등 순환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내외장
재 제품 생산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
분야에서는 미래 건설시장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방법
으로 건축물 자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3R(Recycling,
Reuse, Reduce)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특성화 자재를 생산하
Green
R&D

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순환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면서 건설재료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
술과 함께 고부가가치, 고품질 건설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구조
물의 내구성과 시공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폐석분, 폐석회, 폐유리, 폐목재 등은 매년 발생량이 크게 증
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아 본 연구에서는 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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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과 더불어 녹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석분을 이용한 건축 내외장 패널을 개발하였다.

02 기술의 특성
폐석분을 재활용한 건축자재 개발 성공
본 연구팀은 폐석분을 50% 이상 활용한 건축용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현장생산이 가능한 체계의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압출(壓出) 성형, 양생 조건에 따른 제품의 생산성 및 물리적 성능 확
보가 가능한 운전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KS 및 기타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시
키는 최적 배합을 도출했다. 또한 폐석분 및 보강섬유 배합 비율 변경을 통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내부 벽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확보했다.

시제품을 통한 성능평가 완료
2012년 3월 시제품을 설치하고 14개월 경과 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색상 및 외관 특성에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압출 성형 제품은 단순 내장 간막이(Partitioning) 및 외장 벽체 등에
적용가능했으나, 본 연구를 통해 2시간 내화성능 및 차음(소음 차단) 2등급 기준을 요구하는 세대간
간막이 벽체와 복합형 단일 외장 벽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 용도가 더욱 다양해 질 것으
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성과 검증을 위하여 서울 면목초등학교에 장애인 편의 시설에 폐석분을
활용한 복합패널을 설치하여 현장적용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인 서울광장
홍보시설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원료 혼합

➜
운반

단열재 부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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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성형

➜
적재

➜
1차 양생

➜
2차 양생

차음실험

포장·출하

03 기술개발 효과
폐석분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 실현
본 연구를 통해 폐석분, 폐섬유 등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
하여 다양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로 인해 기존 외국(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개발 제품 현장 적용(서울 면목초등학교)

원료 공급과 활용 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품질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폐석분 활용으로 새로운 자원 생산은
물론, 폐자재 매립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
로 기대된다.

개발 제품 적용(서울광장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진의
한마디
우리 연구팀이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아프리카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압출 성형 패널 활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르완다의 국토부 차관, 주택청장 및 관련 기술진이 한국 방
문하여 본 연구 공동기관이면서 참여기관인 벽산 음성공장
을 방문했습니다. 르완다 정부 관계자들은 본 기술을르완다
의 주택문제 해결 및 급속 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타 사업에서 수행 중
▲ 아프리카 지역 대상 본 개발 제품 설명

인 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Green
R&D

에 아프리카에서도 우리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2년 대표 성과
특허 등록
시설·장비 구축

펠릿성형 및 자연건조를 이용한 폐석분의 재활용 처리방법 및 폐석분 재활용 처리장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0 Pilot 압출 설비 구축, 50 liter급 건·습식 일체형 믹서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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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술_물관리연구사업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상수도시스템 설계운영기술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
데 우리 정부도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물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본 연구팀은 정수 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수송 과정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을 확
보하는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직형 정수처리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
하여 실증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국가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고 수자원의 균등분배를 달성하여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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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안전성과 수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안전한 용수공급시스템을 개발한다”

01 개발배경 및 현황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물 수요 증가에 따라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물 분야
인프라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서비스를 WTO 교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까
지 보이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자국의 물 시장 보호와 해외

연구책임자

김정현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진출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물산업 관련 공기업을 육성하

E jhkim@kwater.or.kr

고 물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

T 042-870-7502
연구기간 2010~2014년

해 노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10월 13일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물산업 육성 및 수출 전략화 방안을 발표해 정부 주도로 물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IT 기반의 지능형 물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상하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향
Green
R&D

후 고도 수처리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물산업 토탈 솔
루션 능력을 보유한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용수공급시스템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를 이송
하는 송수관로가 길고 노후되어 2차 오염에 취약하다. 때문에
수질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로에 대한 유지관
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뭄 및 수질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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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를 대비한 국가 비상용수 및 물 안보 체계구축 또한 시급해 현재의 용수공급시스템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용수공급 인프라 건설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
템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02 기술의 특성
미래사회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기반 기술 개발
기존 정수시설은 수원
(水原)에서 물을 모아
대규모 정수장에서 정
수 처리를 한 뒤 정수
된 물을 장거리 공급
관로를 통해 소비자에
게 공급하는 중앙 집
중 방식이었다. 연구
팀은 정수된 물이 소

분산형용수공급시스템 및 수직형정수시설(지하/지상)

비자에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의 2차 오염 가능성을 줄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의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급수 및 배수 관로의 길이를 기존 시스템보다 줄였
다.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은 비상시 대체 수원 및 저류조(빗물의 이용이나 하천의 급격한 유입을 억
제하기 위해 지하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공정
구성이 가능하여 음용수, 산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별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환경 및 주민 친화적인 수직형 정수시설 구조물 개발
함께 개발된 수직형 정수시설은 도심지의 경우 빌딩형으로, 공원이나 시설물의 경우 지하에 타워형
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주민 친화적 공간의 스마트형 구조물로 설치가 가능
하다. 연구팀은 단위공정 설비들을 수직형 플랜트 형태로 배열하여 소요 부지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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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팩트형 정수처리시
스템 등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
소기술 및 수직형 정수처
리시스템 설계기술을 개
발했다. 현재 일 1,000㎥
규모의 실증시설을 설치
하여 정수된 물의 수질
검증은 물론이고 공정 및

수직형 정수처리시설 조감도

비상용수 확보 가능한 분산형시스템 설계 예시

소비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수직형 정수처리 시설은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각 단위공정간 저류조(저장 공간)가 없는 새로운 정
수처리 기법인 무저류 방식(Tankless system)으로 컴팩트화된 기법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서 고압막
여과 방식을 채택하여 압력식 활성탄 공정을 먹는 물 처리 공정에 최초로 적용했다. 그 밖에도 태양
광 발전 설비, 소수력(Small Hydro Power) 발전시스템, 수온차 히트펌프 시스템 등의 신재생 에너지
를 사용하였으며, 에너지 변화 효율 향상을 위한 DC 배전 구축, 조명부하 최소화를 위한 LED 조명
사용, 고효율 펌프 및 제어설비 도입 등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려
고 노력하였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시설인 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은 안전하고 품질 높은 물을 안정적
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03 기술개발 효과

Green
R&D

친환경 용수공급 인프라로 안정적 용수공급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분산형 정수처리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경우 정수처리 공정과 최종 수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물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되므로 수돗물의 직접 음용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비상용
수 확보를 통한 물 안보 체계 구축으로 재해에 강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실현함으로써 단수율
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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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된 부품과 소재기술을 연계한 기술력 동반 상승으로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나아
가 용수공급시스템 내 소수력 발전, 태양광, 수온차, 용수공급시스템 지열 에너지 활용 등 신재생에
너지와 에너지효율화 기술 적용으로 고부가가치 녹색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의
한마디
지난 100여년 동안 용수공급시스템은 많은 발전을 하여 왔지만 시설을 분산화하고 수직화 하는 컨셉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부터 기술의 장단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 연구완료 시
점까지 완성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용화 및 사업화까지 추진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술적,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개발된 요소기술과 시스템이 현장적용을 통해 활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첫 시도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 도전하는 프런티어
정신으로 무장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성공의 기쁨과 보람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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