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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을 통해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소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이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 간
의 융·복합을 통해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
매년 우수성과 20선을 발간할 시점이 되면 농부가 수확철에 느끼는 기쁨

통분야의 연구개발은 학제 간, 분야 간 장벽을 없애고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만큼이나 저 역시 그간의 성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뿌듯

가게 될 것입니다.

함과 함께 설렘도 느끼게 됩니다.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 그동안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에는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20가지 우수기술을 선정하
이번『2014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을 드립니다.

여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분야의 첨단 핵심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세계 일류기술’과 ‘국산화
에 성공한 핵심기술’, 창조경제를 주도할 ‘사업화 유망기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복지 기술’과 지속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토교통분야는 국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갈 ‘친환경 녹색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됩니다. 아무쪼록 우수성과 20선

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거·

을 통해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공유되기를 바라며,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

사무공간, 다양한 건축물, 도로·철도·항공 등 모든 교통수단 및 체계,

이디어가 소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등의 발전과 변화는 모두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과제 발굴부터 연구개발 이후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성과관
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분야가 연구개

최근에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짐에

발을 통해 계속해서 창조적 국토공간을 구현하고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분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

따라 국토교통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역할과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

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더욱이 건설산업의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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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②
정상운전
이상조치

3

4

151m

400~450m

a

5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900m
검지기①
b

400~450m

1 해수담수화 플랜트

6 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공법 및 형상관리(P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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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장치와 데이터 처리소요 기간 M
 ax 1.5s
절체 안전거리 275m 확보 [3.2s-300km/h 기준]

4 미래형 신교통시스템 창출을 위한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9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개폐장치 구성

9

전압 42kV, 전류 1000A, 스위칭 절체시간 350ms
정지형 개폐기 + 고속도 진공개폐기 [By-pass 기능 포함

열차검지 센서 설치 위치

b, d 2개소

검지기②

c

400~450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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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술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확보된 세계 일류기술은 기술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기술추격국이 아닌 기술선도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을 향한 연구개발을 계속

High-technology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eld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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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기술 | 플랜트연구사업

“Korea's First Large-Scale 
Desalination Plant”

역삼투 해수담수화
실증플랜트로
시장을 선도한다

최근 역삼투법(RO, Reverse Osmosis)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은 대부분 5만m3/day 이상

의 대형 플랜트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술로 세계 최대 단위 용량인 8
MIGD(Million Imperial Gallon per Day) RO 트레인을 개발하고 16인치 RO membrane을

기장 RO 해수담수화 플랜트

적용한 본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시켜 세계
담수화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은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전 지구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자원확보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세계시장은 연간 3조 원 규모로 예
상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 8500개의 설비가 운전되고 있으며, 용량
규모로는 3800만m3/day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역삼투
압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1700만m3/day로 점유율은 45%에 이르고 있다. 2001
연구책임자

전갑진

소속기관 두산중공업
gabjin.jun@doosan.com
☎ 02-513-7022
연구기간 2007.8 ~ 2014.8

연구진
권철오, 박병성, 이우녕, 이정준, 민진희, 박용해,
박성원, 유수남(두산중공업 워터담수기술개발팀)

년부터 2005년 사이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증가와 더불어 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
랜트 점유율은 55%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해수담수화 기술은 기존 방식인 증발법에서 역삼투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
으며, 또한 플랜트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
련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본 과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세계 최
고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대용량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스템 설
계 및 시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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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인
8 MIGD 트레인 및
16인치 Membrane

본 성과의 핵심은 최근의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게 세계 최대 규모인 8 MIGD 트레인

기존 연구사업과 달리 기장 RO 플랜트(이하 테스트베드)는 일반적인 연구 설비가 아

과 16인치 Membrane을 사용하였다는 것과 우리나라 최초로 RO 방식의 해수담수화

닌 상용 음용수 플랜트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

실증플랜트를 건설하여 상용 음용수 설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하였다.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도시를 후보로 선정한 후 플랜트

역삼투압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트레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조사하고 연

설치에 적합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평가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부

구하여 세계 최대 단일 용량인 8 MIGD(3만 6368m3/day) 트레인의 설계 기술을 개

산시 기장군)을 테스트베드 부지로 선정하였다.

발하였다.

테스트베드 인근 해역은 양식장 등의 어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테스트베드 설

기존 역삼투압 방식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대부분 8인치 RO membrane을 적용하고

치로 인한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축수 배출 확산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8인치보다 막 면적이 4배가 큰 16인치 RO membrane

모델링 및 농축수 해양 생태 위해성 평가 등을 사전에 수행하여 해양 환경에 영향을 최

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대용량 RO 트레인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추가로

소화할 수 있는 취수(Intake) 및 배출수(Outfall)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 MIGD(9092m3/day) 용량의 트레인을 추가로 적용하여 총 10 MIGD(4만 5460m3/
day) 용량의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전처리 시스템
및 에너지 회수장치(ERD, Energy Recovery Device)의 성능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해수 내에 존재하는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설비로서 기존의 공기부상
장치를 개량한 DABF(Dissolved Air flotation with Ball Filter)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
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자연유하 방식의 취수설비와 결합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시켰다. 최근에는 국내 해양에도 적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적조가 발생할
경우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테스트베드
에는 DABF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적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적조가 발생하
지 않는 시기에는 시스템 운전 방식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변 시스
템을 도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DMF(Dual Media Filter), UF(Ultra Filtration) 등의 다

8 MIGD 현장

양한 전처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해수 원수 수질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세계시장 주도

본 성과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 개
발된 RO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실증플랜트이다. 또한 본 성과물은 최대 단위 용량인

8 MIGD 트레인 및 16인치 Membrane을 적용함으로써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해수담
수화 플랜트 시장의 고객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8MIGD 대용량 트레인

8MIGD HP 펌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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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1위 기업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에 맞춘 최

적의 실증플랜트 설계 및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
행의 이면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동반되었습니다. 기존 해외 사업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주어진

Specification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과제에서는 어떠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전경

밑그림도 울타리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라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기

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설계 변경이 필요했고, 결국 우리 환경에 최적화

8 MIGD 규모의 트레인 설계기술을 포함한 대용량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연구는 국내

된 플랜트를 건설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힘으로 세계 최대 트레인을

외에서 수행된 바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따른 기대성과는 매우 크며, 시장적으로도

설계 및 건설하였고,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Water solution provider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성과물은 해수담수화 시장의 최대 고객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청(SWCC)
및 담수기술연구원(DTRI)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에

16인치 Membrane을 적용한 실증 사업을 제안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DTRI와는 공
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본 성과는 Saudi Water & Power Forum(SWPF)
에서 Innovation Award를 수상함으로써 자타공인 최고의 혁신 기술로 인정받는 쾌
거를 이루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기술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가치가 매
우 높은 사업이며,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장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예
상되므로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가치 창출이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국가전략과 연계성 및 친환경적인 기술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면역 알고리즘을 이용한 RO 공정 PID제어기의 자동 튜닝
논문

지식재산권

·수리학적 부하율에 따른 부상조 내의 유동 해석
·Seawater intake system in test bed seawater reverse osmosis(SWRO) project
·Economic feasibility study for MF system as a pretreatment of SWRO in test bed
desalination plant 등 국내외 논문 게재
·용존공기 부상형 전처리 장치
·플랜트 분산제어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복구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자동복구 방법

에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 창출 및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함께 거둘

·Dual Media Filter System / Cartridge Filter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emical Dosing System / Remin. System
현장 적용

·Co2 Dosing system / Liquid Chlorine Dosing System
·DABF System / VFD(3600KW)-8MIGD HP 용
·Wastewater Treatment System / Chlorination System
·RO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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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기술 | 도시건축연구사업

“고부가가치의 초고층빌딩 설계, 
이제는 우리가 한다”

초고층빌딩 설계
우리 기술로 한다

본 과제를 통해 비정형 초고층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요소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

하였다. 개발된 프로세스를 엔지니어들이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BIDS(a platform Building Integrated Design System),
3차원구조모델 기반 비정형 통합설계 플랫폼

및 지침을 구축하였고, 평가 프로세스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T기반

자동화 모듈인 비정형 초고층 내진성능평가 자동화 모듈(EqAuto)과 접합부 최적 상세 자동화

모듈(ConnAuto)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개발성과들을 국내외 대표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와 MAK 타워에 적용하여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세계 초고층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2015년에는 5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비정형 초고층에 대한 많은 계
획안이 실현 단계에 있다. 국내에도 인천의 동북아무역센터(68층, 305m), 부산 해운
대의 위브 더 제니스(80층, 300m) 및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인 롯데월드 타워(123층,

555m) 등 꾸준하게 초고층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연구책임자

김종호

소속기관 ㈜창민우구조컨설탄트
jhkim@minwoo21.com
☎ 02-2085-7100
연구기간 2009.4 ~ 2015.1

연구진
김태진, 조소훈, 이명규, 김은성, 이동철, 조병민,
김은임, 이헌우, 김도현(㈜창민우구조컨설탄트)

하지만 첨단 설계기술 및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는 외국
선도업체에 설계를 의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해
외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사의 초고층 수주사례는 증가했지만 고부가가치 설계 엔지니
어링 시장은 외국 선도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초고층 설계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층 설계시장에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창민우구조컨설탄트에서는 본 기술개발 과제를 통
해 국내기술만으로 효율적인 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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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정확한
설계플랫폼활용으로
설계소요시간대폭축소

본 연구성과는 크게 3차원구조모델 기반 비정형 통합설계 플랫폼, 비정형 초고층 내

접합부 최적 상세 자동화 모듈

진성능평가 자동화 모듈 및 접합부 최적 상세 자동화 모듈로 구성된다. 이들을 활용

엔지니어의 실무적용을 목표로, 별도의 실험 없이도 비정형 구조요소의 설계 최적화

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어 소요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

를 목적으로 ConnAuto를 개발하였으며, 해석으로부터 얻은 비정형 접합부의 비선형

가 있다.

특성 정보는 비선형 골조해석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이를 통해 접합부 정밀유한요소해석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약 70%

3차원구조모델 기반 비정형 통합설계 플랫폼

로 단축할 수 있다.
ConnAuto(Connection Detail Automatic Optimization Module)

비정형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를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최
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비정형 초고층 설계 시 기본

형태 및 하중정보

설계(EqAuto)와 실시설계(ConnAuto)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모듈을 개발

비선형
정적/동적 해석

선형
요소

하였다.
BIDS(a platform Building Integrated Design System)
기본설계

계획설계

설계단계

실시설계

3D 프레임 모델링&
탄성구조해석

시공단계

Schematic
Design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ation

Donstruction
Stage

StrAuto

EqAuto

ConnAuto

Rebar-Hub

정밀구조해석
보-기통
접합부
비선형 특성

3D 접합부 상세 모델링

3차원 모델링 정보

접합부 상세 최적화 프로세스

적용기술

실험데이터 확보

실험에 대한
해석 결과값 보정

해석을 통한
부재파단시기 예측

대상모델 성능평가

비정형 초고층 내진성능평가 자동화 모듈

EqAuto(Earthquake Analysis Automation Module)
지진력 저항시스템 모델생성
(Midas Gen, ETABS)

구조해석/설계

비정형 초고층 건물의 내진성능평
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기반
의 전산플랫폼인 EqAuto를 개발하
였으며, EqAuto를 이용하여 기존 해

SAP2000 모델로 변환

석모델을 SAP2000으로 연동, 다시
StrAuto을 통해 SAP2000모델로 신속변환
지진동 선보정
자동화 모듈

비선형 특성 선정
자동화 모듈

Perform3D변환 및
내진성능평가

고부가가치의건축설계
기술확보로세계초고층
빌딩시장개척

개발된 기술을 롯데월드 타워처럼 실제 건설 중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 결과,
기존 방식에서 약 330Man-Days가 걸리는 설계 수행시간을 30%인 약 100Man-Days
로 단축하여 약 300%의 생산성 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공업체와 협력을 통해 몽골의 대형 그룹(Mogolian

비선형 해석을 위해 Perform 3D 모

Alt)으로부터 수주한 1억 1000달러 규모의 MAK 타워 공사의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

델로 신속한 변환 후 내진성능평가

였으며, 또 MAK 타워의 구조설계 시 연구를 통해 개발한 ConnAuto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경우 기존 방식에 비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고품질 내진용 강재를 적용한 접합상세를 개발, 국산 강재

해 수행시간을 약 50%로 단축하는

6000톤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해외기술 대신 개발된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업체에 지불
하는 막대한 기술료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순수 국내기술로 구성된 비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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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적용사례

연구진의 한마디

대표적인 초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고부가가치 분야인 초기 계획설계 단계에

서 국내 프로젝트일지라도 해외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초고층 설계 엔지니어링의 기술 자립화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탈
피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유수의 기관들로 구성된 초고층설계기술연구단에 소속되어 비

정형 통합설계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만 연구진들의 끊임없는 열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초고층 건물의 효과적인 접합상세
에 대한 특허를 비롯하여 국내기술만으로 효율적인 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모듈을 개

발하였습니다.

초고층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는 첨단 고급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서 저희 국내 기술이 초고층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

롯데월드 타워

발주처 : 롯데물산
위치 : 서울 송파
규모 : 지상 123층, 지하 6층
용도 : 업무, 숙박, 문화

도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MAK 타워

발주처 : Mongolyn ALT Corporation
위치 : 몽골 울란바토르
규모 : 지상 44층, 지하 1층
용도 : 주거, 숙박, 업무

초고층 통합설계 플랫폼은 해외 기술의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초고층 설계 엔지니어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업체들의 고수익 엔지니어링 분야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건설업이 기간사업에서 그

·다이아그리드 면내 층간변위를 이용한 점탄성 에너지 소산 장치
지식재산권

·중력지지형 감쇠장치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제진시스템 등 국내 특허출원
·다이아그리드 주강 접합부 구조 및 이의 시공방법
·횡지지 댐퍼구조물을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구조의 에너지 소산장치

자체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

·Studies on various structural system design options for twisted tall buildings and their
performances 등 SCI 논문 게재
·전단판과 철근 커플러를 이용한 전단매입강판과 RC 부재의 접합구조

링 기술의 자립화 및 고부가가치 분야인 세계 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한 시장 점유율
을 획기적으로 높여 수익률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의 건축 관련

·State of Practice of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in Korea

·박스형 단면을 갖는 철골 부재와 RC 벽체의 접합 구조 등 국내 특허등록
사업화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매출 달성
·국산 내진용 강재 6000톤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MAK HYATT TOWER(MONGOLIA), IZIMIT CCR 플랜트(TURKEY)

현장 적용

·롯데월드타워(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R2블럭(서울)
·대전 종합사무소 외 7개동(대전)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M1블럭(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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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기술 | 건설기술연구사업

“세계 최고 강도의 케이블 기술로 
국가 토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세계 최고 강도의
케이블 기술로
초장대교량 시장을 선도한다

현수교나 사장교와 같은 초장대교량 건설 기술은 건설 기술의 전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 종합

기술로, 해외 건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 명품 기술로 선정되었다. 많은 사장교 실적에도 불구

하고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던 초장대교량 사업단은 세계 Top 기술 수준보다 더 뛰어난

2200MPa MS 케이블 시스템과 2400MPa PT 케이블 시스템, 그리고 케이블 성능 인증 시스템

초장대교량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강도의 케이블 기술

까지 독자 개발하였다. 기술의 국산화는 국내 교량 기술의 자립과 함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장대교량은 사장교와 현수교와 같이 고강도의 케이블을 활용,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장경간의 케이블 교량 가운데 기존 설계기준의 한계를 넘어
획기적인 기술진보나 별도의 설계기준이 요구되는, 2000m 이상의 주경간장 현수교
나 1000m 이상의 사장교를 지칭한다.
연구책임자

성택룡

소속기관 POSCO 철강솔루션센터
t.seong@posco.com
☎ 032-200-2452
연구기간 2009. 5 ~ 2014. 3

연구진
이종관, 조우연, 강수창, 박찬희, 노명현, 김진국,
박규식, 김기석(POSCO 철강솔루션센터)

2009년에 출범한 초장대교량 사업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주경간장 2km+급 현수교와 주경간장 1km+급 사장교 자립 건설’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대교량의 주경간장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고 강도 강선·강연선 개발 및 케이블 적용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케
이블의 경우에는 고강도화를 통한 단면적 감소로 인하여 케이블 자중 및 주탑 높이의
감소, 보강형의 단순화 및 케이블 가설 작업성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고강도화의 효과
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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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est 기술
독자 개발 및 국산화로
세계 시장 선도

세계 Top 기술 대비 개발 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에 경제성까지 갖춘 자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선

구분

과 강연선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이에 연구단은 1900MPa(Φ7mm) 사장
교 PWS 케이블용 강선, 2100MPa(Φ5.4mm) 현수교용 강선과, 2200MPa(Φ15.7mm)

MS 케이블용 강연선, 2400MPa(Φ15.2mm) PT 케이블용 강연선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강선과 강연선은 기존 강도와 비교해 7~18% 가량 강도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세
계 최고 강도이다.
최고 강도의 강연선에 맞는 MS용 케이블과 PT 케이블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MS(-

Multi-strand) 케이블 시스템은 강연선을 대직경 파이프 속에 현장에서 삽입하여 다발

사장교
MS 케이블

세계 Top 기술 수준

개발 기술 수준

비고

1860MPa MS 케이블
시스템(프랑스, Freyssinet)

2200MPa MS 케이블 시스템
국내 독자 시스템 개발 및 성능인증

World Best급

PT 케이블

2230MPa PT 케이블
시스템(일본, NSC)

2400MPa PT 케이블 시스템
국내 독자 시스템 개발 및 성능인증

World Best급

케이블
성능인증
시스템

4000톤 피로·인장시험기
(미국, CTL)
1000톤 수밀시험기
(프랑스, Freyssinet)

3000톤 피로·인장시험기
1500톤 수밀시험기

World Class급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인증 획득

로 묶어서 형성하는 사장교용 케이블이다. 다양한 현장조건에 대응하여 시공이 가능
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구조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
도하는 업체로는 프랑스 Freyssinet, 스위스 VSL, 독일 Dywidag 등이 있다. 기존 기
술 개발은 해외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초장대교량 사업단은 세계 Top 기술 수준인 1860MPa MS 케이블 시스템
보다 더 뛰어난 2200MPa MS 케이블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고강도 케이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공사비 절감 효과

기술을 국산화하였다.

