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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분야의 핵심기술과
저탄소 환경기술을 실현하여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Water for Human, R&D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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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Human, R&D for Future
건강한 물공급, Smart 물관리로
더욱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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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인류의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물 부족과 기상이변 현상으로 21세기 국내외 사회 전반에
물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환경 보호를 위해 물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올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물과 관련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K-water연구원은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물 관리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로 수자원연구소, 기반시설연구소,
상하수도연구소, 설비기술연구소, 정책경제연구소 및 수질분석연구센터 등
5연구소 1센터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물 관리 분야의 핵심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환경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시행하여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K-water연구원 원장 최 병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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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4

●

제7차 세계물포럼 참여(지역별 과정 운영, 과학기술백서 발간)

2013. 03

●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 개관

2012. 12

●

대형 원심모형실험센터 개관

2011. 10

●

세계최초 수상태양광 발전플랜트 개발·실증(100kW)

2010. 12

●

녹조제거선 기술개발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장관상 수상

2009. 11

●

국내 최초 수질시험분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지정(ILAC-KOLAS)

2009. 02

●

소구경유량계 교정시스템 국제공인기관 인정(ILAC-KOLAS)

2008. 11

●

수돗물분석연구센터 국제공인시험 우수기관 표창(지식경제부장관상)

2008. 07

●

품질검사 전문기관 인정(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8. 04

●

국내 최초 수위계 국제공인 국가교정기관 인정(ILAC-KOLAS)

2007. 11

●

하수고도처리공법(KSMBR) 환경기술상 대통령상 수상

2007. 03

●

상하수도 연구·교육센터 개관 및 유량계 국가 교정센터 개관

2006. 11

●

국내 최대 유랑계(800m) 국가교정기관 인정(ILAC-KOLAS)

2006. 04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자 지정(국립환경과학원)

2005. 12

●

국내 최초 우량계 국가교정기관 인정(ILAC-KOLAS)

2003. 07

●

수자원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2003. 03

●

수돗물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국립환경과학원)

2001. 12

●

액체유량 국가교정기관 인정(ILAC-KOLAS)

1998. 11

●

먹는 물 수질검사 공인기관 지정(국립환경과학원)

1992. 0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87. 01

●

수자원연구소로 명칭 변경(연구기능 강화)

1967. 11

●

공사창립과 함께 시험연구소 발족(건설공사품질시험업무)

www.kiwe.re.kr

미션 및 추진전략 Mission & Vision

미래 R&D 전략 수립

현안해결 협업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SWG 등 고부가 미래기술
확보 R&D 전략수립
•융·복합, 개방형
R&D 체계 도입

•다부서 협업을 통한
현안대응(조류문제 등)
•상생·동반성장 체계
강화

•세계물포럼 전략적 활용
(WGG성과 확산, SWG 등)
•UNESCO i-WSSM
연구교육센터 로드맵 수립

정책·경제
연구분야

● 사업활성화, 매출확대를 위한 물산업 분야 정책 및 제도개선 기반 마련
● CEO 의사결정 지원 등 경영현안 대처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선도적 정책 및 전략개발로 국가 물정책 방향 제시
● 물산업 해외진출 방안, 지방상수도 등 신규사업 지원

수자원
연구분야

● 통합수자원 계획,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 기후변화 대응, 가뭄 및 홍수 등 수재해 관리 기술개발
● 환경친화적 하천복원 및 유역·저수지 수질관리 기술개발
● ICT기반 수자원 기초조사 및 정보화 기술 브랜드화

기반시설
연구분야

● 기반시설물의 지반 및 구조공학 분야 선도적 연구 및 기술지원
● 수변지하수 활동 고도화 등 지질·지하수 분야 첨단 연구 및 기술지원
● SOC기술 및 원심모형실험센터 등 최신의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차세대 댐 안전관리시스템, 댐 및 수도 내진 안정성 등 안전 및 방재기술 연구

상하수도
연구분야

● 미래 상하수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사업 지원
● 고품질·고효율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존정수시스템 성능 향상
● 막여과,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산업용수 등 신규사업 활성화
● 상수관망의 종합 성능평가 및 최적 관리기술을 통한 서비스 선진화

설비기술
연구분야

● 신재생에너지 요소기술 및 에너지 절감기술 연구
● 고전압 전력설비 진단 및 신뢰성 평가 관련 연구
● 수자원 및 상하수도 설비,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 기존 설비의 최적화 및 표준화 및 신기술, 신제품 연구

수질분석
연구분야

● 수돗물 정밀수질검사(250항목) 및 신규 유해오염물질 분석법 확립
● 수질검사 공인시험기관, 국제숙련도 시험운영기관운영 및 워터소믈리에 육성
● 상수원, 정수처리, 공급과정 및 수도시스템 전과정 수질관리 구축
● 국제공동 연구(미국, 독일, 일본, 한국) 및 해외 수질분석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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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조직 Personnel &Organization

연구기획처

정책·경제
연구소

수자원
연구소

•연구협력팀
•연구기획팀

•물산업연구팀
•경제연구팀

•IWRM연구팀
•생태수문연구팀
•물정보연구팀

기반시설
연구소
•재난안전연구팀
•지반구조연구팀
•지질환경연구팀

상하수도
연구소

설비기술
연구소

수질분석
연구센터

•미래수도연구팀
•수도시스템연구팀
•물재생연구팀

•물에너지연구팀
•미래기술융합팀
•성능시험센터

•수질연구팀

일반직 63명

선임연구원 13명

업무전문직 5명

업무전문직 5명

특수직 11명

연구위원 1명

특정직 5명

수석연구원 18명
석사 12명

전체
240명

책임연구원 43명
위촉연구원 81명
연구원 75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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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편익 Budget and Benefit