정착구를 포함한 케이블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1800톤의 피로와 3000톤의
인장이 가능한 피로·인장시험기와 1500톤의 수밀시험기도 구축하였다. 해외업체의
경우 오랜 역사와 노하우로 충분한 성능검증 후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내업체의 경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해외시장 진출에는 한
계가 있었다. 본 성과를 통해 케이블 성능 인증을 위한 자체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케이블 시험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최고 강도인 1860MPa보다 강도를 15~30% 높인 세계 최고 강도의 교량용 케이
블 개발은 국내 교량 기술의 자립과 함께 공사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2200MPa MS 케이블 시스템 상용품

2400MPa PT 케이블 시스템 상용품

PT(Post-Tensioning) 케이블 시스템은 인장에 취약한 콘크리트 교량에 미리 압축력
을 도입하기 위한 케이블 시스템이다. 참여기업인 케이티에이를 포함하여 약 4~6개
의 업체가 1860MPa 강연선용 자체 정착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제를 통해 PT 정착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립과 함께 2400MPa 강연선에 적합한 PT
정착시스템 및 교량구조 설계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3000톤 케이블 피로·인장시험기

1500톤 케이블 수밀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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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00MPa MS 케이블 시스템은 피로성능과 수밀성능의 검증을 거쳐 광양 태인2
교 등에 적용되고 있다. 공사비는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양 무어링 케이블
등 해양 구조물에도 응용할 수 있다.

2400MPa PT 케이블 시스템은 PSC 교량 현장인 태인2교, 대성교 등 교량설계에 반영

연구진의 한마디

되었고 LNG 탱크나 원자력발전소 격납 건물 등 타 산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케이블과 고강도 케이블이 적용된 장대교량의 비교설계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국내 기반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외 기술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는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작업체 여러 곳을 직접 다니고 현장에서 주야로 실험을 하면서 그동안 정리되

결과, 주경간 1.5km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에서는 15%, 주경간 800m의 사장교인 인

지 않았던 기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리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

천대교에서는 10% 정도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해야 하는지 막연했지만, 조금씩 꾸준히 쌓인 노력으로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기술로 인해 더 날렵하고 경제적인 장대교량 건설이 가능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성과가 2012년 11월 서울경제TV에 <한국의 신기술, 세계 최대 초장대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상된 국가 토목 경쟁력으로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

교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같이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생애
최초로 매스컴에 얼굴이 노출되어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Fast

하기를 기대한다.

Follower에서 벗어나 First Leader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번의 경험이

기는 하지만 이 경험이 차후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이 관련분야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고강도 강연선용 앵커헤드의 형상변화에 따른 비선형 거동특성 분석
·ILM/MSS 교량의 2400MPa 고강도 PS강연선 적용 경제성 분석 등 국내 학술지 게재 3건
·구조용 케이블의 정착장치

지식재산권 ·강선 케이블의 장력 조절장치

·케이블 수밀성 시험기 등 국내 특허등록 12건
·2400MPa급 PC 강연선 제조 및 이용기술, 고려제강, 3억 2000만원

2200MPa MS 및 2400MPa PT 케이블 태인2교 현장 적용

기술이전

·2200MPa급 15.7mm 아연-알루미늄 도금 강연선 및 2100MPa급 5.4mm 아연-알루미늄
도금 강선 제조 및 이용기술, 고려제강, 2억 5300만원
·POSANCHOR 22PT/24PT, 케이티에이, 1500만원
·2200MPa MS 사장교케이블 시스템, 케이티에이, 4000만원
·2200MPa Multiple Strand 케이블 균등긴장시스템 이용기술, 포스코건설, 2400만원
·케이블 성능인증 시스템 구축, RIST(자체실시) 등 기술이전 6건 완료, 2건 진행중

현장적용

·태인2교(포스코건설), 2200MPa MS 케이블 50톤, 2400MPa PT 케이블 150톤
·대성교(삼현피에프), 2400MPa PT 케이블 10톤
·구즉대교, MS 케이블 성능인증 시험 수행 등 현장적용 3건, 설계반영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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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기술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가 갈수록 커지는 
환경오염과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을 해결할 것이다”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가
미래 교통을 책임진다

현재 도시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환경오염이나 교통

체증, 주차난은 항상 대두되는 문제다. 이런 교통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형 신교통시스템 창출을 위한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아마딜로-T’를 개발했다. 아마딜로-T는 고령화 사회, 제한된 석유자원

에 대비해 노인 복지, 친환경에너지 사용, 근거리 도심 또는 지역사회 교통수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창조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크기는 작아지고, 친환경적인 차를 선호하는 추세다. 소형차 또
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의 제품 매출이 늘고 있다. 독일은 10억 유로를 투입해

2020년 전기자동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감면과 전기자
연구책임자

서인수

소속기관 KAIST
insoo.suh@kaist.ac.kr
☎ 042-350-1261
연구기간 2011.12 ~ 2014.9

연구진
이민영, 김제독, 황가람, 이기범, 에밀리오 하니,
김도영, 이호진, 탁준영(KAIST)

동차 전용차선 지정, 주차 우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전기자동차 배
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 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프랑스, 일본,
중국 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자동차 전
문가들은 효율 높고 실용적인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기자동차는 주차할 때 차가 접히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초소형
접이식이다. 적을 만나면 공 모양으로 몸을 둥글게 말아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인 아르
마딜로의 이름을 따서 ‘아마딜로-T’라고 이름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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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딜로-T
일반 주차장 한 자리에
3대 주차

아마딜로-T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그대로 아르마딜로 같이 차체가 말려 부채처럼 접
히는 것이다. 평소에는 길이 2.8m로 시중에 판매 중인 국산 경차보다 80cm 가까이
작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차모드가 되면 차량이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부
채처럼 접히면서 1.65m 길이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키보다 작은 크기
다. 이렇게 작아진 아마딜로-T는 일반 주차장 한 자리 크기에 최고 3대까지 주차할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 주차도 가능하다.
아마딜로-T는 500kg의 무게에 최고속도는 시속 60km까지 낼 수 있으며, 탑승 정원

프레임 및 내부 시스템

폴딩 모터 및 고정 시스템

은 2명이다. 13.6kWh 용량의 리튬배터리를 탑재해 10분 동안 급속 충전하면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 동력은 바퀴 안쪽에 장착된 인-휠 모터(In-Wheel Motor)에서 나온다. 이처럼 동
력 장치를 바퀴에 적용함으로써 차량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탑승자의 편의를 높였
다. 4개의 바퀴는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기존의 차량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낸다.

로드앤드 베어링

해 좌·우·후면을 볼 수 있도록 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휴대전화로 차량

후륜 쇼크 업소버 바

어퍼함 브라

밸 크랭크

휠 허브

푸시로드

스플라인 기어
허브 베어링

어퍼암

브레이크 캘리퍼

모터 어셈블리

마그넷 홀더

로워암 브라켓

이와 함께 차가 접힌 상태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넣는 공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사이드미러를 없애고 카메라를 통

EPS 모터

전륜 암

EPS 컬럼

조향 토크/각도 센서
EPS 제어기

브레이크 디스크

유니버셜 조인트

브레이크 캘리퍼

풀 로드

엔코더 마그넷
로워암

베어링

엔코더 PCB

인휠 구동 시스템

로워암

밸 크랭크

조향 기어

전륜 쇼크
업소버 바

전자식 조향 시스템

운전제어가 가능하고, 컴퓨터가 배터리 잔존량 등 각종 차량 정보를 모니터에 표시해
주는 첨단 IT기술도 접목했다.

아마딜로-T가
이끌어 나갈
앞으로의 100년

2013년 8월 아마딜로-T의 시제품이 공개됐다. 그리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
국 지역희망박람회에 대전시 대표 성과로 전시하고 주행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이 밖
에도 한국자동차산업 전시회, 서울시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등에 참여해 많은 사람에게
아마딜로-T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시제품 차량이라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능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ITS기반 지능형
자동차부품주행시험장’에 가서 최고속도, 등판성능, 선회반경 시험 등 주행시험을 진
행하였으며, UN 및 유럽의 자동차 분류 기준인 L7 등에 기초하여 국내에 초소형자동
차 세그먼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안전 인증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
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마딜로-T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은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일부 의견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 단계 이전에 만드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 개념도

는 시제품 개발은 기존 법규에 대한 검토,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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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부품을 일부 해외에서 구매하였는데, 모터제어기에 들어가는 한 부품의 경우 회로를 제공

하지 않아서 보호회로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회로 작동이 중지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새로 구매해야 하는 가격 부담도 컸지만 이스라엘에서 배달되는 시

간이 길어, 노심초사하면서 부품 공급을 기다리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느라 연구원들이 주말은
물론이고 밤을 새며 고생했습니다. 차량이 시제품이므로 일반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4륜 구동이므

로 국내에 이러한 차량을 시험할 실험실이 적합지 않아 차량 시험 평가가 아주 제한되어 많은 시험

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의견 중 자동차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생산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제품

단계 이전의 시제품은 기존 법규에 대한 검토,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이해, 국내에 아직 존재
하지 않는 초소형세그먼트 개발 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자동차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혁신적
인 연구개발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초소형 차량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기관이 나서서 진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제품을 완성하고 아마딜로-T 소개를 담은 1분여 분량의 동영상은 현재 1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르마딜로처럼 차체가 접히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적
으로 유일한 혁신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새로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접이식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되기

주요 연구 개발 성과

·Coil Design and Shielding Methods for a Magnetic Resonant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논문

위해, 모터의 무게 대비 비출력을 높이고 차량의 양산 설계 및 제어개발, 차량 및 구동

·Implementation cost comparison of different types of EV energy replenishment
technologies for public transit bus systems
·Prototype design and evaluation of an FSAE-based pure electric vehicle with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등 SCI 논문 게재 3건

계 경량화, 동력 성능 및 주행안정성 최적화 등을 통하여 초소형 시장에서의 벤치마

·차량 접힘 제어 시스템 및 그 제어 방법

킹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창올림픽 또는 지자체 규모의 테스트베드 실

·이동 수단의 집단 제어를 위한 장치 및 방법
·자동차의 주행 안전성 통합제어 시스템 및 방법

증 기회를 찾고 있다. 아마딜로-T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접이식 자동차를 위한 접힌 상태의 원격 구동 제어 장치 및 방법
지식재산권

·인휠모터 구동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이를 이용한 조향 제어방법
·접이식 자동차의 구조 및 그 제어방법 등 국내 특허출원 18건, 국외 특허출원 1건
·차량의 듀얼 레버식 조향장치
·지능형 주차장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카트 시스템을 이용한 지능형 주차장 관리 시스템 및 방법
·접이식 승용차의 디자인 등 국내 특허등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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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기술 자립화

국토교통 R&D 핵심기술의 국산화는 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춰 해외
기술 도입비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관련 분야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합니다. 급변하는 해외기술
에 대응하고, 강화되는 선진국의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
R&D 각 분야의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Competi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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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자립화 | 철도기술연구사업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
도시를 달린다

분진 및 소음이 없어 도시에서 운행하기 적합한 자기부상열차는 관련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이미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용화로 가는 중간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내 상용화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물론, 해외시장 진출 역시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실용화 사업을 통해 경쟁국과 대등한 기술

력과 시스템을 구현해 궁극적으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실용화에 기반을 마련했다.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철로 된 레일을 당기는 힘으로 뜨게 되며,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상태에서 선형유도전동기의 추진동력으로 달리는 것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레일과 마
찰이 없어 바퀴가 달린 기존 열차에 비해 소음이 적고 승차감이 훨씬 좋다.
연구책임자

신병천

소속기관 한국기계연구원
bcshin@kimm.re.kr
☎ 032-741-8001
연구기간 2006.12 ~ 2013.8

연구진
김동성(한국기계연구원),
김국진(현대로템), 정남철(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장점 덕분에 자기부상열차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 유리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착수했다. 시제품은 이미

2004년에 만들어져 주행시험 등의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수요처가 없는 등 여러 가
지 어려움에 부딪혀 실용화 단계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인
천국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 6.1km 구간에서 총 4편성(8량) 자기부상열차‘에코비
(Ecobee)’를 개발하여 시험운행 중에 있다. 본 성과물은 우리나라에선 처음 개통되
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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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6.1㎞를
15분 만에

2014년 5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역(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으로부터 쭉 뻗은 레일
위에 노란색의 작고 귀여운 열차 한 대가 서 있다. 도시철도로 모든 법적시험을 마
치고 영업운행을 준비 중인 국내 최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에코비’다. 문이 열
리고 열차가 출발하자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무 소음 없이 미끄러지
듯 열차가 ‘스르륵’ 움직였기 때문이다. 레일 위로 8mm 뜬 상태에서 달리는 에코비
는 실내, 실외 소음이 모두 6dB 이하다.
자기부상열차를 레일에서 띄우는 기술은 크게 자석 양극의 반발력을 이용하는 반발

종합시험운행 수행 및 법에 따른 성능시험 수행

식과 자석과 자성체의 인력을 이용하는 흡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에코비는 상전도 흡인식 기술을 사용했다. 열차에 설치된 전자석이 레일의 아래를 감

싸도록 설치하고 전자석이 레일을 향해 위로 달라붙는 힘으로 열차를 띄우는 것이다.
2014년 9월 개통 예정인 에코비는 인천국제공항역을 출발해 6개 역을 통과한다. 총 거
리는 6.1km이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시철도로 평균 시
속 50km이지만 최고 시속 110km까지 낼 수 있다.
에코비가 개통되면 일본 나고야를 달리는 열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리는 도
시형 자기부상열차가 된다. 이런 에코비가 탄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노력
이 있었다.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해 완벽히 자립하기 위해서 열차 차
체뿐 아니라 전용 선로, 시스템 등 열차 전반에 대한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양산차량 3편성 차량기지 입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연구개발은 먼저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통합했다. 시범노선 운영 시나리오와 종합시험 운행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RAMS 및 생애주기비용 예측 모델을 분석했다.
시범 노선 주요 시험결과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결과

실내, 실외(7.5m 이격거리)

실내 64.6dB(A), 실외 64.5dB(A)

부상안정성

주행시 부상공극 변동 측정

최대 110km/h에서 ±3mm 이내

추진·제동성능

추진 및 제동 성능과
각 서브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확인

최대 110km/h 달성

시스템성능시험

- 구성품·완성차·본선시험

- 법에 정한 52개 차량성능시험 완료(2014.4.19)

- 시설물 검증시험

-시설물 검증시험 17항목 검증 완료(2014.4.28)

영업시운전 서비스가용도(1일 139회 운행)

영업시운전 서비스가용도 95.6% 만족(기준 93% 이상)

소음

시범노선 복선 6.1km(차량기지 1, 역사 5) 구축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반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하기도 했다. 시제

서비스가용도

모든 서브시스템 정상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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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량 1편성)을 개발한 뒤 기계연 시험선로에서 8000km 이상의 연속주행시험을
통해 성능검증을 마쳤고 일부 성능보완을 거쳐 시범노선에 투입할 4편성 자기부상열
차 개발을 마쳤다. 그리고 2010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 시범노선 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도시철도시스템의 한 종류로서 기존 바퀴형 열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공사를 마치고 차량을 입고해 도시철도로서의 법령에서 정하는 차량성능시험과 시

개발된 도시철도입니다. 주요 기술에 있어서는 부상·추진과 관련된 사항만이 다른 형태이지만 경

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고 영업시운전을 마무리하여 우리나라 최초 도시형 자기부상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열차 공통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들을 자기부상열차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차 에코비가 탄생한 것이다.