노무비 120억(41%)

노무비 129억(42%)

고정자산 3억(1%)

고정자산 9억(3%)

감가상각비 17억(6%)

감가상각비 14억(5%)

기타 47억(16%)

기타 49억(16%)

2013년
총예산
306억원

2014년
총예산
294억원

경상개발비 105억(34%)
경상개발비 107억(36%)

자체시험 102억(45%)
자체시험 83억(41%)
수탁시험 4억(2%)
수탁시험 5억(2%)
수탁연구 55억(24%)

수탁연구 46억(23%)

2013년
204억원

2014년
226억원

자체연구 59억(29%)
기술진단 11억(5%)

KIWE
K-water Innovation for Water Era

자체연구 52억(23%)

기술진단 13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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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연구성과분석
3년간 성과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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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과추이

연구과제 현황
구 분

계

2012

2013

2014

연평균

연구과제(건수)

249

83

74

92

83

연구비(억원)

521

185

144

192

174

수탁과제(건수)

72

30

20

22

24

연구비(억원)

203

76

50

77

68

연구과제
249건

연구비
521억원

논문·학술발표 현황
구 분

계

2012

2013

2014

연평균

계(건)

1,288

390

455

443

429

소계

309

103

100

106

103

일반

220

78

71

71

73

SCI급

89

25

29

35

30

소계

979

287

355

337

326

국내

692

227

232

233

230

국외

287

60

123

104

96

논문
(건)

학술
발표
(건)

논문·학술발표
1,288건

대외수상 현황
계

2012

2013

2014

56건

23건

26건

7건

※ 우수논문, 우수연구자, 학술공로상 및 국가공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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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수상
56건

연구과제 현황

K-water 新중장기경영전략

세계최강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

S

T

Safety

위기관리
고도화

Teamwork

T

R

A

Technology

Responsibility

Ability

기술역량 강화

선진 조직문화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창의인재 육성

기술역량 강화 ( Technology)
⊙ 국가성장기반의 인프라 성능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트렌드 확산
$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수요(2013년~2030년) : 5.7조원(과거 18년간 총투자비의 1.6배)

⊙ 글로벌 수준의 R&D 인프라 구축 및 역량 확보, 반면 개발기술과 사업연계 미흡
Smart Water
기후변화 대응 안정·효율적 물관리
*기존 시설물 공급능력 재평가, 수원 다변화, 경제적 용수공급
*글로벌 수준의 공급수질 다양화

Smart Smart Energy
Water 물-에너지 연계 효율적 운영
Manage *수자원·수도 시설물 이용 에너지 최적화
*신재생에너지 연계 시설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
ment
Smart Infra
안정적 시설물 건설·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 체계적 진단 및 노후화 대응
*차세대 Hybrid댐 기술개발, 기존댐 보강사업 적용

성과기여 특성에 따른
기술과제 분류·관리
경영전략 *선도기술, 현안해결, 동반성장 과제
·
기술개발 기술전략 관리 프로세스 정립
방향 고려 *과제 특성에 따라 본부장·부서 평가 연계
*기술의 특성에 따른 개방형 기술혁신 추진
관리체계
정립
기술부서 간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효율적 기술개발·관리를 위한 역할 분담
*스타연구원 양성 및 전문인력 교류 확대

기술전략 핵심과제
핵심과제 17건
17건 완료
완료
기술전략

스마트물관리기술확보로국내·외물관리선도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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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현황

K-water연구원 SWOT 분석
•물관리 연관기술 결집 및 경험풍부
•개발기술 실용화 용이
•글로벌수준 연구인프라 및 현장(Test bed) 보유
•대외인지도 높음, 국내외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물산업 시장성 확대
•물안보/물복지 분야 국책사업 증가
•기후변화, SWG, Big data 등 물관리 분야의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수요 증가 예상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로 원천기술 부족
•성과실용화를 위한 현업 협력체계 부족
•전공중심 조직구성으로 협업체계 미흡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수익화 구조 미비
•연구인력 역량 한계 노출로 환경변화 대응 미흡

SW
OT

•사내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영역 요구
- 기존 방식의 물분야 공공부문 투자 축소
•정부, 권장수준 이상의 R&D 투자 요구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R&D 성과 요구
•내부고객들의 연구품질 불만으로 연구원 신뢰도 저하

개선전략
강점 → 기회(SO), 약점 보완 → 기회(WO) 전략
* Test-bed, 연구인력 등 보유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역할 범위 확대
* 이를 위해, 사업화를 전제로 한 성과 위주의 오픈된 연구체계 및 조직 구성

강점을 통한 위협 최소화(ST) 장기적 보완(WT) 전략
* 實事求是적인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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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내거래제 정착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과제 발굴 및 투자확대 방안 마련

연구과제 현황

연구개발 추진프로세스
전략 목표

주요사업/기술개발

중장기 전략경영

수자원 개발 사업
◀
댐 관리 사업

전략적 우선순위

도시환경
청정에너지

▶

▶

국내외 물산업 동향
정부 수자원 정책

상하수도
정책경제

◀ ▶

성과 활용

성과점검(BSC)

주요 사업 환류

과제 모니터링

▶
수도 관리 사업
지방상수도 사업

성과 관리

평가방법 개선

경영개선 효과

▶

▲ 지속적 제도 개선 ▲

조직/인력/예산

국가정책 반영
미래기술 예측

성과분석

전략반영

연구과제 현황 : 총 92건 193억원
구분

성 격

전략실행형

•개발과제

현안지원형

•지원과제

미래선도형

•기획과제
•개발과제

내

용

수행기간

구성

중기 2~3년

25%

단기 6∼12개월

34%

중장기 3년 이상

41%

•신기술전략 실행형
•신규사업 지원
•현안문제 해소형
•단기 성과 창출 과제
•융복합 가치창출형
•신사업 발굴형
•창의적 기획 연구

현안과제
65억
(34%)