자기부상열차 기술
100% 독립

국내 실용화에서 나아가 국외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도 진행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대하여 기술로드쇼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 활동을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스부르크시에서 계획 중인 도시철
도로 자기부상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의 교통정책을 지원하는 주립
교통대학교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자기부상열차 기술이 100% 완벽하게 독립했다는 사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18건, 특허등록 25건, 실용신안 3건, 의장 3건
·자기부상열차용 소형/경량화 추진제어장치

실을 증명하고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성과이다. 이 밖에도 인
도, 카타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SCI 논문 게재 3건, 국내 논문 게재 6건, 국내외 학술대표 발표 120건

·자기부상열차용 멀티미디어 컨트롤 시스템 개발
기술적용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차량개발 및 제작 기술실시계약
·자기부상열차 제동시스템 및 연결기

고 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추진시스템 성능개선 기술실시계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기존 바퀴가 달린 열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도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교량하부구조 급속시공법 기술실시계약

철도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첨단 도시교통수단으로 도시의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삶

·자기부상레일 납품,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노선, 80억 원

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곳곳을 비롯해 전 세계에
국내 기술로 제작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달리기를 기대해 본다.

상용화

·자기부상레일 곡선가공,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노선, 4억 4500만 원
·관절형 2방향(2개소), 3방향 분기기(4개소), 건넘선 분기기(3개소) 납품,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노선, 1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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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자립화 | 건설기술연구사업

“현수교 케이블 가설 핵심장비를 국산화하고 
현수교 시공법 상용화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현수교
우뚝 서다

2009년 연구를 착수하던 당시에는 국내 현수교 케이블 시공이 전적으로 일본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현수교 케이블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기술을 제외한 시공기술에 있어 국내

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공법 및
형상관리(PPWS)

업체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시공기술 개발로 울산대교를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터키 보스포러스2교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 계속되는 현수교 시장에서도 기술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확신한다.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현수교 케이블 시공기술이 전무했다. 시공 장비는 모두
일본 건설업체에서 대여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 현수교 시장 역시 유럽의 몇
개 국가와 일본,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다. 만약 현수교 시공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
연구책임자

서주원

소속기관 현대건설㈜
jwseo@hdec.co.kr
☎ 02-746-3915
연구기간 2009.11 ~ 2014.3

연구진
정운, 김규왕, 이성형(현대건설㈜)

라도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변수가 있어 연구개발 타
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9년 11월, 국책 과제 참여로 현수교
시공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수교는 현수 케이블에 현수재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다리의 상판을 매달아
만든다. 현수재는 다리 상판의 무게를 현수 케이블에 전달한다. 즉 현수 케이블은 다
리에서 가장 중요한 끌어당기는 하중을 받는 인장재이다. 따라서 적절한 현수 케이
블을 제작하고 주탑과 다리 상판에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현수교 시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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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을 육각형 형태로
만든 PPWS 시공법
개발

우선 현수교용 초고강도 케이블 기술을 개발했다. 초고강도 케이블을 사용해 시

매암동 AN1 중력식 앵커리지측

공하면 인장강도를 극대화해 케이블의 직경을 줄이고 주요부재의 물량을 절감해
PPWS 언릴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초고강도 케이블을 육각형 형태의 다발

운전제어실

로 뭉쳐 시공하는 ‘PPWS 공법’을 개발했다.
PPWS(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는 고강도 강선 여러 개를 육각형 모양

홀링로프

으로 평행하게 집속해 케이블을 가설하는 현수교 주케이블 가설공법을 말한다.
PPWS 공법은 기존 AS(Air Spinning) 공법과 대비하여 초장대 현수교에서 중요시
되는 가설 시의 고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가설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드라이빙 윈치

기술적으로 진보한 공법이다.
개발 첫 단계로 현재까지 적용 사례가 없었던 초고강도 PPWS에 대한 합리적인

로프 언릴러

품질 기준을 정립했다. 케이블의 기계적 특성으로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

로프가설시스템의 울산대교 현장 실증

등을 포함하고 화학적 특성으로 도금량 및 도금 균일성 등의 기준을 규격화했다.
또한 현수교 주케이블용 PPWS의 실용 특성으로서 강선의 직선성을 향상시키기

다음으로는 자재공급-장비국산화-가설에 이르는 패키지화된 통합 기술을 확보

위해 강선 방치시의 지름(free cast diameter)과 강선의 들리는 정도(free lift)를 상

하기 위해 시공에 필요한 현수교 주케이블용 PPWS 가설장비와 공법 개발에 착

향 규격화했다. 그 결과 인장강도 1960MPa급 초고강도 PPWS 케이블을 개발하

수했다. 주요 장비로는 드라이빙 윈치(Driving Winch), 로프 언릴러(Rope Un-

고 양산에 들어갔다.

reeler), PPWS 언릴러가 있다. 드라이빙 윈치는 케이블 가설용 로프 구동장비이
며, 로프 언릴러는 케이블 가설용 로프 공급장비, PPWS 언릴러는 케이블 공급장
비이다.
이 중 핵심 구동장비는 드라이빙 윈치이다. 개발된 장비는 주경간장 2km급의 시
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전기 인버터 방식으로는 세계 최대 가설
용량인 37톤 성능이다. 전기 인버터 방식은 기존 유압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월
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다.

국내 현수교 기술,
터키로 전파하다

길이 2970m, 너비 25.6m, 주탑 높이 203m, 주탑 간 거리 1150m의 울산대교가 2015
년 5월이면 준공된다.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다리의 양쪽 끝에만 주탑을 설치해
단경간 현수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길다.
울산대교를 지탱하는 PPWS 케이블은 7400여 개의 강선을 뭉쳐 만들었다. PPWS

로프가설시스템 배치 개요도

케이블에는 124개의 현수재가 달려 있어 158~442톤 무게의 상판 65개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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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해외 진출

기술 선도

울산대교 (국내, 2014년)

보스포러스 제3대교 (터키, 2015년)

차카오교 (칠레, 2016년)

연구진의 한마디

- 1960MPa 케이블 세계 최초 개발 적용
- 국내 최초 PPWS 시공법 상용화

- 사장-현수교 기술적용
- 해외 현장에 기술 적용할 교두보 확보

- 장경간 케이블 교량 기술 패키지화
- 3km급 초장대교 기술 선도

2009년 연구 착수 당시, 해외 현수교 시장은 유럽, 일본 및 중국에 의해 기술이 독점된 상황이었습

니다. 현수교 설계기술을 제외한 시공기술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본 기

술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확보

울산대교 현장 여건에 맞도록 케이블 가설 시스템을 제작해 앵커리지를 시점으로 하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은 과감한 국책과제 참여로 기술개발에 착수하
였습니다.

여 케이블을 인출하고 주탑을 통과해 반대측 앵커리지에 케이블을 정착한 뒤 시점으

국내외 시장수요 및 기술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최종 PPWS 시

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시공했다.

공법을 상용화하였고 핵심 테스트베드인 울산대교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어 후속 프로

젝트인 터키 보스포러스3교 수주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다경간 현수교인 칠레의 차카오교 수주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터키 보스포러스 해협에도 우리 기술로 만든 현수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현수교 시장에서 기술최고위를 선점함으로써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

가 지어지고 있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이 공동 시공 중인 보스포러스 제3대교는 전체

라 꿈꾸는 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수주전략으로 해외 현수교 시장
에서 국가의 위상을 빛내겠습니다.

길이가 2164m, 주탑 간 주탑 거리가 1408m에 달한다.
보스포러스 제3대교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사장-현수교’ 방식으로 건설된다.
현수교 방식과 케이블을 주탑에 바로 연결해 다리 상판의 무게를 지지하는 사장교 방
식을 하나의 교량 내에서 재현한다. 이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도로
와 철도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현수교와 사장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 다리가 준공되면 극심한 이스탄불의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처음 연구개발을 착수할 때만 해도 국내에는 전무한 기술, 불확실한 수요 등 제약이 많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아름다운 현수교가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모형 현수선을 이용한 현수교 PPWS 형상관리를 위한 새그민감도의 실험적 검증
등 국내 학술지 게재 2건
·단일 캐리어에 의한 복수개 스트랜드의 동시 가선을 이용한 현수교 케이블의 시공방법

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제작 및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에는 세계 곳곳에

·현수교 PPWS 가설 중 형상관리를 위한 PPWS 새그 및 장력민감도 산정법 개발

·위치좌표 측정치에 근거한 케이블 장력 수정치 연산을 이용한 장대 교량의 선형 관리 시스템
지식재산권

·수치해석 기반의 새그민감도를 이용한 현수교 케이블의 현수선 형상 조정 방법
등 국내 특허출원 8건
·미분관계식 기반의 새그민감도를 이용한 현수교 케이블의 현수선 형상 조정 방법
·현수교 시공용 저중심 독립형 크레인장치, 및 이를 이용한 현수교의 교량블록 인상방법
·캣워크로프의 인출속도 제어를 이용한 현수교의 캣워크로프 가설방법 등 국내 특허등록 4건

현장적용

·울산대교 주케이블 가설(2014년)
·터키 보스포러스3교 주케이블 가설(2015년)
·칠레 차카오교 주케이블 가설(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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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자립화 | 플랜트연구사업

“천연가스 액화공정 핵심 기술 개발로 
미래 가스 플랜트 시장에서 막강한 위치를 선점하다”

해양플랜트의
고부가가치 기술인
천연가스 액화공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다

대규모 천연가스 액화공정은 선진사들의 기술 장벽에 가로막혀 진입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해상용 중소형 천연가스 액화공정의 경우 시장이 조성된 역사가 길지 않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본 연구단이 개발한 KSMR 공정은 기본 설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정이 될 것이
다. 본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국제 가스플랜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상용 천연가스 액화공정 개발

해상에 위치한 중규모 가스전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상 플랜트 설비를 이
1

연구책임자

이상규

소속기관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lsg@kogas.or.kr
☎ 032-810-0351
연구기간 2011.7 ~ 2016.6

공동연구자
이문용(영남대학교),
여경철(두웰테크놀로지)

 iquefied Natural
L
Gas-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액화천연가스-부유식 원유생산
저장하역설비

용한 자원개발 수단으로 LNG - FPSO1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가
스전은 메이저 기업이 이미 점유하고 있고, 대규모 LNG 액화플랜트 건설 역시 투자비
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중규모 LNG - FPSO의 시장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LNG - FPSO 기술은 크게 LNG 화물탱크 등 선체부(Hull)와 선상부(Topside) 플랜트
기술로 나뉜다. LNG 선박에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5대 대형 조선소 기준으로
연간 20여 척의 LNG - FPSO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Topside
플랜트에 대한 엔지니어링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해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운영되는 해양플랜트는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
다. 그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건조를 통해 기술 입증과 성능 확인을 위한 실증을 거
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독자개발 공정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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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환경에
최적화된 신액화공정
개발

본 연구단은 신액화공정인 KSMR(Korea Single Mixed Refrigerant) 냉동사이클을 개

또한 기존의 LNG - FSPO 공정(설계 기준)인 DMR과 LiMuM 공정의 비교를 노르웨

발하였고, 이를 검증할 파일럿 설비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의 칸파 아라곤(Kanfa Aragon)이라는 pre-FEED 선진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

KSMR 공정을 기본으로 하여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천연가스 액화공정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단의 액화공정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얻었다. 연구개발이지만 실제적 적용

하였다.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맞도록, 냉동사이클의 구조를 더욱 단순하게 하면

가능성이 높도록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한 가스전에 대하여 pre-FEED를 수행하였다.

서도 높은 효율을 갖는 냉동사이클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핵심이었다.

주 열교환기, 압축기 및 드라이버 구성, 냉동사이클 설계 및 최적화, PFD와 Heat &

천연가스 액화공정의 개발과 설계가 어려운 주 요인은 냉매의 조성을 설정하는 것이

Material Balance 등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처리 공정 및 선체부 설계 등

다. 연구단은 냉매조성 최적화 분야를 5년 이상 집중 연구하였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을 협력팀과 같이 추진하였다. 계속해서 계산서와 P&ID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최적화 시스템(prototype)을 만들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액화사이클의 종

본 과제의 성과물은 LNG - FPSO의 Topside의 공정 설계도면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류 및 최적화 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방법론을 결정하게 구성하여 적용성을 높였으며,

LNG-FPSO는 해양이라는 환경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KSMR의 경

실제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우는 그 구조가 C3MR(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에 비하여 단순하고

새로운 액화공정 및 냉매 최적화 방법은 모두 새로운 방법론이다. 신액화공정의 경

효율 측면에서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LNG - FPSO의 Topside를 위한

우 특허출원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다면, 냉매 최적화 방법은 논문으로 성과가 나타난

최적의 공정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결과물의 형태는 특정 환경에만 적용 가능한

다. 과제 시작 후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7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SCI 논문 9건

1회성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 아닌, 기본설계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세계 각지의 다

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투고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양의 연

양한 환경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 성과가 기대된다.

KSMR 액화공정도

KSMR 테스트베드(PFHE형)

LNG-FPSO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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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스플랜트 시장,
한국형기술로
선도하다

석유 자원의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서의 천연가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고, 각 국가들은 천연가스 자원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가 간의 LNG 교
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LNG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스전의 일부는 가까운 시기 내에 고갈되며,

연구진의 한마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스전 개발 및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의 건설이 요구된다.
가스전 소유국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신뢰성을 가지는 플랜트를 건설하여 가
능한 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했

2008년도부터 시작한 천연가스 액화공정에 대한 연구로 액화공정 자체에 대한 자신은 있었지만,

을 때 KSMR 공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정이 될 것이

해양 플랜트 공정기술 개발인 본 과제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연가스 액화플

랜트는 육상형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 규모가 큰데다, 더욱이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다. 앞서 설명했듯이 천연가스 액화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인 C3MR 공정과 비교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기에 약간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를 했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의 공정 이득을 가지게 되므로 미래의 가스 플랜트 시장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지 않은 기술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스전에 연구 기술을 적용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외국선진사와의 pre-

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항목

수출액

설계용역비
외화가득율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FEED 수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선진사를 쫓아가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액화공정을

기대효과

산출내역

비고

60억 달러

30억 달러 x 2척/년

조선사

1.8억 달러

60억 달러/년 x 3%

Topside 설계사

18억 달러

60억 달러x 30%

기자재, 설계 등

75억 달러

60억 달러 x 1.25

산업연관효과 1.25

9644명

2411명 x 2척 x 2

LNG선의 2배 적용

100번 이상 반복 설계 및 최적화를 수행한 나머지, 나중에는 연구원들이 그 공정만 봐도 거의 구토

할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개발한 KSMR 액화 사이클이 실제

로 운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 도전하

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몸소 체득한 계기가 아닌가 합니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Design and optimization of heat integrated dividing wall columns for improved debutanizing and deisobutanizing fractionation of NGL
논문

·Techno-economic analysis of potential natural gas liquid (NGL) recovery processes under
variations of feed compositions
·Debottlenecking the Retrofitted Thermally Coupled Distillation Sequence
·Knowledge based decision making method for the selection of mixed refrigerant systems
for energy efficient LNG processes 등 SCI 논문 게재 9건
·천연가스 액화공정 등 국내 특허출원 7건

지식재산권 ·액화가스의 감압방법

·천연가스 액화공정 등 국내 특허등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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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자립화 |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항공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소형항공기급 민간 항공기의 국내 인증 인프라를 구축했다”

차세대 항공교통수단,
소형항공기 시대 열린다

소형항공기 시장은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형항공기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 운송량과 항공기 사고의 증가

소형항공기급 인증기 개발

로 항공안전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에 국제적 수준의 항공안전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소형항공기급 민간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을 획득하고, 인증 인프라
를 구축했다.

2014년 7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산 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2008년 체결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 관련 제품이 항공기 부품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연구책임자

고대우

소속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
kohdw@koreaaero.com
☎ 055-851-6155
연구기간 2008.6 ~ 2013.12

공동연구자
안석민(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영화(데크항공㈜),
김희원(㈜아스트), 한재도(㈜한얼시스템),
서정배(㈜에어로매스터), 김봉겸(㈜케이엔지21)

소형비행기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열린 회의다.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항공
안전 선진국의 지표로 인식돼 있다.
이 항공안전협정 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한
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민간항공기 나라온(KC-100)이다. 항공안정협정은 항공기
수출이 전제되어야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출이 기대되는 제
품을 생산하고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
민간항공기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본 기술 개발로 국내 항공 산
업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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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기 ‘나라온’
개발 성공

나라온(KC-100)은 단발 피스톤 엔진을 장착한 4인승 민간항공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항공기이다. 항공기 전장은 8m이고, 폭은 11.3m, 최대 이륙 중량
은 1633kg이다. 기체는 복합재이며 세미모노코크 구조로 되어 있다. 엔진은 315
마력으로 터보차저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FADEC)가 장착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엔진을 조절하기 위한 스로틀 레버, 프로펠러 각도 조절 레버, 연료 혼합비 조
절 레버 3개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나, 전자식 제어 장치가 장착된 엔진이 채택됨
으로써 단일 출력 조절 장치로 엔진 조작이 가능하여 조정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상계측

또한 승객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비행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을 장착하였고 동시에
인체 공학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적용하여 동급 경쟁 기종에 비해 항공기 내부 공
간을 크게 설계하였다. 조종간은 Side Stick으로 좌우측 측면에 장착하여 내부 공
간 활용도 및 계기판의 가독성을 높였다.
항공 전자는 최신 전자식 통합 항전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정보의 인지성 및 시인
성과 통합적 상황 인식을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또한 운항 중 조종사의 업무 부하
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장착하였다.
나라온은 최대 고도 7620m(2만 5000ft), 최대 순항 속도 363km/h(196kts), 최대 항
속 거리 1850km(1000해리)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내부 고정식 산소 공급 장치와 의
도하지 않은 결빙 조우 시 회피가 가능하도록 제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운
항 조건으로는 주간 및 야간에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항기 비행시험 센터

개인 항공기 시대
활짝 열어

민간 항공기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추가하여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발자는 이를 충족하는 것을
보여야 하며, 감항당국은 이를 확인하고 충족할 경우 항공기 설계에 대한 형식증명을
발급한다. KC-100의 경우 이를 위해 개발 초기 시편시험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인
증용 비행기를 만들어 비행시험으로 입증하여 형식증명을 획득했다.
또한, 향후 해외 수출을 고려하여 미국연방항공청(FAA)의 형식증명을 획득하기 위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된 도면에 따라 KC-100을 제작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
을 갖추어 제작증명까지 획득하였고 제작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게 감항증명을 획
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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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적 인증 수준

연구진의 한마디

에 적합한 민간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동향, 시장분석 및 고객 선

호도 조사를 하고자 해외 항공 에어
쇼에서 고객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
를 요청하였고 설문조사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에 대한 선

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종사 전문
양성기관을 방문하여 조종사 예비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도 이루

어졌습니다. 항공기의 디자인은 사내 공모를 통해 가장 고객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확정지었습

美 FAA 엔지니어들과의 통제실 운영

니다. 개발 기간도 첫 인증 프로젝트에 비해 너무 짧은 일정이라 연구원들이 주야간 할 것 없이 지속

적으로 설계에 매달렸으며, 야식조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지연 없이 첫 비행

美 FAA 조종사에 의한 비행시험결과 검증

(First Flight)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이를 검증하는 지상 및 비행 시험에서 생각하지 못

국내 최초 민간항공기를 개발하다 보니 비행기 자체 외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구축해야

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내 절차와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

할 인프라가 많았다. 이에 민간항공기 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센터, 탑재 계측 장비, 비행

까지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내 최초로 형식증명·제작증명·감항증명을 취득하였으며, BASA 체결 상대국인 美 FAA 관리에게

통제실(MCR), 민간항공기 비행시험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 장비까지 모두 구축했다.
본 기술이 국제적 수준의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항공안전협정 체결 상대국인 미국의 인증기관인 연방항공청(FFA)에서 직접 조종사
와 엔지니어가 나와 진행하는 기술평가를 총 22회 수행하고 시험비행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본 기술 개발로 국내 항공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민간항공
기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나아가 중소형 항공기, 소형 비즈니스 제
트기처럼 향후 개발될 민간항공기 제작의 훌륭하고 튼튼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복합재 주익을 갖는 소형항공기 조류충돌 시 안전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KC-100 민간항공기 체계안전성 평가
논문

·적합성 입증을 위한 민항기 시험평가 절차 연구
·KAS 23급 민간항공기 형식증명을 위한 적합성 입증절차
·차세대 터보프롭 항공기용 복합재 최신 프로펠러 설계 및 해석
·KC-100 전기체 정적 구조시험 장치
·소형 항공기 미익부 구조 건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등 국내 학술지 게재 37건
·접착댐을 이용한 접착방법
·3D도면시스템의 상세정보 추적 방법
·3D도면시스템의 변환 방법

지식재산권

·항공기 도어 이탈 장치
·항공기 배유기기
·항공기 보조익-방향타 상호연동장치
·항공기의 스핀 회복 낙하산 시스템에 적용되는 낙하산 고정/방출 장치
·로켓 낙하산 시스템 등 국내 특허등록 11건

사업화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 훈련기사업, 방위사업청
·현재 시험평가 및 계약 협상 중(2014년 12월 계약체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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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자립화 | 철도기술연구사업

“전기차 절연구간에서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전기차,
절연구간을
자동으로 통과한다

현재의 전기차는 절연구간 통과 시, Notch-off 상태에서 타행운전으로 통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피해와 열차속도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및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력전자 소자를 이용한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전력
전자 요소기술을 융합한 기술개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성과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절연구간 무접점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기술개발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코레일의 수요 대응을 통해 50~1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절연구간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연구간을
자동 전원 절체하여 통과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전기차가 절연구간을
통과할 때 Notch-off 상태에서 타행운전으로 통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피해 발생과 열
연구책임자

권성일

소속기관 한국철도공사연구원
kwon1911@korail.com
☎ 042-615-4725
연구기간 2009.4 ~ 2013.10

연구원
서명석(산일전기㈜),
윤용한(㈜디투엔지니어링),
한문섭(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인현(티유브이슈드코리아㈜)

차속도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차의 안전성과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차선로 절연구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관한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성과는 열차의 속도 저하 방지 및 전력설비의 전기적 충격 없이 절연구분개소를 통과
함으로써 고속철도 운영기술 고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절연구간에 고속열차
(KTX)가 주동력으로 역행 운전하여 속도향상 및 고객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속열차
(KTX) 주회로 차단기(MCB) 개폐조작 횟수 감소로 KTX차량 성능개선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철도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로 해
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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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량이 전기철도시스템의 필수적 설비인 변전소, 구분소 앞의 전차선 절연구

전원을 온오프하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철도 개발

간을 통과할 때 급전전원을 정상으로 공급하여 Notch-on 상태로 통과함으로써 고
속철도의 운영 효율과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차선로 절연구간 무접
점 자동 전원절체 통과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42kV 자동전원 개폐장치 및 열차검지 인터페이스 장치 시제품을 개발하여 현장 성
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결과물의 현장실증 및 성능평가를 위해 실증시험장

차단기반

사이리스터 반

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결과는 안정화 후 전기철도 구간의 절연구간 설계 및 운영에 전력용 반도체 스
위칭소자를 활용하는 무접점 절체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구매에서부터
시험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자동전원절체 통과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완료되면 국내 전기철도시스템 설
계 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전차 및 절체장치 시스템은 원격 자
료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계된 타 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42kV 자동전원 개폐장치 개념도

호남선 실증시험장 전경
개폐장치①

개폐장치②

개발 시제품

주요 기능
- 절연구간(dead section)을 Notch-off 없이 통과하도록 자동 개폐

정상운전

- 보호계전기를 통한 상위 급전계통에 대한 보호협조

이상조치
151m

개폐장치 사양
개폐장치 구성

검지기①
b

400~450m

검지기②

c

400~450m

- 열차검지장치 : 선로변에 설치되어 3중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연구간 내에
열차가 진입 및 빠져나갔을 경우의 열차 검지
d

열차검지 인터페이스 장치

개폐장치와 데이터 처리소요 기간 M
 ax 1.5s
절체 안전거리 275m 확보 [3.2s-300km/h 기준]

- 열차검지인터페이스장치 : 열차검지장치에서 열차 진입을 검지하면 개폐
장치 쪽으로 절체 신호를 보내주며, 열차가 절연구간을 빠져나가면 다시
개폐장치 쪽으로 절체 신호를 보내 대기 상태로 유지
- 모니터링 프로그램 : 열차검지인터페이스의 현 상태와 열차 검지의 상태를
모니터상에 표시해 주며 로그를 저장하여 이력을 보관 및 열람할 수 있음.

정지형 개폐기 + 고속도 진공개폐기 [By-pass 기능 포함]

b, d 2개소

- 상간 혼촉방지를 위한 회로적·기계적 설계 반영
- surge arrestor를 적용하여 외부 surge에 대한 절체장치 파손방지

전압 42kV, 전류 1000A, 스위칭 절체시간 350ms

열차검지 센서 설치 위치

- 반도체 소자에 대한 방열대책으로 heat-pipe 적용
- 절체장치 파손 시 HVCB에 의한 by-pass 동작 구성

900m

400~450m

a

42kV 자동전원 개폐장치

절연구간 통과 시스템
모니터링 장치

- 고속 데이터 수집 장치 : 전차선로에 투입되는 전압 및 전류를 고속으로 수집
하여 ‘데이터 저장·표시 분석 장치’로 전송
- 데이터 저장·표시 분석 장치 : 수집된 전차선로 정보 및 절체장치, 신호 설비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의 동작상태, 이력관리 등의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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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구분장치
수입대체와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일본에서는 절체개폐기로 진공개폐기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보수의 생력화가
뛰어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 정지형개폐기 적용이 검토되었고, 동일본 철도의 야
이츠 변전소에 개발한 정지형개폐기 자동절체 시스템이 2005년 설치되어 운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선진 기술수준과의 기술격차는 10년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용선

연구진의 한마디

설치가 완료될 경우 그 격차는 5년 이하로 간격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술을 적용하면 이상전압 발생 등으로 변전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전철시스템
의 불안정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전기기관차 주회로 차단기(MCB) 개폐조작 횟수

열차 검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삼도산업전기가 3차년도에 부도 처리되고, 4차년도에는 주간기

감소로 차량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 연구책임자가 시험 도중 특고압 전기감전을 당하여 1년 동안 치료받는 진단이 내려지는 어려움

코레일 관내 절연구분장치(FRP기준)는 162개소로, 개소별 평균 11EA가 외제품(스위

이 있었습니다. 사고 6개월 이후에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어 약 10개월 동안 사고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여 재설치하고 연구 장비 복귀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시험이 완료된 이후 연구 장비와 장소

스 등에서 수입 의존)으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속도향상과 더불어 이중오버랩 등으로

를 호남선 본선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형태의 개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오버랩 형태의 개발시스템을 적용할

호남선 본선에 시설하고(1개월) 시험하는(6개월) 기간 동안에도 시간 부족과 부도 업체의 기술력
이 접목되지 않아 시험에 계속 실패하는 등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RC뱅크를 채용하

경우 53억~10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선 기준으로 연간

고 열차검지장치의 장애요인을 극적으로 찾아 종료일까지 열차통과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8억 원의 차단기 유지보수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었습니다. 열차를 야간에 편성하여 시험하는 과정이라 업무 협의 및 안전 관리가 어려웠고, 시험

도중 실패할 경우 운행 열차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지라 엄청난 부담감에 힘들었습니다. 그러

수입대체효과

나 성공하는 순간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존 총 수량 : 162개소 × 11EA = 1782EA
 기존 대체 비용 : 1782EA × 300만 원 = 53억 4600만 원
 현재 전철화율 53% 달성, 향후 100% 확대 시 100억 원 국산화 예상
유지보수 관리비용 절감효과

 고속선 기준 년간 69만 회/차단기 교체수명 3만 회 × 3500만 원 = 8억 원
 산출 근거 : 1892회 × 365일 = 69만 회

주요 연구 개발 성과

·전기철도 절연구간 통과시스템 및 운영방법
지식재산권
사업화

·주절체장치와 보조 절체장치로 구성된 전기철도 절연구간 자동 절체시스템 및 그 방법
·싸이리스터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전기철도차량의 절연구간 내 자동통과 모의장치
등 국내 특허등록 3건
·향후 수요를 대비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 진행 중

·한국철도공사와 산일전기㈜ 기술실시 협약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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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D
창조경제를 주도할
사업화 유망기술

미래 지향적 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고효율, 고속화,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 및 융합을 통해, 개발 기술의 가치와 사업화 가능성
을 더욱 높여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냅니다. 미래 지향적
기술 수요와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로 국부 창출과 국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창조경제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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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유망기술 | 플랜트연구사업

“해양 천연가스 개발 부유식 LNG-FPSO 
설계 기준을 정립하다”

LNG-FPSO,
우리 기술로 설계한다

LNG-FPSO는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액화설비 그리고 저장설비를 모두 갖추어 해상에서 액화천연
가스를 생산한 뒤 저장하고 있다가 LNG운반선에 액화 상태로 옮겨 실을 수 있는 대형 특수선박이다.
육상 LNG 발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며 설비를 이동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고, LNG운반선보다 4배의
고부가가치를 갖는 복합선박으로 세계 1위 조선해양국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

해양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부유식 LNG 생산플랜트인
LNG-FPSO의 설계 기술 개발

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LNG플랜트사업단 연구를 통해 LNG-FPSO에서 우리나라의 취약부분이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Topside 설계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본 기술결과는 LNG-FPSO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LNG-FPSO 설계에서 참여비중을 차츰 늘려감으로써 국부 창출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BP의 예측에 따르면, 석유 사용량은 점차 떨어지는 것에 반해 가스 사용량은 점차적
으로 증가하여 2030년경에는 가스, 석유, 석탄의 사용 비중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용이 간편한 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 즉 편리성의 상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현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연구책임자

김윤춘

소속기관 현대중공업㈜
yckim@hhi.co.kr
☎ 052-202-0244
연구기간 2011.7 ~ 2016.6

공동연구자
임경인(GS건설), 장대준(한국과학기술원),
황미선(필즈엔지니어링)

기후변화협약의 추진으로 직접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LNG의 수요 자체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오일 메이저와 해양 엔지
니어링 업체들은 LNG-FPSO를 이용한 중소형 가스전 개발(매장량 1~5Tcf, 1Tcf = 1조m3)
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LNG-FPSO가 육상 LNG 플랜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고, 설비를 이동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육상 액화플랜트 건설 시 발생하는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반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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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FPSO는 크게 부유, 저장 기능을 하는 선체구조(Hull)와 천연가스를 생산, 처리하
는 Topside(상부설비)로 구성된다. Topside에는 가스 액화 처리 설비와 발전 설비, 각종
유틸리티 설비, 플레어 타워, 거주구역 등이 갖춰져 있다. Topside는 설비들을 제한된 해
상 플랫폼 공간에 최소한의 중량으로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
다. LNG-FPSO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해상 액화기술과 극저온 하역기술, 액
화 가스 저장용 격납 시스템 제작 기술 등도 개발해야 하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선진 업
체들의 기술 특허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의 조선사의 경우 Hull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도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
가 LNG-FPSO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FEED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Topside 설계의 대부분을 선진 엔지니어링사인 Technip, Saipem, KBR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익 창출의 대부분을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사가 독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조선사 및 엔지니어링사의 한계가
되는 LNG-FPSO Topside의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급 LNG-FPSO

Hull 부 주요 배치 도면(Hull General Arrangement)

FEED 패키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상용급 LNG-FPSO
설계기준 정립과
기본설계

본 연구는 채굴 가능성이 있는 해양가스전을 대상으로 가스전 및 해양조건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처리 및 액화공정의 Topside 플랜트 설계기
술, Topside 공정과의 연계와 LNG 저장탱크(CCS)의 설치를 고려한 Hull 설계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급 LNG-FPSO 설계 기준 정립, Cargo Handling System과 유틸리티 시
스템의 공정 확정, Hull 핵심 도면 작성(General Arrangement, Capacity Plan 등),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작성, Hull 초기 3D 모델링 수행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배관 및 계기도(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수준의 공정설계를 구체
화하고 있으며, 이의 후속작업으로 Topside 모듈설계 및 배치, 안전설계, 구조해석,

Topside와 Hull의 Interface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핵심4과제에서 개발하
고 있는 위험도 평가기술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상용급(2.5 MTPA급) LNG-FPSO

FEED 패키지를 완성할 예정이다.