현업
(25건)

5%

전략과제
48억
(25%)

92건

연구원 67건

87건

92건

2013년

2014년

(자체 47건/수탁 20건)

192억원
미래과제
79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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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술지원 현황

기술지원이란?
●정

의 : 현업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안을 K-water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소방안 제시

● 시행절차 : 현업부서는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K-water 연구원에 요청, K-water 연구원은 검토 후
지원 및 보고서 송부
< 기술지원 프로세스 >
기술지원
요청

의사결정 및
책임자 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기술지원
결과 송부

평가 및
활용

현업요청부서 →
K-water 연구원

연구소장
(연구기획처)

K-water 연구원
(지원 책임자)

K-water 연구원 →
현업요청부서

현업요청부서

기술지원 현황
● 매클롱강 하구 생태환경 검토, 개성공단 용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아산 공업용수 수질개선 방안,
울산권 전기설비 노후도 평가, 병물 원자재의 냄새물질 발생 특성 조사 등 현업부서의 현안사항 257건
기술지원 수행
- 요 청 부 서 : 본사부서 104건 (40%), 현장부서 153건 (60%)
* ① 수자원개발처 25건, 수도선진화처 13건, K-water교육원 11건
- 고객 만족도 : 98.5% (’
13년 99.7%)
< 2014년 기술지원 실적 및 만족도 현황 >
구 분

계

정책경제

수자원

기반시설

상하수도

녹색기술

수질분석

지원건수 (건)

257

29

62

47

60

25

34

만 족 도 (%)

98.5

99.8

97.5

99.9

99.3

100.0

99.8

● 유량계 등 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4,109건을 수행하였으며, 수질기준 250개 항목과 신규 유해물질 분석법
정립·분석 등 수질분석진단 10,084건 수행
< 2014년 기술진단 실적 >
구

분

진단건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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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193건

수질분석진단

설비기술진단
유량계

고전압

내부검사

외부수탁

분석기기

3,840건

269건

8,680건

670건

734건

논문·지식재산권 현황

논문·지식재산권 성과 분석
● 연구비 및 연구인력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생산성(논문, 기술지원, 특허등록, 기술료 등) 안정적 증가

354

160

논문게재(건수)

400
350

316
286
257

140

250

120
221

100

200

80

150

60
40

83

97

103

106

100

100
50

20
0

0

2010

200

누적특허등록(건수)

300

2011

2012

2013

2014

1000

누적특허등록건수
누적기술료수익

900
800

150

700
600
100

500
144
90

300
200

49

100

18

2010

400

121

50

0

기술지원(건수)

180

논문게재
기술지원(건수)

누적기술료수익(백만원)

200

2011

2012

2013

2014

0

● 특허등록 및 기술료 등의 지식재산권은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더 높은 연구생산성을 나타냄
※ 지식재산권 등록 및 기술이전 보상금 지원 제도를 통한 성과창출 유도

< 연구비 10억당 연구생산성 비교 >
국제학술논문(건)

특허등록(건)

기술료(백만원)

K-water 연구원*

1.57

3.45

8.99

국책연구기관**

1.85

1.43

1.58

* 최근 3년간 누적기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분석과 시사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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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식재산권 현황

● 국내외 전문학술지 1인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SCI, SCIE, SSCI)게재 논문이
전체 논문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성과의 질적 내실화가 강화되었음

50

0.5

40

0.4

30

0.3
0.2

20
25

10
0

19

20

2010

2011

35

29

1인당 국제학술지

총국제학술지

< 최근 5년 K-water 연구원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0.1
0.0

2012

1인당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2013

2014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 전국대학 교수평균 논문실적 보다 높은 논문 게재실적
< 1인당 논문게재 실적 >
국내학술지

전체

K-water 연구원

0.94

0.36

1.30

대학교수 평균**

0.56

0.33

0.91*

* 인문사회 : 0.83편/인, 이공분야 : 0.98편/인
** 2014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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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연구원 연구성과 발표·전시회
● 일시/장소 : ’
14. 3. 5(수) / K-water연구원 40주년 기념홀
● 성과발표 : 우수연구과제 결과 10건, 기술지원 사례 2건
● 성과전시 : 기술 실물 및 모형 9건, 연구성과 요약 판넬 21건
● 언론보도 : TV 4건(중앙 1, 지방3), 신문 16건(중앙 1, 지방지 7, 인터넷 8)

❷
❸

❶

❼

❻

❹
❺

Water for Human,
R&D for Future
❽
❾
❿

❶ CEO 말씀
❷ 성과발표 보고
❸ 소별 성과물 관람
❹ 광역센서망 및 복합센서 모듈
❺ 수직형 분산형 정수처리 모형
❻ MF 및 NF막 기반 간이정수장치
❼ 체온을 이용한 총 대장균 검출기술
❽ 릴타입 다수심유속계

❾ 이동식 정수처리 모형 플랜트
❿ 녹조 회수 컴바인
SBS 방송
(체온을 이용한 총 대장균 검출기술-이규철 박사)
기념촬영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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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주요연구성과
우수 연구과제

22

현업 기술지원

42

연구 인프라

72

’
14년 주요 연구성과 l 우수 연구과제 ❶

➜

➜

물과 녹색성장(Water and Green Growth)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

•••••••••••••••••••••••••••••••••••••••••••••••••••••••••••••••••••••••••••••••••••••

연구책임자 신태선 차장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제시를 통해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물포럼과 연계한 국제
사회 물관련 아젠다를 주도하여 물강국 이미지 제고 및 한국의 물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WGG를 실증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글로벌 실증 사례연구와 종합분석 수행
⊙ 총 11개의(한국사례 2개 포함) 글로벌 사례연구 수행완료 및 종합분석
l 연구 수행 프로세스 l