유틸리티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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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한마디

LNG-FPSO 개발은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기관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추진 방식이 차

이가 있고 연구결과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과제 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자 현대중공업이 주관이 되어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통하여 FEED

개발 추진 일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EPC 수행 경험에 의거하여 설
계 문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기관과 달성일자를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LNG-FPSO 개발에 대

한 참여 연구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기관 간에 업무 협조 체계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계

현대중공업의 고유 LNG-FPSO 모델인 Hyundai-FLNG

LNG-FPSO 시장 진출
및 해외 자원 개발 촉진

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최종 연구 성과 달성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LNG-FPSO의 FEED 패키지를 개발해 Topside에 대한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특히 액화공정을 포함하는 LNG-FPSO의 주요 핵심공정을 개발해 상당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발주처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설계 유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측면에서 LNG-FPSO Topside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영
업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며(연간 136.8억 달러),
더 나아가 국가적 에너지원인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자원개
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utilizing engine exhaust gas for bulk gas carriers
·Auto-ignition characteristics of single n-heptane droplet in a rapid compression machine
·Current trends for the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FLNG) technologies
·부유식 해상원유· LNG 생산설비의 해수 공급시스템
·액화천연가스 생산장치를 이용한 LPG 재액화장치
·해상용 천연가스 처리공정을 위한 충진형 컬럼장치

지식재산권

·미량의 누설 액화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저장유닛 및 이를 사용한 선박
·천연가스 전처리 장치
·극저온 열교환 제어장치
·LNG 생산 시스템 제어장치
·냉매 유동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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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유망기술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사면붕괴에 의한 재해재난 피해를 
순수 우리 기술로 최소화한다”

사면붕괴 피해를
최소화한다

최근 장마철 국지성 호우로 발생하는 지반재해의 대부분은 비탈면 붕괴이며, 우면산 붕괴와 같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비탈면 붕괴에서 가장 활용성
이 뛰어난 앵커분야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문제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앵커 정착부
및 두부 개선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성과인 확공지압형 앵커 시스템은 집중

확공비트를 이용한
앵커 두부처리 개선방법

호우에 의한 사면붕괴 등의 지반재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앵커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유지보수의 대부분은 앵커 두부 부근에 집중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수압판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앵커사고가 빈번하고 유지관리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민경남

소속기관 ㈜세종이엔씨
knmin4183@naver.com
☎ 042-828-6262
연구기간 2010.12 ~ 2012.3

연구진

이재원, 이중관(㈜세종이엔씨)

앵커 두부를 지표면에 근입하여 암반층에 완전하게 밀착시킨다면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하게 되며, 수압판 등 불필요한 구조물이 없어지고 지반펀칭이나 탈락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므로, 앵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
결 방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해마다 비탈면에서의 사고와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장치와
시공방법은 앵커뿐만 아니라 네일링, 락볼트 등 지압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법에 적용
이 가능하여 관련분야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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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근입 지압판과
확공지압형 앵커가
기술의 핵심

기존 앵커와 비교해 볼 때, 본 기술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지압판을 지
표면에 근입시켜 설치하는 앵커 두부처리 시스템은 지표에 돌출되던 콘크리트 수압
구조물이 불필요해 숏크리트, 뒤채움 등 추가공정이 필요 없다. 사면상부의 낙석과 같
은 외부충격으로부터 앵커 두부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철도, 도로 등 절취사면에서는
다양한 식생을 적용할 수 있어 미관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앵커 두부처리(지표근입 지압판 시스템)
기존 기술

Con,c Block

개발 기술
Bearing Plate

Head

두 번째는 확공비트를 이용한 정착부 확공을 통해 지압형 앵커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정착장 감소를 통한 공사비가 절감되고, 지압저항력 발휘로 인해 그라우팅 전에 인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이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그라우트를 양생하기 위한 대기시
간이 불필요해 공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한 번의 장비투입으로 모든 공정을 완료
할 수 있으므로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공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성과 대표도
지압협 앵커

Head
Bearing
plate

탄성 받침대

 수압구조물이 지표로 노출됨

 지압판을 지표 내로 근입시킴

 낙석, 낙반에 의한 파손 발생

 낙석, 낙반에 의한 파손 미발생

 숏크리트, 뒤채움 등 추가 공정 발생

 불평탄면에서도 추가 공정 불필요

 편심으로 수압구조물 파손 우려

 지표면과의 밀착효과가 우수

 수압구조물의 노출로 경관 훼손

 표면식생공 설치로 경관성 향상

지표근입부 확공비트 (Φ400mm)

전면 확공지압형 앵커
기존 기술

일반 앵커

근입 지압판
천공홀 바닥면

탄성 받침대

지압판

우트
그라

개발 기술

확공 지압형 앵커

발생
, 균열
파괴

앵커체 삽입

그라우팅

인장

앵커체 삽입

인장

그라우팅

 그라우팅 후 인장으로 그라우트체 파괴 및 균열 발생  인장 후 그라우팅으로 그라우트체 파괴 및 균열 방지

정착부 확공비트(Φ158mm)

정착홀

그라우트
역류 방지 장치

 그라우트 양생기간 소요(공기 지연)

 그라우트 양생기간 불필요(공기 단축)

 정착장 최소 3.0m 이상 확보 필요

 정착장 1.0m (정착장 감소)

 주면마찰력만으로 인발에 저항

 지압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의 합으로 인발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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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

개발 기술

연구진의 한마디

‘연구실에서는 정갈하게, 현장에서는 터프하게!’ 어디에 있든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은 한결같았습

니다.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한 시험시공 당시, 참여 연구진은 현장보다는 내업에 익숙한 사람들이

라 그곳의 추위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고 허술한 준비에 영하의 날씨를 견뎌야 했습니다. 추위는
-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돌출 수압판 설치
⇨ 위압감 조성 및 경관성 저하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펌프와 호스가 완전히 얼어버려 시험에 필요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

- 앵커 두부의 긴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근입 지압판 설치
⇨ 다양한 식생 시공이 가능해 경관성 향상

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현장시험을 진행하는데 살수작업이 되지 않으니 굴착 작업 중 비산되는 분

진을 제거하지 못해 현장은 먼지 구덩이로 변해 버렸고, 굴착장비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더해 현장

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장 작업진에서는 철수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연구진들의 고집과

열정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다행히 시험 결과는 대만족! 덕분에 고진감래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

단순한 시공법과
공기단축으로
세계시장 노크

겼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모티브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

개발된 성과물은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현장적용성 평가

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를 실시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국제적으로 암반에서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앵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앵커
두부를 지표에 근입한 기술은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므로 금번 연구에서 개발한 확공
지압형 기술에 대해서는 본 연구진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수준이다.
본 기술의 핵심인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앵커시스템과 지표근입지압판은 지반보강
및 기초 분야 원천기술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며, 안전하고 경제적
이면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주변경관 조성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확장력이 개선된 확공용 굴착비트(중국)

지식재산권 ·다중 확장 영구앵커 시공 방법(중국/일본)

·타격쐐기를 구비한 다중 확장 영구앵커 구조체(한국) 등 국내외 특허출원 5건, 특허등록 5건

향후 본 기술의 특징인 단순한 시공법과 공기단축 등을 포함해 개발기술에 대한 적극
적 홍보와 마케팅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중 사면보강공사
사업화

·주암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중 유입부 사면복구(법면보강)공사
·충주댐 발전소 진입도로 사면보강공사 중 비탈면보강공사(보링그라우팅)
·국도32호선 당진 정미 봉생리 수해복구공사 중 비탈면안정공사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중 사면보강공사 등 사업화 5건, 총 계약금액 24억 2900만 원

기술이전
신기술지정

·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앵커 시스템, ㈜청봉건설
·연속식 보강재 주입장치 및 연속식 보강재 주입공법, ㈜케미우스코리아/㈜나노지오이엔씨
·암반에서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앵커시스템, 지아이건설㈜ 등기술이전 9건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 국토해양부
·암반에서 확공을 이용한 앵커의 친환경공정기술, 국토해양부 등 신기술지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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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유망기술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철강산업폐기물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

철강산업폐기물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건설재료 개발 및 적용은 유효한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양한 건설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부산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로슬래그이다. 고로슬래그의 경우 토목 및 건축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기로 슬래그는 그 화학적 조성이 불안정하여 기타 슬래그와 달리 부가

가치가 낮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로 슬래그를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산업폐기물을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제조기술 및
안전한 도로포장 유지보수공법 개발

속경성 콘크리트 및 도로포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연간 3000만 톤 이상 발생하는 전기로

슬래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콘크리트포장 단면보수 재료의 경우, 공용성 확보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들이 다수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들 공법의 공통점은 고가의 속경성 바
인더와 폴리머 제품을 사용하므로 공사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구책임자

배종오

소속기관 ㈜삼우아이엠씨
jobae@samwooimc.com
☎ 02-3400-8751
연구기간 2011.6 ~ 2012.6

연구진
김만호, 정원경, 류광인, 전범준(삼우아이엠씨)
강승희(한국건설품질기술원)

이러한 특성을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함으로써 바인더와 폴리머 사용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면 콘크리트 단면보수 재료가 갖고 있는,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우아이엠씨에서는 이러한 목적 하에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
트 제조기술 및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적
용성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향후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분야에 신기
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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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배합설계가
관건

전기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공학적 안정성과 활용가치가 입증

교통차단 이후 양생, 줄눈재설치 및 교통개방까지 총 공정소요시간은 10시간이었으며,

되고 품질기준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생산지역 한계, 단위중량 증대 등의 문제로 기

강도발현 평가 결과 4시간 초기압축강도 31MPa , 휨강도 6.2Mpa 등으로 고강도 특성을

존 잔골재 대체 자원으로서 그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제강슬래그에 포함된

나타내어 Fast-track에 요구되는 작업공정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안전한 유리석회(free-CaO) 등이 물과 반응하여 Ca(OH)2를 생성하면 체적팽창

아울러 도로포장 유지보수에 적합한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을 하여 붕괴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용 골재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

에서 교통 차단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수 후 장기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어 왔다.

도로 포장의 열화된 콘크리트 부분을 절삭과 동시에 진공 흡입이 가능한 장치로 시

본 기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거한 재료를 사용해 전기로 슬래그의 활용도를

공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정 단순화 및 시공 효율 증대로 인하여 시공비 15% 이상 절

높였으나, 기존의 천연골재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워커빌러티와 압

감하였다.

축강도뿐만 아니라, 방수성 균열저항성 내화학성 등이 확보되는 콘크리트를 만들
기 위한 배합설계에서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여 수많은 실패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실제 배합설계 과정 중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100번째 설계에서 얻고자 하는
성능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00번째 배합설계를 통해 얻어진 콘크리트의 특성은 기존 초속경계열의 시멘트와
비교하여 내구성능에 있어서 동등한 성능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
를 통해 단위 시멘트를 20%, 라텍스 함량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국도 46호선 내 경춘국도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내에서 총면적
100m2의 절삭 덧씌우기 공정을 통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치환 고성능 콘크리트의 내구 특성평가 결과
내구성평가 항목

현장적용성을 위한 공정별 작업일지
시간

09:30

내용

장비

교통차단 시행

싸인카 3대

10:00

1차 파쇄 시행

바브켓파쇄기

10:40

VnW 청소 시작

VnW Blasting

12:10

타설 시작

모빌믹서

14:00

포설 마무리

16:30

줄눈컷팅 시행

17:30

백업재 및 실런트 주입

19:30

마무리 및 교통 개방

탄성계수[7days]

단위

평가기준

평가결과

Mpa

1.13~7.8 x 104

3.2 x 104

염소이온투과저항성[7days]

Coulombs

1000 이하

313

표면박리 저항성[56cycles]

kg/m2

1.0 미만

0.2

구분

동결융해 저항성[300cycles]

%

80 이상

87

시방기준

균열저항성(ring test)

-

균열 없음

균열 없음

측정결과

현장적용성 평가 결과

비고

T=0.05cm
B=0.45m

EFS 100% 치환보수재

컷팅기

총 작업시간 10시간

압축강도(MPa)

공기량
(%)

슬럼프
(mm)

f4hr

f28day

3~6

160~220

21 이상

30 이상

4.7

205

31

56

휨강도(MPa)

f4hr

f28day

6.2

9.1

콘크리트포장
휨설계 강도 4.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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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콘크리트의
제조원가 절감 및
신속하고 안전한
포장보수 기술로 활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 폐기물을 특수콘크리트에 적용한 사례는 극히 적다. 본
기술은 철강산업 폐기물의 재활용과 천연골재 사용저감으로 인한 친환경기술임과 동
시에 특수콘크리트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유사분야에도 발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의 한마디

또한 본 기술이 적용된 교량은 수명이 연장되어 교량상판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 재시
공이 불필요하여 국가예산 절감, 국민 불편 예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철강산업폐기
물 재활용과 천연골재 사용량 감소로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 본 기술
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 성능과 경제성이 우수하여 개발 3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달

철강산업부산물인 전기로 산화슬래그를 특수콘크리트 제조에 처음 사용하다 보니 배합설계 과정

성할 수 있었다.

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특이하게도 100번째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100번 배합 콘크리트라고 별명을 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항상 될 때까지 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기로 산화슬래그 치환 콘크리트를 이용한 도로시설물 포장보수

국도4호선 제2왜관교

국도5호선 장평대교

주요 연구 개발 성과

·슬래그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조성물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

지식재산권 ·워터젯과 흡입장치가 결부된 교면 처리장치를 이용한 교면 포장공법
·슬래그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조성물
·콘크리트 노면 칩핑용 차량
신기술 지정
사업화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 - 신기술 지정 제 665호, 국토해양부
·2013년 100억 원, 2014년 60억 원 매출 달성 (2014년 8월 기준)
·풀무2교 (강원도 지방도 403호선)
·부곡과선교 (경기도 의왕시)

서울시 월계지하차도

서울시 중랑교

현장적용

·홍천국도 46호선, 의정부국도 37호선
·제2왜관교 (국도 4호선) 외 14개소
·월계지하차도 (서울시) 외 10개소
·장평대교 (국도5호선) 외 9개소
·중랑교 (서울시) 외 12개소 현장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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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R&D
국민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복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기술과 기초 공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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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 | 교통물류연구사업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기술을 도출했다”

친환경 자동차,
배기가스 없이
수소 먹고 달린다

자동차는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지만 배기가스에 의한 공기 오염,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친환경적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자동차 산업계에 필수가 되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와 관련된 핵심부품 및 기술을 조기 개발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탈피함으로써

배기가스없이 물만 배출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핵심기술의 선점에 따른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처럼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국제협상에서 환경문
제를 다루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결성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연구책임자

용기중

소속기관 경일대학교
dragon@kiu.kr
☎ 053-600-5336
연구기간 2007.12 〜 2012.12

연구진 
이광범 등 38명(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유기호 등 43명(현대자동차),
유재근 등 8명(한국전기안전연구원),
김민수(서울대학교), 최재훈(한양대학교)

한 많은 곳에서는 이미 무공해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를 포함한 자동차 배
기가스 규제를 입법화했다. 이에 각국의 자동차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기
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말한다. 또한 연료전지 자
동차는 수도권법으로 저공해 자동차는 1종,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종의 표지를 사용
한다. 본 연구는 수소연료전지로 달리는 무공해 자동차 개발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3

94

Welfare R&D

2014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도
안전이 제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가솔린 또는 디젤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
가 반응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며, 이 전기가 모터
를 작동시켜 차를 움직인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나쁜 배기가스 및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로지 수증기(물)만 배출하는
완전 무공해 자동차이다.
이에 반해 차에 수소를 저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충분한 거리를 달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소를 싣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부피를 줄이려면 엄청난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해야 하므로 안전성이 반드

고압의 수소탱크를 실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40% 옵세트 정면 충돌시험

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충돌 사고 시 수소 누출과 고전압 차단에

각 시험들은 40bar 이상 압력의 실제 수소를 연료탱크에 채운 뒤 정면 및 측면, 후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차에 대해 직접 충돌시험을 했다. 최초 충돌시

방 충돌을 하고, 또한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6.6g 이상, 수평방향으로 5g 이상의 충

험에서는 시험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해 고압의 수소 대신에 비활성물질인 헬륨을

격을 주었다. 그리고 시험 전·후 30분 이상의 압력변화량을 체크하여 수소의 누

사용해 연료누출 안전성을 확인했다. 시험 결과 연료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설여부와 고전압 차단여부를 확인하고, 연료저장 및 공급 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다음, 실제로 수소를 충전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고정부 및 연료장치 자체에 파단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였다.

충돌 시험은 정면 및 측면, 후방 추돌 방향으로 실차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수소연

실제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폭발 가능성이 큰 수소를 고압으로 저장하고 있

료공급시스템은 연료탱크의 고정상태와 연료배관 누출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충돌모의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자
동차가 될 수 있다.

공기

후
면

수소탱크 수소
물

연료전지

전기
(직류)

인버터

전기
(교류)

모터

정
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안전 기준 마련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도 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서 수소가 누설
됐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주차장, 터널 등 자동차 기반기설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고, 컴퓨터 해석 모델 설계 및 위험조건에 따른 수소 확산 거
동 등을 분석했다.
주차장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치해석을 하고, 각 조건에 따른
주차장 내부의 수소가스의 확산 움직임을 분석해 수소가스의 분포를 예측했다. 터널
의 경우 차량 추돌을 가정한 해석에 따른 수소누설 조건을 다르게 해 터널 내부 수소
가스의 확산 및 분포를 예측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수소 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념도

전성 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전기준안 및 환기 팬, 수소 센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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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충돌할 경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연구진의 한마디

위해서는 수소가스를 사용해야 실제 상황과

같은데, 폭발물질로 유명한 수소를 최초 충
돌시험에 바로 사용하려니 위험 부담이 컸

습니다. 혹시나 충돌하다 배관이 터져서 고
압 수소가 한꺼번에 많이 누출되는 경우, 바
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비활성물질인 헬
륨을 충전하고 충돌시험을 먼저 실시해 연

료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제야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소충전 충돌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수소가 충전되어 있는 실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그 결과가 궁

금했습니다. 하지만, 700bar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는 5.5kg의 수소를 탑재한 실차 화재시험은 시험장
소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군에서 운영하는 포탄시험

장에서 시험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소 폭발현상은 발생되지 않았고 설계된 배출구로 안
전하게 수소화염이 약 1분 이내로 배출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유럽 수출

설치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소안전성, 운행안전성, 전기 및 전자파 관
련 분야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기준은 2013년 세계기술규정(GTR)으로 채택
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안전 기준 및 평가 절차를 인
정받은 셈이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urge characteristics of the cathodic dead-end mode PEMFC for the
submarine or aerospace application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with the pulsation effects
논문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Experimental study on enhancing the fuel efficiency of an anodic dead-end mod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by oscillating the hydrogen
·Effects of gas diffusion layer structure on the open circuit voltage and hydrogen crossover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했다. 2013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15대를 전달했으며, 이후

·A CFD Simulation of Hydrogen Dispersion for the Hydrogen Leakage from a Fuel Cell Vehicle in
an Underground Parking Garage 등 무공해 수소차의 안전도 확보 관련 SCI 논문 5건

독일, 영국 등에 75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연비측정 장치

유럽시장에 수출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1회 수소 충전으로 최대 594km 주행이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수소 고압용기의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소를 충전 및 방출하는 기구
·수소 확산성 및 연소성 실험장치

가능하다. 가솔린으로 환산할 경우 유럽 기준 27.8km/ℓ의 연비를 나타내고, 영하 20

·자동차 구동용 축전지의 낙하시험장치

도 이하의 저온에서 시동성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갖췄다.

·자동차 성능시험용 가속페달 제어장치

이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양산 체계 구축은 2015년 이후 양산 예정인 글로벌 업체
들보다 최소 2년 정도 빠른 성과이다. 향후 계획은 2015년까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에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1000대를 판매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디딤돌로 삼

지식재산권

·차량용 전원 차단 안전 장치
·삽입형 커넥터 쉴드 연결구조
·커넥터 쉴드 연결구조
·고전압 차폐용 배관 가공 장치
·나사 체결식 커넥터 쉴드 연결구조

아 갈수록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

·친환경 자동차의 절연성능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절연저항 측정 시스템 및 그 방법 등 국내 특허 등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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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 | 철도기술연구사업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열차운영 계획 수립으로 
국가교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한다”

과학적인
열차운영으로
사회비용을 절감한다

정부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철도시스템의 인프라시설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첨단 기술의
도입 및 물가상승 등으로 투자비는 더욱 가중되는 추세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상의 운영효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자원제약을 고려한 최상의 열차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열차운영계획은 수작업 및 노후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인적오류에 대한 위험

열차운영계획시스템(TOPS) 개발

이 매우 높다. TOPS(Train Operation Planning System)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열차운영계획시스템으로, 본 성과의 활용을 통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시설물은 열차운행을 목적으로 건설되고 열차운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철도교통서비스
를 제공한다. 따라서 열차운영계획은 교통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인력 등 운영규모와 철
도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업무이다. 현재 열차운영계획은 체계적인 비
교검증 없이 작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소수 열차계획 업무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
연구책임자

배영규

소속기관 한국철도공사
greenbyg@korail.com
☎ 042-615-5200
연구기간 2011.9 ~ 2014.7

연구진
강
 중혁, 김인철, 이법주, 윤동희, 김경식, 박현규,
인태명, 이근주, 김재국, 최창현, 이의규(한국철도공사)
김장군, 하승수, 김호성, 김현미, 이학일, 김민(LG히다찌)

어 인적오류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 열차운영계획의 신뢰성이 낮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공
정이 복잡하고 작업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적시성 있게 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워 열차서비스
를 극대화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1998년부터 열차다이아전산시스템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본
시스템은 14년이 지난 노후시스템이고, 일본철도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열차운
영조건의 차이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시스템 구현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능이 초보적이고 제
한적임에 따라, 현재와 같은 복잡한 열차운영조건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차운영계획 지원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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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모듈

따라서 한국의 발전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최대한 시스템화하여 인적오류를 예방하고,

동력차견인중량 산정모듈(PTCM)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파라미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동력차의 견인중량, 견인정수, 견인특성곡선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동력차의 견인중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122개 세부기능 구현

열차가속성능 산정모듈(TACM)

열차의 가속력, 가속도, 가속거리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의 가속성능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133개 세부기능 구현

열차제동성능 산정모듈(TBCM)

열차의 제동력, 감속도, 제동거리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의 제동성능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133개 세부기능 구현

12개 독립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자동화율을 63.5% 향상시킴으로써 신뢰

시스템 인터페이스모듈(EIIM)

12개 전처리모듈 및 외부시스템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능부여,
시스템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는 데 필요한 146개 세부기능 구현

성 향상과 작업시간 단축효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열차설계의 정밀도 향상으로 효율

백업(Backup)모듈(BM)

방대한 열차운영계획시스템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부여,
시스템 데이터를 백업하는 데 필요한 31개 세부기능 구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차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신뢰성과 적
용성 높은 열차운영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열차운영계획시스템의 국
산화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열차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처리(Pre-processing) 기능별

적인 열차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처리 독립모듈 개발

핵심 내용

12개의 독립된 전처리 모듈은 2013년 8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처리 모듈

핵심 내용

열차다이아 작성모듈(TDPM)

한국철도의 고속철도(복선), 일반철도(복선/단선), 광역철도 등의
열차다이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220개 세부기능 구현

운전선도 작성모듈(RCPM)

열차종별 운전선도를 선로기준, 열차기준, 지정구간별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의 운전선도(Run-Curve) 작성에
필요한 178개 세부기능 구현

데이터 관리모듈(DMM)

전처리모듈에서 사용하는 운영데이터를 업로드,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부여, 시스템 운영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209개 세부기능 구현

열차다이아 표출·출력모듈
(TDDM)

열차다이아를 Auto-CAD, 그림파일 등으로 화면표출,
플로터(프린터)출력,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다이아를
표출 및 출력하는 데 필요한 72개 세부기능 구현

열차운전시각 표출/출력모듈
(TTDM)

열차운전시각표를 한글, 엑셀, 그림파일 등으로 화면표출, 프린터출력,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운전시각표를 표출 및
출력하는 데 필요한 144개 세부기능 구현

선로용량 산정모듈(TCCM)

철도계획단계 및 철도운영단계의 지정선로, 지정구간, 지정정거장 간
선로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철도운영조건의 선로용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78개 세부기능 구현

표준운전시간 산정모듈(STCM)

열차종별 최소운전시간, 표준운전시간, 패턴열차운전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부여, 열차종별 운전시간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80개 세부기능 구현

토털시스템 구현 및
운영 데이터 구축

이와 같이 개발된 12개의 독립된 전처리 모듈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토털시스
템을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은 한국철도공사 열차운영조건을 충족하는 신뢰
성 높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행 대비 자동화율을 18.3%에서 81.8%로 향상하였다.
또한 열차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설, 전기, 신호, 차량, 운전, 편성데이터로 분류하

개발 시스템 구성도(TOPS)

데이터
관리모듈
인터페이스
모듈

동력차
견인중량
산정모듈

견인중량

운용 DB

내부·외부

백업 모듈
비상가동

열차가속성능
산정모듈

열차제동성능
산정모듈

최소운전시간
가속도

감속도

운전선도
작성모듈

표준운전시간
산정모듈

표준운전시간

열차다이아
작성모듈
열차운전시간

선로용량
산정모듈

운전장표 출력

열차운전시각
표출·출력모듈
열차다이아
표출·출력모듈
플로터·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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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데이터의 활용도에 따라 조건데이터, 기초데이터, 응
용데이터, 참고데이터로 구분하였고 향후 데이터 수정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수식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용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열차운영계획시스템의 성공적인 실용화와 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

연구진의 한마디

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조와 활용방법,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방법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스템 자체에 탑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과학적인 열차운영계획
수립해 국가교통체계
효율화

비과학적인 통계자료와 열차계획 업무담당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열차운영
시스템 개발 당시 열차 계획자의 노하우와 스킬을 시스템에 최대한 접목시켜 효율적으로 진행되

계획에 합리성과 신뢰성을 부여하여 철도시설규모의 적정화와 열차운영의 효율성을

도록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따라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사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열차운영조건을 가

용성과 운용성에 개발효과가 집중되도록 전문가 자문회의(10회), 참여연구원 워크숍(7회), 단계
별 보고회(9회), 그리고 매주 공정회의를 진행하며 사용자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실시간으로 적

진 한국철도에 맞는 새로운 열차운영계획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열차운

용한 덕분에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영에 대한 순수 국내기술을 확보하여 한국철도의 열차운영능력을 대외에 알리고, 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개발자 간의 결속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철도전문

분야에서 경력이 많은 연구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그동안의 철도 경험과 연구 역량을 최

부가가치시스템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대한 발휘하였고, 철도 경력이 없는 연구원들은 성실하게 철도 기술을 습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

본 성과의 활용을 통해, 철도수송수요에 대응하는 열차운행시각을 설정하여 철도이

다. 덕분에 대다수 개발자들이 기획 연구 없이 바로 연구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상호 부족한 지식을

교육과 협의로 해결하면서 성과를 100%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용자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철도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공복지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확한 표준열차운전시간 산정 및 효율적인 열차다이아 구
성으로 운전취급시간과 철도통행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철도교통의 수송분담율 향
상과 철도중심의 국가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철도건설은 건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가’가 중
요한 조건이므로 철도를 건설한 후의 열차운행상황(TPS)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
반을 조성하여 철도망 설계의 정밀도를 향상하고 투자에 대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본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 높은 열차운전시간
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열차다이아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열차운전시간의 신뢰성을
높이며, 작업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현장 적용
사업화
수상경력

·고속철도 열차지연 유형의 구분지표 및 기준
·철도이용수요에 따른 선로용량 변화 분석 연구 등 국내 학술지 게재 3건
·열차운영 계획시스템 및 그 방법
·열차 운영 계획을 위한 지원 시스템 등 국내 특허등록 2건
·한국철도공사에 시스템 및 운영기술 전파
·한국철도공사의 열차다이아전산시스템을 대체하여 2014년 9월부터 열차운영계획 수립에
활용(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완료)
·열차운영계획 수립은 한정된 철도운영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이므로 서울메트로,
주식회사SR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건당 20억 원 정도로 예상
·일본 히다찌와 공동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개발시스템인 점을 감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정성 검증 후 사업화 추진 예정. 건당 20억 원 정도로 예상
·한국철도공사 2014년 발명왕 수상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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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 | 도시건축연구사업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실제 세계를 재현한다”

살아 움직이는
지도를 서비스한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 중에 있으며 많은 이익을 창출

해내고있지만,사람과이벤트,공간이모두연결되는풀모델(Full-model)은아직서비스되지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의 다양한 생태정보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지도 플랫폼 개발

와 이벤트 정보들을 연계시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인 RDM(Realtime Digital Map)에 대한 기반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

의 실시간 다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단조로운 지도에서 벗어나 사람

과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상호작용하는 지도를 만드는 본 플랫폼이 상용화되면 다양한

혁신 맵, 융합 웹서비스, 더 나아가 킬러앱 개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생활 활동 기반의 완전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정보(정주, 이동,
연결)의 실시간 제공과 공간검색, 각종 생활 이벤트 등 살아 있는 공간정보의 서비스가 가
능한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디지털 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위치기
연구책임자

유기윤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kiyun@snu.ac.kr
☎ 02-880-1355
연구기간 2011.12 ~ 2016.6

연구진 
이영민, 노건일, 최재완, 권필,
손화민, 고효경, 이상훈(서울대학교)

반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 중에 있다. 구글에서는 구글맵과 구글어스를 통해
전세계의 벡터와 래스터 기반 디지털 맵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페이스북이나
포스퀘어와 같은 SNS 서비스들이 위치기반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사람과 이벤트, 공간이 모두 연결되는 풀모델(Full-model)은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의 디지털 맵을 각종 SNS 등과 같은 킬러앱의 보조수단으로 쓰고 있을 뿐 본격적
인 차원의 디지털 맵 기반 풀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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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풀모델 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동적 디지털 맵이라는 정적이고 단조로운 모델

트들 간의 연계성을 의미하는 바, 이를 디지털 맵과 연계하여 위치를 정하고, 표현하

에서 벗어나 사람과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상호작용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고, 검색하고, 그래픽으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본 기술개발의 핵심이다. 사

개념하에 더 큰 그림을 그려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람과 사람의 위치기반 연계, 사람과 이벤트, 이벤트와 이벤트의 연계를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살아 움직이는 도시, 즉 디지털 도시를 내 손 안에

다. 연계는 그래픽 측면에서 주로 선형을 이용한 네트워크 표현으로 구현된다.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맵을 기반으로 사람과 이벤트를 통합한 새로운 개
념의 플랫폼을 시도해 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1

디지털 맵을 기반으로
사람과 이벤트의
상호작용이 관건

본 연구의 목표는 공간(디지털 맵), 사람, 이벤트를 융합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지
털로 완전히 구현함으로써 정주, 이동, 연결, 창조의 특성을 지닌 사람의 모든 면을 사
이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맵 상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의 이동을 파악하며, 특정 장소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ealtime Digital Map을
R
구현하기 위한 공간정보와
소셜네트워크 융합 기술