▶ 연구성과

⊙ 물관련 국제 행사 중 가장 전통 있는 스톡홀름 국제물주간 행사(’
14.9)에서 WGG를 주제로 OECD, ADB, IUCN,
World Bank 등과 ’
13년 공사 최초 개최하였던 국제기구와의 공동주관 세미나를 연속개최(’
13~’
14) 등 WGG
아젠다를 국제사회에 지속 확산
⊙ WGG는 7차 세계물포럼의 4개 과정(주제별 과정, 지역별 과정, 과학기술 과정, 정치적 과정)중 대표 과정인 주제별 과정의
16개 주제 중 하나로, K-water는 한국기관 중 유일한 주제 총괄기관임, K-water는 주제 운영을 통해 WGG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한국의 물관리 우수성을 포지셔닝하여 물포럼 성공개최 지원 및 물산업 해외진출 촉진
▶ 기대효과(활용사례)

⊙ 이스탄불 물포럼, 싱가포르 물주간, 스톡홀름 물주간에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WGG 세션을 개최하여 사례연구
결과 등 연구성과 발표(총3회)
⊙ UN 세계물개발보고서 발간행사(3.21, 도쿄) 및 GGGI 주관 녹색성장 국제컨퍼런스(6.30~7.3, 닌빈), World Bank
그룹의 한국방문(4.7) 등에서 한국의 물과 녹색성장 사례 발표(총7회)
UN WWDR 발간행사
(3.21, 도쿄 UN대학)
한국의 물과 녹색성장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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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anbul Int’
l Water Forum
(5.27~30)
WGG 세션 개최 : 물과 녹색성장

Singapore Int’
l Water Week
(6.1~ 5)
WGG 세션 개최 : WGG의 아태지역 적용방안

Stockholm World Water Week
(8.31.∼ 9.5)
WGG 세미나 개최: WGG와 물과 에너지 넥서스

’
14년 주요 연구성과 l 우수 연구과제 ❷

➜

➜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류문현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3 ~ 2014. 12
▶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IT기술을 물관리에 접목한‘스마트워터그리드
(Smart Water Grid)’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여 국가 물관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스마트워터그리드의 경제성 분석 및 기존기술
대비 SWG 신기술의 정량적 효과분석
⊙ 스마트워터그리드의 법·제도 개선방안
현행 물관리 법·제도 문제점 검토 및 SWG와
유사한 사항을 법제화한「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토대로 SWG
특별법(안)을 도출

▶ 연구성과

⊙‘국회스마트물포럼’
의 설립 및 운영
- 국회스마트물포럼을 설립하여 스마트한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국내 물문제 및 물관련 제도에 대한 국회의원 및 외부 전문가와의 정보공유
-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연구 및 입법화의 지원조직으로 활용
구 분

개최일자/장소

주요 내용

비 고

국회 스마트
물포럼
창립총회

2014.06.27
국회헌정
기념관

•공동대표 : 정우택/박기춘 위원장
•회원 : 국회의원 45명, 전문가 25명
•운영계획 : 스마트워터그리드 관련 주제로
정기포럼 및 수시 간담회 개최
•창립총회 기념 세미나 개최
- 주제 :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물 관리 방향

국회 스마트
물포럼
보좌진 워크숍

2014.08.13
국회의원회관

•참석자 : 국회의원 보좌진 및 외부 전문가
총 25명
•주 제 :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 체계
개편 방향

▶ 기대효과(활용사례)

⊙ 스마트워터그리드 시범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스마트워터그리드 투자계획의 적정화 유도
⊙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물관리 체계의 급격한 개편에
따른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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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상된 해석기법에 의한
기존댐 내진성능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박동순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최근 개정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07.15.) 제7조에 의거, 준공이후 20년 이상
경과 시설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되었고, 해외 댐사업 진출 시 높은 지진대에 위치한 댐의 내진
검토가 유력한 risk 항목으로 대두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내진해석 국제 기준 및 지진시 댐 거동 사례조사 정리
⊙ 국내 선도 기술 적용(SBF, CAP SASW, 탄성파반사법) 12개 댐에 대한 동적 물성조사
⊙ 관리 대상 34개 전 댐에 대한 2차원 수치해석용 AutoCad 표준도면 복원
⊙ 개정 기법을 도입한 3차년도 계획분 13개 댐과 전차년도 댐 재해석분 7개 댐 (총 20개 필댐)에 대한 내진안전성 해석
⊙ 6개 콘크리트댐 내진성능평가(대청, 군남, 낙동강하굿둑, 충주, 합천, 섬진강댐) 완료
⊙ 표준단면에 대한 입력지진파, 동적 물성, 해석기법 영향 분석 및 민감도 해석

▶ 연구성과

⊙ 노후댐 안전관리 및 댐 내진 안전성 관련 닥터 컨퍼런스 및 기술토론회 개최
- 국내외 전문가 초청 댐 내진해석 기법, 평가, 보강 등 포괄적인 기술토론
- 해외 자문 시행(일본 Dr. Matsumoto, 스위스 Dr. Wieland),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
⊙ 필리핀 Angat 댐 정밀안전진단 및 댐 내진 보강사업 지원
⊙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용 댐 건설 신규사업 내진 안전성 검토 지원

▶ 기대효과(활용사례)