주요 기술1 개발 내용
다양한 공간정보의
자동매칭기반 융합 기술

Realtime Digital Map
멀티 스케일 변환 기술

인간 공간 생태활동 중심의
3차원 공간 태깅과 서칭 기술

실시간 공간정보와
소셜 네트워크 연계 기술

실시간 공간정보와
멀티미디어 정보 연계 기술

혁신적 고부가가치 분석과
다중 측면의 제공 기술

다양한 대규모 공간정보 간의
컨버전스 기술과 이를 이용해 생성된
다축척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간 공간 생태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Realtime Digital Map
공간 서비스 기술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디지털 맵 상에서 공유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기반 요소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우선, 지도 플랫폼은 차세대 웹표준에 맞는 다차원 온라인 매핑 기술
이 적용된 미니어처 가상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에서
생산한 전국적 규모의 디지털 맵인 수치지형도와 도로명주소기본도와 같은 DB들의
자동매칭을 기반으로 융합된 하이브리드 맵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맵은 원하는 디자인의 미니어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형태소 변환이 중요하다. 또
한 이들 생산된 하이브리드 맵을 다양한 축척으로 키우고 줄일 수 있도록 다축척 맵을
자동생산하기 위한 일반화 기술인 멀티스케일 변환기술의 개발이 아울러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근한 모습의 디지털 맵, 즉 가상도시를 기반으로 여기에 사람들과 이벤
트가 나타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기술이 덧붙여지면 된다. 이러한 요소기술에는
우선 사람과 이벤트의 3차원 공간 태깅과 검색 기술이 있다. 여기서 3차원이란 공간적 3차
원이 아니라 2차원의 디지털 맵에 시간 요소가 추가된 3차원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맵 상
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하는 이벤트들의 위치를 시계열로 추적해 저장하고 이
를 검색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소셜네트워크 연계기술의 개발이다. 소셜네트워크란 사람들 또는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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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

AS IS

TO BE

다양한 하이브리드 맵 생성기술 부족

비즈니스 모델 :
Realtime Digital Map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정보와 소
셜네트워크 융합 기술

연구진의 한마디
혁신 맵

수동적/노동집약적 맵 일반화 기술
자동 지도
제작

수동적

대규모 공간 DB 연계/가시화 부족

융합 웹 서비스
킬러앱

연구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

든 자료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야 하는데, 각 부처마다 좌표·투영체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

인간의 정주/이동/연결-이벤트 연계

구 결과 테스트 당시에는 보안 규정 때문에 외부 작업이 제한되어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

고, 외부 작업이 가능해지자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이

익을 주자’라는 모토로 공공복지를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담아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연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진이 함

께 관악산 등반도 하며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세상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혁신 도모

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

을 연구진 모두 공감하며 연구에 임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성과의 서비스 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경우 일반적인 GI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28%를 넘어서는, 고속성장을 위한 주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원천기술의 해외
수출을 통해 매년 500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차
원의 수익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억 원 순익 달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요소기술 성과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공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차원 공간정보 서
비스를 통한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쾌적한 도시 건설과 관련된 국가정책 결정
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진행을 위

주요 연구 개발 성과

·New POI Construction with Street-Level Imagery SCI 논문 게재 1건
논문

·New Trend Analysis of Spatial Information using Big Data Technology 등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18건

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하이브리

·Event Detection using Geo-tagged Contents of Microblog 등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44건

드 맵과 SNS와의 연계 등을 기반으로 융합된 웹서비스, 킬러앱의 개발이라는 단계로

·연속지적도 생성 장치 및 방법

까지 진화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수치지형도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다축척 모델 생성 방법
·연속지적도의 다축척 모델 생성 방법 등 특허 등록 1건, 출원 6건
·건물&도로 DB 반자동 갱신 등 소프트웨어 등록 3건

현장시험

·벡터지도의 타일링 래스터화 기법 등 현장시험 14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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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기술 |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재생 매뉴얼을 통해 쇠퇴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생한다”

주민이 주도하여
쇠퇴도시를 재생한다

국내 다수의 도시들이 쇠퇴현상을 겪고 있다. 그 쇠퇴의 양상은 도시의 중심시가지, 재래시장,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도시의 쇠퇴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쇠퇴하는 도시의 재생은 해당 도시의 경제,

지방도시 재생기법 적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사회,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기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본 성과는 이를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테스트베드에 모의 적용하여 개발된 매뉴얼

로, 향후 쇠퇴하는 지방도시에서 지역경제 및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신도시 개발
등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 개발로 도시생활의 편의
성이 증대된 반면, 원도심과 지방중소도시는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
연구책임자

황희연

소속기관 충북대학교
hwang@cbu.ac.kr
☎ 043-261-2494
연구기간 2007.11 ~ 2014.4

연구진 
김영(경상대학교), 우신구(부산대학교),
구자훈(한양대학교), 이석환(경성대학교),
김남룡(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능과 공공기관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기존 도심인구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외
부로 유출되면서 구도심은 활력을 잃게 된 것이다. 개발이익이 없는 곳일수록 물리
적 노후화와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되었고 근린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이 필
요하다. 최근 도시재생이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인
식되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
불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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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은 경제적
사회적물리적환경적
도시재생을 포함하는
종합예술

도시재생사업 적용 사례

그간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이 물리적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도시재생사
업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형성, 노후시설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
비, 도시기능 및 도시경쟁력의 강화, 도시공간구조의 재구조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도
시창출을 지향한다.
즉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
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전 부림시장 상가

도시재생사업 적용 후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마을기업 제품을 만드는 주민들

마을기업 제품

이와 같은 도시재생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상가지구 활
성화 기법, 주거지구 활성화 기법, 녹색기술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4개
의 도시재생기법을 아래와 같이 실제사업에 적용하였다.
또한 이같은 도시재생기법의 적용을 통해 도시재생기반구축 매뉴얼, 지역역량강화기법
매뉴얼, 도시재생기법 사업화 매뉴얼, 도시재생기본정보 매뉴얼 등 총 23건의 도시재생
기법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쇠퇴도시의 재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도시재생기법 개발
상가활성화신탁 도시재생기법
창업상가 인큐베이터 도시재생기법

지역화폐활용 상가활성화
도시재생기법

상가지구

창업상가 인큐베이터 도시재생기법

상가지도 및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기법
지역미디어 마케팅 도시재생기법

도시재생사업 적용

구분

도시재생기법 개발

전통명가 발굴 및 인증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2013. 12. 24 개촌)
부림시장 내 빈 점포를 대상으로 위탁계약, 리모델링, 작가모집 등을 추진.
현재 24명의 공예작가 입주

전통명가 발굴 및 인증 도시재생기법
상가지구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주민 대상 지역화폐 명칭 공모(가고파 선정) 후 발행하여 시범 운영 실시

생활공예 프리마켓 운영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33회 운영

상가지도 및 디지털 정보시스템 구축
역사문화테마지도(38기관 3500부), 상점정보테마지도(4600부) 제작
현재 상가지도 게시판 설치 준비 중

도시재생사업 적용

주거지구

25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맛집, 제과점, 의류점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상점 발굴. 1차적으로 전통명가(家) 9개 상점, 전통명가(街) 4개 거리를 선정,
추가로 60개의 전통명가(家) 선정
창동 250년 골목 디자인 사업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디자인
도시재생기법

상인학교「250년 골목디자인반」
과 연계 추진하여
250년 골목정비 및 디자인 계획 수립

집수리 지원기법

주거복지 서비스사업

주민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 기반
도시재생기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노후주택 대상 집수리 사업 19호점 완료.
독거노인 대상으로 취약계층 돌봄사업(돌보미 봉사단) 운영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기법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기법

화훼산업 중심 마을기업 운영
1호 마을기업 누림마을공동체와
2호 마을기업인 노산 북카페를 운영 중임

근대역사문화유산 활용 브랜드 및 스토리 개발
근대문화유산활용 도시재생기법

창원TB 6차년도 연구결과물인 근대역사문화자료를 바탕으로
원도심 역사문화 가이드북 제작

주민주도형 커뮤니티디자인·
예술매개 도시재생기법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가로 조성사업
노산동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테마가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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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위한 지침,
이제는 필수

도시재생에 있어 기본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산 활용과 지역정체성 회복이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커뮤니티 중심의 현장학습 체험을 통해 재생 관련 전문지식의 습득과
실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연구진의 한마디

을 갖도록 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동시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수의 주
민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골목길 정비, 주택보수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
립 등 경제적 이익 창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상권 재
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요소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접근 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재생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기

일련의 연구과정 중 도시재생을 반대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경직된 예

산 집행 규정, 현장 공간 확보를 위한 주변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

술적인 장애보다는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더욱 큰 장애요소가

다. 그러나 도시재생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주민대표가 재생주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신하

된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의 중

고, 주민 한 분이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여 훌륭한 현장실험실을 설치하며 고생한 과정들이 나중

요성은 매우 크다.

에는 큰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재생기법 적용 매뉴얼의 효

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오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용성 및 가치는 매우 클 것이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사회 활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혜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재정비구역 주민들의 주거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

·인구와 사업체 변동에 대한 원도심지역과 신개발지역 간 상관성 연구
·예술매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주거공동체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쇠퇴주거지의 예술매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화폐가치 분석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구조 분석 등 국내 학술지 게재 10건
·도시재생 신탁기법 시뮬레이터 시스템 및 그 이용방법

지식재산권

사업화

·도심형온실 비닐하우스 옥상녹화구조물
·도시재생을 위한 전통명가 지정시스템 및 운영방법
등 국내 특허출원 6건, 특허등록 5건, 의장등록 11건, 국외 특허출원 2건
·(창원TB) 개발된 40개의 도시재생기법 중에서 최종 14개 기법을 적용하여
상가지구 7개, 주거지구 3개 사업화 진행
·(창원TB 지원연구) 청주시 중앙동과 사직2동에 각각 상가·주거쇠퇴 활성화 사업화 진행
등 사업화 총 16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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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R&D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친환경 녹색기술

기후변화, 대기 및 수질 오염처럼 등 우리 스스로 만든 위협을 우리가 개발한
친환경 기술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청정 에너지의
활용, 탄소 저감 기술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
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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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기술 | 교통물류연구사업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친환경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다”

무선 전력전송 기술로
달리면서 충전한다

유선 충전 방식보다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에서 무선 전력전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도로 밑에 매설
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차량 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선 충전 방식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버스를 개발하였다. 선진국
들이 선점한 전기자동차 기술 시장에서 무선 충전 방식의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은 기술적 후발국

인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와 내연기관의 운행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세
연구책임자

조동호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원
dhcho@kaist.ac.kr
☎ 042-350-3467
연구기간 2011.12~2013.12

연구진
송민철, 정구호, 윤우열, 김종우(KAIST),
정용완, 전양배, 이흥열, 함병기(올레브),
박성기(승화)

계 각국에서 친환경 그린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클린
디젤, CNG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내연기관
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그린카 개발에 대한 경쟁도 가속
화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적인 형태인 배터리 방식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배터
리, 높은 가격, 적은 용량, 긴 충전 소요시간과 짧은 주행 거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선 충전 방식보다 편리
하고 활용도가 높은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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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실시간
무선 전력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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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념도

무선 전력전송 기술은 일본, 미국 등에서도 핵심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
부분이 정차 중에만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PATH project라

차량 정차 및 주행 중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FIR 원천기술(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개발

고 하는 무선 충전 버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낮은 공극(6cm)과 60%의 낮은 효율 및

Capacitor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실패하였다.

Capble

그러나 연구단이 개발한 무선 충전 기술의 경우, 상용화의 기준이 되는 최저 지상고인
Pick-up Device

12cm보다 높은 20cm 이상까지 공극간격을 확보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Core

특히, 정차 중에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전선로가 매설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이 주행하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

Power line

점이다. 충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운행 효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무선 충전 방식은 직접 충전 방식보다 적은 배터리로도 운행이 가능하고, 직접 충전

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주유소보다 더 비싼 고가의
충전 설비도 불필요하다. 종점이나 정류장, 교차로 부근이나 주차장 등 전체 버스 운
행 노선의 5~15% 정도에만 급전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지나

일반 도로를 충전소로 활용하는 셈으로,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하여

갈 경우에만 인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세그먼트 기술을 사용한다.

전기자동차의 사용 편의성 및 안전성이 크게 확보되었다. 급전 인프라 역시 프리캐
스팅 기법을 도입하여 구축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구축비용을 감소하여 경제성까

*상용 운행 필요 조건 확보

지 증대시켰다.

- 이격거리 : 20cm
- 전력전달 효율 : 85%
- 집전용량 : 100kW
- 전자파 인체 안정성 : 최대 62.5mG 확보

현재 무선 충전 용량을 증대하고 경제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60kHz 무선 전력전송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실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원천기술 테스트에 성공하였다.

3상
380·440V
60Hz

무선충전 전기 버스

급전구조물
버스전용차선

급전
인버터

레귤레이터

200A
20kHz

인버터

배터리
모터

수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녹색기술

기존에 선진국들이 선점한 전기자동차 기술 시장에서 무선 충전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은 기술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점
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인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저렴하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기자

세그먼트

세그먼트

세그먼트

세그먼트

세그먼트

동차 산업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무선 충전 기술은 버스 이외의 다른 도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 및 가전 분야를 넘어 충전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

급전 인프라 및 세그먼트 개념도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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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휴대전화,
휴대플레이어, TV 등 가전제품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

로봇 분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택시, 승용차, 골프카, 공장 항만 등
대규모 단지 내 이송차량, 트럭 등

휴대기기
가전 분야

공항
항만 분야

SMFIR 원천
및 파생기술

자동차 분야

철도 분야

항공기, 선박

연구진의 한마디
레저 분야

사파리 
보트, 놀이공원

BRT, PRT, 경전철,
지하철, 고속철

실제 도로에 급전인프라 구간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 월 1회였던 연구단 회의를

주 1회로 변경하여 매주 주관 및 협동, 공동 기관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점을 토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점이
라 차량 운행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일의 짧은 시간에 야간작업까지 추진하면서 구축을 완

자유롭게 가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무선 전력공급 아파트와 교량 및 건물의 안전진

료했습니다.

1차년도에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표준 급전 인프라를 구축하였지만, 2차년도에 도로에 구축하다 보

단 센서에 본 기술을 적용한다면, 지속적으로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안전하

니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신호등이나 정거

게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장 위치, 주변 시설물 등 도로 여건상 구축이 어려운 지점도 많았기에 수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

철도 분야에 적용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부가선 방식의 가공 전차선 설치에

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13년 8월 6일 성공적으로 개통식을 개최하였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30회 이상의 연구운행 및 시승 운행을 추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필요한 토지, 상부 가설 및 터널 구축 비용 등의 철도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라, 2014년 3월 26일 부터는 구미시의 실제 노선(7번 노선)에 도입되어 상용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 가선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움직이는 노선이 일정한, 항만에 있는 야적장의 크레인과 운반차량에도 적용이 가능
하다. 대부분의 항만 크레인과 운반 차량이 디젤 엔진으로 제작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환경에 문제가 많은데, 본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엔진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감소시킴으로써 친환경 항만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자동차를 위한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
고, 결과적으로 원유 수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 오염물질 발생감소로 녹색환경 조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Wireless Charging Electric Vehicle 등 SCI 논문 게재 3건
·직렬 구조의 급전 세그먼트를 갖는 급전 장치 및 이를 위한 급전 방법
·평판형 구조를 가지는 용량성 코일의 전송선로
·고출력 집전 및 급전 시스템과 그를 위한 고출력 집전장치

지식재산권 ·집전장치 소형화를 위한 급전장치, 집전장치 및 급집전 장치
·매립형 무선 자기장 통신 모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설비 생산, 인프

·급전자계에 간섭받지 않는 자기장 통신장치

라 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GDP 증대(사회적 부가가치 유발)까지, 무

·급전도로용 콘크리트 조성물 등 국내 특허출원 26건

선 충전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보자.