⊙ 댐 내진해석 분야 국내 최고의 기술력 보유, 원천기술의 확보
⊙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지진에 대한 댐 안전관리 구현
⊙ 자체 기술 적용, 국가적 선도기술 확보로 정책수행능력 및 내진분야 대외 신인도 향상
⊙ 자체 연구투자를 통한 내부인건비 활용으로 막대한 비용 절감 (외부 수탁시 전댐 내진평가 수행에 약 31억원 소요
→ 약 27억원 예산절감)
⊙ 필리핀 Angat댐 내진안전성 조사/평가 수행, 정밀안전진단 추가예정 금액 약 200백만원 절감 추정 (향후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소요예산 막대한 절감 가능)
⊙ 신규 Nenskra 댐 사업 수주 시, 지진 안정성 검토를 통한 댐 단면 확정으로 단면확장 리스크 변동액 약 2백억원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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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댐안전관리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임정열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2. 1 ~ 2014. 12
▶ 추진배경

국내에서의 위험도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댐 관련 분야는 위험도 분석,
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만 되었을 뿐 활발한 연구 진행은 미흡한 실정이며,
댐 안전도 및 위험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댐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연구내용

⊙ K-water D-SMART 개발
위험도 기반 댐 안전관리 평가 Tool인 K-water D-SMART 개발하였으며, 댐 위험도 평가 분야로 보유 기술 선정
※ 댐 위험도 분석 및 평가 Tool은 국내에는 없으며, 국외에서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많이 사용

l 위험도 기반 댐 안전평가 및 관리 방법 l

l K-water개발 D-SMART l

▶ 연구성과

⊙ 정밀안전진단 기간 재산정 검토(안) 제시 : 현행 5년 → 7년 또는 10년
⊙ 댐 위험도 평가 기술에 대하여 농어촌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및 지자체 댐에 대한 위험도 평가 적용 방안 검토
및 공동연구 협의 중 (’
15년도 소방방재청)
⊙ K-water 댐 위험도 분석 및 평가 실시 ☞ 취약부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에 활용
⊙ 정부 R&D 제안을 통한 위험도 평가 규정 및 제도화 추진 협의(평가기준 재산정)
▶ 기대효과(활용사례)

⊙ 위험도 평가 Tool인 D-SMART를 ’
14년도까지 개발완료하였고, 이후 K-water댐에 적용
☞ 노후댐(20년이상 24개댐) 대상 : 15년(4개), 16년(7개), 17년(7개), 18년(6개)

댐 안전관리(당초)
취약점 찾을 수 없음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만 실시
● 보강대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할 수 없음

댐 안전관리(개선)

●댐

●댐

● 구조물

● 전체

파괴모드를 통한 취약점 제시
기능에 대한 보강계획 수립 가능
● 보강대책별 비교 가능 및 최적방안 산정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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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 구현을 통한
최적 상용모델 개발

•••••••••••••••••••••••••••••••••••••••••••••••••••••••••••••••••••••••••••••••••••••

연구책임자 홍성택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2. 1 ~ 2014. 12
▶ 추진배경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무주,
군산) 및 해외사업(태국, 알제리 등) 등 홍수재해에 대한 표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검증 체계 구축, 설비 성능인증을 통한
지자체 확대구축 기반마련, 물관리 기술력을 활용한 대상 섹터별 맞춤형 수문관측 시스템 상용모델
개발 등 정부 3.0에 기반한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 및 유관기관간 자료연계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수문관측설비 종합성능시험 S/W 개발 및 RTU(수문, 경보 등) 성능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 경보국 음압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현장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수문관측시스템 모델 제시

l 종합성능시험 프로그램 주 화면 l

l RTU 온도가변 상황 성능시험 l

▶ 연구성과

⊙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종합성능시험센터 HUB 역할
- 수문관측설비 정밀점검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및 장애발생 요인 최소화
- 정밀점검 절차서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점검 방안 마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경년변화 등 시스템 노후도 상태 분석 ⇒ 설비 수명예측
⊙ 맞춤형 상용모델 제시에 따른 사업방안 다각화
- 재난재해 관련한 유관기관에 대한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활성화 방안 제시
- 정부 3.0에 기반한 유관기관간 자료제공 및 연계
▶ 기대효과(활용사례)

⊙ 수문관측 설비 성능시험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검증 체계 구축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경년변화 등 노후도 상태분석 ⇒ 설비 수명예측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
- 지자체 및 해외 등 사업 확대구축 기반 마련
⊙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내역 : 19.5억원/5년
- 지자체 및 해외사업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상용모델 설계 : 0.3억원*15개소 = 4.5억원/5년
- 성능시험 S/W에 의한 설비 종합성능시험(RTU, DB, 센서 등) : 0.05억원×40회 = 2억원/5년
- 수문관측설비에 대한 검증된 표준성능시험 체계로 정밀점검 실시 : 12억원/5년
- 경보국 음압 적합성 평가시험 : 1억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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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수차발전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1MW이하급
프란시스수차발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

연구책임자 탁세완 차장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최근 소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국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발전설비를
요청하고 있으나 국내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소형 프란시스 수차발전시스템 효율향상 기술개발은 유동해석을 통한 설계기술을 개발
하여 소형 프란시스 수차발전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켜 시장 대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연구내용

⊙ 국제적인 소수력용 소형 프란시스 수차의 효율은 95% 내외이나 국내 제작 업체의 설계 기술은 85% 내외의
효율을 가지고 있어 효율개선을 위해서 모델 수차를 이용한 성능시험 실시
⊙ 실증시험을 위해 밀양댐 소수력 발전소 방문 및 운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스템 검토
⊙ 개발된 수차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적지 조사 수행
▶ 연구성과

⊙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최근 소수력발전소 건설 기관, 기업과의 연계활동 수행
- 주관기관(신한정공)을 통하여 일본내 마루베니, 다나카 수력 등과 접촉을 통한 OEM 방식의 판매경로 확보를
위한 활동 수행

l 과제수행 홍보효과에 따른 프란시스 수차 OEM 공급 수행 (일본) l

- 네팔 카트만두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현지 상황 확인 및 진출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협의

l 네팔의 수력발전소 및 연구소 현황 l
▶ 기대효과(활용사례)

⊙ 소형 고효율 프란시스 수차 발전설비의 모델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력 제고
⊙ 국제수준의 성능시험능력 확보 및 수차 성능시험설비 활용계획 제시
⊙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설비 활용계획 수립
- 성능평가설비 고도화 및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통한 수차 국산화 개발 지원
⊙ 수력발전설비 성능평가 기술의 제고를 통한 신규 사업 영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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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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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안전성확보를 위한
수인성미생물 오염실태조사 기법 연구

•••••••••••••••••••••••••••••••••••••••••••••••••••••••••••••••••••••••••••••••••••••

연구책임자 이규철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최근 물로 인해 전파되는 미생물들에 의한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물 공급과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 장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 및 뇌수막염에 의해 사망자 발생(한국, ’
12년 7월)
- 가시아메바에 의한 결막염, 시력상실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EPA 수돗물 안전성 제기
- 슈퍼박테리아 괴질로 ’
11년 유럽에서 수천 명 감염과 사망사례 발생
▶ 연구내용

⊙ 장바이러스 71형 유전자 분석법, 아메바류 유전자 분석법, 항생제 내성 세균 분석법 정립

l 장바이러스 71형 정량(좌) 및 유전자 분석법 민감도 최적화(우) l

⊙ 원수, 정수, 수도꼭지수, 방류수에 대한 수인성 미생물 오염 조사, 항생제 내성 세균 분석

l 항생제 내성세균에 대한 염소 소독 제거 효과 l

⊙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및 오염원 파악 미생물 수처리 제거 효율 검토를 통한 수질관리 대책 수립
▶ 연구성과

⊙ 신종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 학술발표 및 환경수질분야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기술 보급
⊙ 본 연구 대상이었던 미생물 항목들이 국가의 수질 기준 또는 감시기준으로 지정될 경우 원수 등에 대한 오염조사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례로, 2007년부터 약 7년간 노로바이러스 국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등이 환경부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공정시험법을 제정하는데 자료로 활용되었고, 현재 수질감시기준으로 제정되었음
▶ 기대효과(활용사례)

⊙ 장바이러스 71형과 이질아메바, 불검출되어 오염 우려 상황 아님 => 먹는물 안정성 확보
⊙ 항생제 내성 세균 VRE와 MRSA, 원수 검출되었으나 염소 소독 제거 가능 확인
⊙ 장바이러스 71형, A형 간염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국내 수질 기준(또는 감시기준)으로 도입될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등 경제적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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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발생에 따른 원수 및 수처리공정에서
세포유래 유기물질(AOM) 거동 특성 연구

•••••••••••••••••••••••••••••••••••••••••••••••••••••••••••••••••••••••••••••••••••••

연구책임자 최일환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0
▶ 추진배경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한 먹는물 공급과정에서 용존유기물질은 처리효율 지속성과 공정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유하특성은 조류이상증식 등 계절적 수환경
변화를 증폭시켜 그에 따른 용존유기물질의 농도와 생화학적 특성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취수원 중심의 계절별
용존유기물질 특성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최근 추세와 같이 조류과잉증식이 발생하는 기간에 정수처리공정에서는
특정 기원을 가진 유기물질에 대해 그 거동을 모니터링하여 취/정수시 처리공정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유기
물질의 화학처리시 부산물의 발생패턴에 대한 즉각적인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내용

⊙ UV/VIS 기기를 이용하여 세포유래 유기물질(AOM)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법 정립 및 매뉴얼 작성

⊙ 고령정수장 대상 원수 및 정수공정에서 AOM 거동 특성 평가
⊙ 유기물질 기원분석 및 알데하이드류 분석

▶ 연구성과

⊙ 현장 보급형 UV/VIS 측정기를 이용한 FEEM(Fluorescence Excitation Emission Matrix) 분석법 정립, 매뉴얼 작성,
LC-OCD와 비교 분석
⊙ 규조류 및 남조류 유입 시 전오존, 전염소 처리에 따른 유기물 농도 증가량, 성분별 증가 특성 규명 완료 → 잠정
적인 소독부산물 전구물질
⊙ 영양염류(T-N, T-P) 변화 특성 분석 완료
⊙ 남조류의 경우 세포 파괴를 시키지 않고 수처리 가능한 산화제 농도 산출
▶ 기대효과(활용사례)

⊙ 고령정수장 자연유기물 최적 처리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방안
⊙ 군위 댐 초기 담수에 따른 자연유기물 유입특성 분석 및 충주댐 제천천 조류발생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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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관망수질관리를 위한
관세척기법 개발

•••••••••••••••••••••••••••••••••••••••••••••••••••••••••••••••••••••••••••••••••••••

연구책임자 배철호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관 세척 선진외국은 수질사고 발생시 대응을 위한 세척이 아닌 상시 세척개념으로 전환, 정기적
세척을 통한 수질사고 예방적 차원의 수리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정체, 저유속,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다양한 세척기술 확보로, 맞춤형 K-water형 관 세척기술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구내용

⊙ 수질관리 취약구간 대응「스마트 플러싱 시스템 개발」
로 상시 수질 개선 대응체계 마련

l 스마트 자동플러싱 장치 모식도 l

l 시작품 성능운영 전경 l

⊙「세척 겸용소화전 개발」
로 공기주입, 피그 등 상시 관세척 체계 마련

l 기존 피그 적용시 소화전 해체, 복원 문제점 l

l 신규 개발된 세척겸용 소화전 l

⊙ 관경변화(High)·저 유속(수압)구간 공기주입 세척장치·세척기술 개발로 세척 취약구간 대응 기술 마련
-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문제구간의「개발 기술 시범사업 적용」
으로 경영전략과 현장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
▶ 연구성과