기술사용

·구미시 왕복 24km의 일반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및 시범운행 추진,
시범사업 종료 이후, 구미시 7번 버스 노선(왕복 32km)을 대상으로 정규노선에 도입되어
상용 운행 개시(20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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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기술 | 도시건축연구사업

“최적화된 최고 성능의 녹색 건축물과 
녹색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표준적 가이드를 제시한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녹색 건축 시대가
도래하다

세계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증가 등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 이미 유럽 및 선진

국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목표와 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비생산적, 비효율적, 비환경적으로

움직여 온 기존 건설 산업에 맞서 세계 친환경 건축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녹색

녹색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친환경 핵심 기술 및 통합 프로세스 개발

건축물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건설기술의 혁신에 따른 창업의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행복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증가,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는 21세기에 들어 범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 증가는 지구온난화 및 환
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가스 발생의 40% 정도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
연구책임자

이승복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sbleigh@yonsei.ac.kr
☎ 02-2123-5781
연구기간 2011.12 ~ 2016.6

연구진
김태연, 이상윤, 홍태훈(연세대학교)
정찬우(포스코 A&C)

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구상에 채취되는 원자재의 50%를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있고, 전체 폐기물의 60%가 건축이나 토목공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이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구
축 과제가 주어졌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미 실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1%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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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수립된 결정은 건물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환경

사업화 성능평가부터
통합 설계·시공
프로세스, 성능평가
모니터링까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건축설계행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의 인식 제고와 건축주 및 건설업계의 자발

녹색건축물 실증모델,
포스코 그린빌딩

1st Layer:
Abstract model

기존건축 PROCESS
vs.
IPD PROCESS

태양열을 에너지로 이용하였고, Reuse형 구조접합기술, 고단열 프리패브 외벽 시스
템이 구조체로 이용되었으며, 열미로, 냉방빔(chilled beam), 광덕트, 외장 일체형 진

식, 그리고 설계능력이 필수적이다.

공단열재 등 106가지의 친환경 건축 기술과 국내에 최초로 적용된 7가지의 신기술이

이를 위해 본 연구단에서는 녹색 건축물 통합 프로세스 모델인 IPD(Integrated Proj-

사용되었다.

ect Delivery) Proces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 기존 북미의 통합 프로세스 모델의

연구단은 친환경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인 의사결정 기준 부재, 참여자 간 협업관계 불명확 등을 개선한 IPD Process

성능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녹색 건축물의 운영 단계에서 에너

모델은 건축가, 에너지 전문가, 설비, 전기, 건축 환경 전문가들이 설계 초기 단계부

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

터 디자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반복되는 설계변경 비용을 감소시

고 이를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였다. 녹색 성능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건축물이

키고,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통합하여 녹색 건축물의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

최적 상태로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최적 개선 시점을 찾아낼 수 있어

는 효과가 있다. 건축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주요업무, 친환경 전략, 요소기술, 각 단

건축물의 최적 성능구현이 가능하다.

계별 수행해야 할 평가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최

예측 가능한 에너지 사용 및 저감량은 건물의 경제성 평가와 직결되며 이는 건축 설

고 성능의 녹색 건축물을 제시하고 녹색 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표준적 가이드 역할

계, 건설, 유지관리, 리모델링 등 건물의 모든 생애에 걸쳐 금융, 기술적용, 사업 등의

을 담당하게 되었다.

활동에 판단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 건물 에너지 비
용 및 유지관리 비용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베드는 시장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로, 신축 녹색 건축물의

2nd Layer:
Contents model

IPD PROCESS의 필요성
기존 건축의 문제 인식

델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인 포스코 그린빌딩이 인천 송도에 세워졌다. 지열과

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친환경 계획에 대한 설계자의 확고한 신념과 지

녹색건축물 통합 프로세스 모델
IPD Process Model

건축물의 설계·시공·운영·폐기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친환경건축 통합 프로세스 모

3rd Layer:
Role Players Model

IPD PROCESS
FINAL GOAL:
성능, 비용 최적화

녹색 건축물
IPD PROCESS 개발

IPD PROCESS
테스트베드에 적용

활성화 연구에 관한 홍보에 사용함으로써 국내 건축시장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

4th Layer:
Sample Case Model

하고 있다.

실무프로세스 혁신

Final End User 활용

테스트베드 투시도

테스트베드 시공 현장

127

128

Green R&D

2014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0선

연구진의 한마디

통합프로세스 구축 초기 단계 시,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을 거쳐 통합 프로세스 모델을 4개의 레이어 모델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단계

별로 세분화하는 작업 역시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뤄낸 대장정이었습니다. 테스트베드

테스트베드 실내 아트리움

건설 시에도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던

테스트베드 완공(2013년 11월)

기술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친환경 녹색 건축물

과 관련된 현재 이슈들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 친환경
건축의 국제적 경향을 국내외 저명인사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국내의 여러 친환경 관련 단체를 비롯한 스위스와 영국 대사관의 사절단이 테스

위기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고민한 것이 좋은 결

트베드를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의 건축물이 갖는 전 생애주기를 보여줌으로써

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표본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전체 건설시장의 약 5%를 차지한 국내 녹색 건축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
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8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시장 수요에 적합하고 이와 동시에, 사업적 타당성을 확보한 보급형 녹색 건축
물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선순환 고리를 구축
하게 되었다. IPD Process를 통한 통합 설계·시공·운영 체제와 BEMS와 같은 에너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지 관리 체계를 통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친환경 건축물을 주도하게 되
기를 기대한다.

·A model for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elementary school facilities
·Thermal performance analysis of a ground-coupled heat pump integrated
with buildingfoundation in summer 등 SCI 논문 게재 4건
·탈부착이 가능한 광선반 장치, 상변환물질을 이용한 도어 장치

지식재산권

·건축물의 자연환기 알림 시스템 및 자연환기 알림/제어 방법
·해외LCI DB의 CO2 배출량 데이터를 자국 환경에 따라 변환시키는 방법 및 시스템
·열교 저감을 위한 건식 벽체 시스템 및 건식 벽체 시공방법 등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REUSE 강구조(구조재 손상제어 및 향후 재 사용 가능)

신기술 지정 ·제진댐퍼(지진 시 강재댐퍼로 손상을 집중)

·고망간강 차음 바닥구조(층간소음 저감효과) 등 7건

기술이전 ·포스코 그린빌딩에 적용한 통합 프로세스(IPD)에 관한 기본 지침서
·환기일체형 구조체(포스코 그린빌딩 오피스 2,3층 모니터링실)

현장적용 ·고로슬래그 적용 친환경 콘크리트(포스코 그린빌딩 오피스 80%)

·고단열 프리패브 외벽 시스템(포스코 그린빌딩 전체) 등 현장적용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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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기술 | 교통물류연구사업

“전기버스를 개조해 70초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차 70초 만에
새 배터리로 바꾼다

현재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은 국내 에너지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기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전기자동차를 들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를 개조해 빠르고 편리하게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무인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약 50년이 지난 지금, 올 하반
기 자동차 등록 대수 2000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크기는 작
연구책임자

김원규

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wkim@kau.ac.kr
☎ 02-300-0158
연구기간 2012.12 ~ 2014.2

연구진

김형준(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건섭(그린카클린시티),
문희석, 신외경(자동차부품연구원), 박재홍(피엠그로우),
박준석(국민대학교), 유종걸(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치만(모텍스), 장윤석(한국항공대), 장수형(LS산전),
정도양(PNE솔루션), 정필현(건현엔지니어링)

아지고, 친환경적인 차를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소형
차 비중이 줄어들고, 대형차를 모는 사람이 많아졌다.
국내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가 바로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이다. 정
부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세
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은 필수인 셈이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는 배
기가스가 없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배터리 교체에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 보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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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초면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끝!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자동차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해 전기버스인 ‘Smart e-bus -

BEGINS System’을 개발했다. 차체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 고상버스 등 다양한 형태
로 최고 속력이 시속 80km인 전기버스를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최대 단점인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인으로 배터리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교환되는 시스템인 배터리 자동 충전·교환 시설(QCM, Quick

교환형 배터리 팩

Battery Changing Machine)을 개발했다. 방전된 전기버스를 지정된 배터리 자동 충

배터리 자동 충전·교환 시설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 급속 충전기도 설

전·교환 시설에 대기만 하면 방전된 배터리가 새 배터리로 교환된다. 이렇게 배터리

치했다. 급속 충전기는 20분이면 배터리 하나를 충전한다. 또한 충전을 지원할 수 있

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0초. 배터리 자동 충전·교환 시설을 정류장에 설치해

는 차량도 개발해 비상시를 대비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시간에 배터리를 교체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배터리 팩도 이번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이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터리에 전송하고 충전하며, 관리하는 BMS(Battery Manage-

ment System)의 성능을 개선했다. 배터리 팩의 방수, 방진, 방습기능도 강화했다.

포항시 전기버스
시범운영 성공

본 기술은 실용화 검증을 위해 실제 시내에 있는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
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포항시 시내를 지나는 무료 셔틀
버스를 운행했다. 전기버스는 포항 중심가인 노인복지회관-터미널-포항역을 지나
는 왕복 22km 노선에서 하루에 4차례 시범 운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고정형 배터리 충

배터리 자동 충전 교환 시설(QCM)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 개요

차고지

정류장

차고지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 후 출발

장거리 노선의 경우
버스 정류소에서
배터리 추가 교환

돌발상황
돌발상황 발생 시
인근 교환시설까지
이동하도록 급속충전지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시설을
이용한 배터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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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번에 개발한 전기버스는 충전형 전기버스 대비 개발 구축비용을 약 34%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대비 연료비용을 약 70% 줄일 수 있는 기

연구진의 한마디

술로 매우 경제적이다.

2010년 12월에 연구를 착수하여 1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시스템 개발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까

지 이루어낸 것은 전 연구진이 함께한 수많은 워크숍과 빈번한 밤샘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 내 주행시험장에 최초의 무인자동배터리교환 시스템을 시험 설치하여 교환로봇과 통

신시스템, 차량 간의 연동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여름밤의 극성스런 모기떼와 더위와 싸우면서 수
많은 밤을 지새운 날들을 연구진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솔라 버스(Solar Bus)

이러한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으며, 연구계획에 포함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50대와 1개의 배터리 교환

루어 낼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지 않았던 시스템의 인증까지 마치고 2013년 포항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

소를 개발해 운영했다. 베이징 전기버스 시스템은 배터리를 교환하는 데 15분 이상 걸
리고, 교환소를 만드는 데 큰 부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베이징
시내에 4개의 배터리 교환소가 설치돼 약 200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태양광 충전방식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인 ‘솔라 버스’를 시내 관
광버스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 자동차 업체가 자사의 승용차용 배터리 자동교환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자동교환 시스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탈착장치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전기버스 및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시스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 기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도 견학을 마쳤다. 국내 최초 배터리 교
환 전기버스가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뿐 아니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Decision Making Model for Lifecycle Assessment of Lithium-ion Battery for Electric Vehicle
등 SCI 논문 게재 2건

·전기버스 및 전기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과 전기버스의 통신방법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케이스

지식재산권 ·배터리 조립체

·차량 배터리용 커넥터 구동장치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장치

기를 기대해 본다.

·차량용 배터리의 장착 보강구조
·차량용 상부 교체형 배터리의 배터리장착부 개폐장치
등 국내 특허출원 107건, 국내 특허등록 24건
·포항시 테스트베드 구축
기술 사용

-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2대. QCM 2식, 배터리 6식, 버스 및 QCM 관리시스템 등
- 포항시 중심가인 노인복지회관 - 터미널 - 포항역을 지나는 왕복 22Km 노선으로 시범운영
- 시범운영 기간 : 2013.10.2 ~ 2014.2.28(1일 4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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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녹색기술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세계 최초! 물 위에 둥둥~ 
태양 따라 전기를 생산한다”

물위에서 태양을 따라
전기를 생산한다

추적식 육상태양광은 고정식 육상태양광에 비해 약 10% 효율이 높으며 고정식 수상태양광

은 고정식 육상태양광에 비해 수상환경의 냉각효과로 인하여 약 15% 효율이 높다. 따라서

추적식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개발

추적식 수상태양광은 기존의 고정식 육상태양광보다 약 25% 향상된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상태양광에 구조체 회전방식의 추적식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있어서 타 국가보다 한 단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추후 수상태양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에 태양광 설비를 띄우는 기술은 2007년 7월에 SPG solar社가 포도 농장으로 유명
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Far Niente 농장 저수지에 설치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도 수상태양광설비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
연구책임자

안인수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ahnis@kwater.or.kr
☎ 042-870-7650
연구기간 2011.9 ~ 2014.9

연구진
최영관, 정한상(한국수자원공사),
임성택(㈜대연씨앤아이), 서명석(보성파워텍㈜)

다. 수상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수위변동에 따라 수상부유체가 자유로이 움직
일 수 있어야 하며, 수상부유체의 움직임에 따라 발전효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남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계류)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외의 사례들은 수위변동이 크지 않은 연못 및 저수지에 설치한 것이 대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하기 위해선 다목적 댐과 같이
규모가 큰 수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과는 차별화된 계류방법을 도입해
야 했다. 발전량을 증대시켜 수상태양광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대한 요구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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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 증대를 통한
수상태양광의 경제성
향상이 관건

계류장치 및 송전설비 개요도

이에 본 연구팀은 고수위에 응동함과 동시에 태양을 추적하는 추적식 수상태양광 발
전설비를 개발하였다.
수상태양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상태양광 대비 1.5배에 달하는 원가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가 비중이 가장 큰 수상부유 구조체의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만수위 : 57m

절감하는 기술과 태양광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력재와 구조체 소재를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개선하고
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조물과 이를 운영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태양의 움

현장 적용, 태양광 패널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무선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개발과
모바일 운영 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추적식 수상태양광 설비 구성도
고정형 수냉각 25kW, 2units
자동경사가변 25kW, 1unit

회전 부유체

수동경사가변 25kW, 1unit

자동경사가변
25kW

고정형 수냉각
25kW

고정형 수냉각
25kW

수동경사가변
25kW

고정 부유체

방위각·경사각 추적 알고리즘

고정 부유체
롤러 가이드

회전부유체
원형 가이드
프레임

회전 부유체
수평회전 구동장치

전력계통 연계점

육상 전기실

첨단 센서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태양궤도를 추적하며 방위각과 경사각을 보정하는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그리고 물위에서 더 적은 전력으로 태양광 구조물을 회전시키기 위한 구조체 개발 및

설비용량 : 100kW(300W x 320매)

보조 계류장치

수중 케이블 (500m)
DC 송전 3회선
AC 수전 1회선

이번에 개발한 추적식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은 방위 및 고도 추적식 수상태양광 구

하였다.

추적식 구조체

저수위 : 17m

태양 추적식 개념을 도입한 고효율 발전으로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상태양광

직임에 따라 회전하고, 어레이의 경사각도 그에 맞춰 움직임으로써 조광량을 최대화

태양광 모듈

인버터
50kW 1대
25kW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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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시장
선도가 목표

본 성과물은 수상태양광 설비에 구조물 회전방식의 추적식 시스템을 적용한 세계 최
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있어서 타 국가보다 한 단계 우위에 설 수 있는 기
술력을 확보하여 추후 수상태양광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뿐 아니라 해상에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풍력

연구진의 한마디

발전이나 조류 또는 수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발전소와 관광단지로 활
용할 수 있어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설치잠재량(약 3030MW)을 고려할 경우 수상태양광 모
듈, 부력재 그리고 구조체 관련 국내 신규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련 제조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된다.
추적식 태양광 구조체가 완성이 되어갈 때쯤, 바람에 떠밀려 이동한 구조체를 원상복귀시키려고 잠

수상태양광산업은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런 수상태양

수부까지 동원해 애를 먹은 일이나, 완공기념식을 1주일 앞두고 회전체가 갑자기 회전을 하지 않아

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낮추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소

아찔했던 기억까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두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모든 직

재의 개발과 수상태양광과 결합된 환경보호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

원이 밤낮으로 고생했기에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추적식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시공이 완료되었으나 초기 연구 및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 겨우 발전 및 실증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관계로 앞으로도 환경적 요인, 물리적 요인 등 예측하지

못한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는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여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A Study on Major Design Elements of Tracking-Typ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s
·A Study on development of ICT convergence technology for Tracking-Type Floating
Photovoltaic Systems
논문

·A Study on Power Generation Analysis of Floating PV System Considering Environmental Impact
·태양광어레이 방위각 및 경사각 변화에 따른 일사량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펄트루젼 I형 FRP 압축재의 설계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적지조사에 관한 연구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강재특성에 관한 연구 등 국내외 논문 게재 9건
·추적식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

지식재산권 ·추적식 수상부유 태양광발전장치

·회전수단을 구비한 부유식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 등 국내 특허출원 3건

합천 100kW 추적식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

현장적용 ·추적식 수상태양광 100kW 현장적용(합천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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