⊙ 수질민원 감소에 따른 절감비용 2억원/년 (민원 1건당 약 30만원 절감)
⊙ 기술협약(공동)에 따른 기술료 수입 0.5억원/년 (자동플러싱 장치, 공기주입결합 피그 세척 등)
- 특히 스마트 자동플러싱 장치는 기존 기술대비 30% 절감(10,000천원)과 수질계측 기능을 동시해 함으로서 별도의
관망수질계측기 불필요, 대체비용 약 20,000천원 절감 가능, 1개당 설치할 때마다 약 35,000천원 경제적 효과 발생
⊙ 세척방류수 절감에 따른 정수손실 비용 저감 4억원/년 (공기주입 세척시 50~60% 세척수 절감)
⊙ 현장기술 지원에 따른 용역비용 절감 1억원/5년(년당 2건 수행시)
▶ 기대효과(활용사례)

⊙ 파주 스마트워터시티 스마트 자동플러싱 장치 3대 발주·구매·설치(성과공유제)(~2014.10)
⊙ 정읍 지방상수도 수질개선, 관 내부 침전물 과다구간 공기주입 세척 장치(개발) 적용(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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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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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수제조 전처리 및 역삼투 공정 운영 최적화 기술개발
(당진현대제철 및 대산통합공급시설)

•••••••••••••••••••••••••••••••••••••••••••••••••••••••••••••••••••••••••••••••••••••

연구책임자 임재림 수석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급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용수 시장진출 확대를 통한 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용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2월에 현대제철(주)과 급배수설비(산업용수)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실시하여 2009년부터 약 15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대산통합용수공급 시설도 2012년 8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향후 25년간 순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 연구내용

⊙ 역삼투 공정 운영 최적화(대산 산업용수시설 중심)
- 최적 분산제 선정 및 주입 조건 도출, 역삼투막 주입약품이 블록 가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역삼투막 최적 약품
세척 조건, 효율적인 폐수처리를 위한 역삼투막 블록 운영조건 도출
⊙ 산업용수 역삼투막 공정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 역삼투 막모듈 성능평가 장치(SET; Single Element Test) 구축 및 오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역삼투 막모듈
성능평가 및 교체방법 도출
⊙ 당진산업용수센터 AMF 전처리 시설 성능개선 방안 및 대산산업용수센터 MF 전처리 시설 성능개선 방안 도출

l 배관 연결 l

l 막 설치 l

l 농축수 혼합 l

l 펌프 및 밸브 체크 l

▶ 연구성과

⊙ 국내외 산업용수 사업 설계시 적기 지원 가능(울산미포 산업용수, 포항하수재이용 사업 등)
- 대규모 산업용 역삼투막 설비 안정적 운영기술 확보로 K-water의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
⊙ 막교체기준 수립에 따른 적기 교체로 막모듈 교체비용 절감 및 약품세정 최적화로 약품비용 절감 가능
(대산산업용수센터 기준 연간 270백만원 절감)
추진 내용
1. 역삼투막 Silent Alam
- 역삼투막의 세정시기를 알려주는 경보시스템 현장평가
2. AMF 공정 효율개선 방법
- AMF 약품세정 적용 및 효율 평가

추진 기간

대상 적용부서

’
14.11~ ’
15.06

대산산업용수센터

’
14.01~12

당진산업용수센터

▶ 기대효과(활용사례)

⊙ 막모듈의 정확한 성능평가 및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약품세정시기와 교체시기를 결정시 약품비 및 막모듈 교체비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음(대산 막모듈 1년 사용 연장시 RO막 교체비 7억원, MF막 교체비 8.3억원 절감 가능)
⊙ AMF를 MF막여과 공정으로 대체시 RO공정 약품비 및 막교체비를 17.5억원/년 절감 가능 및 RO막 전처리수
안정적 생산 및 처리수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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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주요 연구성과 l 우수 연구과제

➜

➜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수계별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운영 최적화 및 평가

•••••••••••••••••••••••••••••••••••••••••••••••••••••••••••••••••••••••••••••••••••••

연구책임자 채선하 수석연구원 l 연구기간 2013. 1 ~ 2014. 12
▶ 추진배경

최근 조류의 대량 증식으로 인해 상수원의 냄새물질 농도가 급격히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고농도
냄새물질 유입 추세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정수처리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계별·
정수처리 공정별·시스템별 운영지침 또한 필요하다.
▶ 연구내용

⊙ 한강수계 오존/활성탄 공정에서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입상활성탄 재생주기 마련(일정 흡착능 유지를 위해 4년 주기)
⊙ 낙동강·금강·낙동강 수계 원수 수질특성을 고려하여 맛냄새 물질 제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선정 및
처리효율 평가
⊙ 팔당 원수 냄새물질 발생 특성 파악 및 표준정수처리공정 제어

l 활성탄에서 미생물량(ATP)의 시간적 변화 l
▶ 연구성과

⊙ 수처리 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 효과 모두 달성
⊙ 산재되어 있는 시방서 및 지침의 표준안 수립으로 설계·건설·시운전에 활용
⊙ 연간 10%이상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비용절감
-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존투입, 입상활성탄 교체(운영주기 1년 연장제시 등) 운영비 절감
- 분말활성탄 운영지침 수립 및 장기보관 분말활성탄(폐기처분 대상)의 운영기준 제시
▶ 기대효과(활용사례)

⊙ 고도처리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 효과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산재되어 있는 시방서 및 지침의 표준안 수립으로 설계·건설·시운전에 활용
⊙ 유관기관(환경부 등) 및 지자체(서울시 등)에게 냄새제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지침을 제공 및 공유하여 정책
방향 선도
실용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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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림정수장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방안

수도관리처,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한강수계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입상 활성탄 운영·재생지침

수도관리처, 서울시, 수도권본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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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주요 연구성과 l 우수 연구과제

➜

➜

K-water형 고도슬러지 감량공법(K-EBR2) 개발

•••••••••••••••••••••••••••••••••••••••••••••••••••••••••••••••••••••••••••••••••••••

연구책임자 김연권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해양투기 전면금지 등 환경정책 선진국화, 제도적 규제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및 위수탁 사업에서 운영비 절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 저감의 중요성
부각되었다. 이에 하수찌꺼기 발생량 자체 감소(열가수분해)와 열가수분해 후 발생되는 슬러리 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기술(CDI)을 결합한 고도슬러지 감량화 공법(K-EBR2)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중 찌꺼기 처리비용은 인건비(28.1%), 전력비(19.7%)에 이어 16.9%를 차지
▶ 연구내용

⊙ 열가수분해(THP) : 밀폐된 용기 내에 하수찌꺼기를 주입한 후 스팀을 주입해 고온, 고압조건에서 반응시켜 고체와
액체상태가 혼합된 슬러리로 만들어 고액분리를 통해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기술
⊙ 고액분리 : Membrane filter press를 통해 열가수분해 후 발생되는 슬러리를 액체와 고체로 분리하는 기술
⊙ CDI(Capacitive Deionization) : 전극판에 적은양의 전기를 가해 열가수분해 후 MFP를 거친 액체 내 존재하는
(+), (-)를 띠는 이온물질들을 흡착,탈착시켜 제거하는 기술
▶ 연구성과

⊙ 기존 기술대비 찌꺼기 감량화율(재활용 포함) 50% 이상, 찌꺼기 처분비용 20% 이상 감량 목표
⊙ 하수찌꺼기 감량화율(73~93.6% 달성), 열가수분해 후 MFP를 거친 액채내 이온물질 제거 (기존 대비 1.6배 증가)
⊙ 처리단가는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1/2 수준으로 예측
l 동종 유사기술과 K-EBR2의 시설규모 및 처리단가 비교 l

K-EBR2

K-EBR2

H사

K사

시설규모
(m3/d)
처리단가
(천원/톤)

5
(10)※

20

20

28~35

52.6

59.9

※ K-EBR 2 8시간 가동시 5m3/d(16시간 가동시 10m3/d으로 활용가능)

l 하수찌꺼기 감량율(%)와 처리비용 절감(예상) l

▶ 기대효과(활용사례)

⊙ 보은하수처리장 실증시설(건조 찌꺼기 5m3/d) 준공(2014. 09.16.)
⊙ K-EBR2(5m3/d)는“열가수분해 기술”
과“유용자원회수 기술”
이 융합된 최초의 공법
⊙ 소형으로 개발되어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적용대상 하수처리장이 많음(시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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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구역 LID물순환 플랫폼 구축 및
최적설계기술 개발

•••••••••••••••••••••••••••••••••••••••••••••••••••••••••••••••••••••••••••••••••••••

연구책임자 이상진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확실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이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반의 물 순환 도시 구축 기술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LID는 유역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투,
저류 등 자연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기술로 식생수로, 빗물정원, Wet Land 등을 적용하여 개발전
본래의 자연적 물 순환 상태에 가깝도록 모사하는 최신 물관리 기술이다.

▶ 연구내용

⊙ LID의 주요 원리는 우수관리에 있어 자연적 기능을 보존 및 국대화하는 것으로, 유역 전반에 걸쳐 소규모 우수
관리 체계(LID 요소기술 활용 : 식생수로, 투수포장, 빗물정원, 인공습지 등)를 활용하여 분산 관리 하며, 우수
유출수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제어하며, 유출량을 침투, 지체, 저류기능을 확장한다.

l 전통적 우수 관리 l

l LID 물순환 관리 l

▶ 연구성과

⊙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물순환 최적설계 결과, 식생수로, 투수포장, 빗물정원 등 LID 적용에 따라 친환경 공간조성
뿐만 아니라 우수관의 설치 규모를 축소하여 경제적 시공 기대

에코델타
시티 구축

1차년도(’
13)

2차년도(’
13~’
14)

영향평가

실시설계

3차년도(’
14~’
15)

4차년도(’
15~’
16)

LID 단지 구축
공사착수 및 시공

⊙ 송산그린시티(동측지구), LID를 이용한 물순환 설계 개선으로 사업비 최대 50% 절감
([기존] 22,041 백만원 → [개선] 10,665 백만원)
⊙ 국토의 빗물이용·관리 법제화 마련 :‘빗물이용기본법’국회발의 지원

▶ 기대효과(활용사례)

⊙ 에코델타시티, 송산GC 등 친수도시 조성사업에 LID 적용 및 요소기술 실용화
⊙ 물 순환 도시 설계기술 국내선도 및 요소기술 효율검증을 위한 검·인증센터 추진
⊙ 물 순환 도시의 K-water 표준모델 개발로 해외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기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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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Patrind사업의 장기저수지
퇴사 예측 및 저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노준우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파키스탄 Patrind지역은 퇴사가 많이 발생하는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근본적인 퇴사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퇴사거동 및 예측, 저감 대책 연구를 통하여 설계인자 도출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유입으로 인한 저수지내 퇴적양상을 모의하고 대안별 분석을
통하여 플러싱에 의한 유사배제, 침사지내 침강효과 검토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내용

⊙ Weir 인근 상부지 설계변경을 통한 유사관리방안 수립 및 Bypass 터널의 수리학적 특성 분석

l Weir 및 침사지 위치(기존) l

l 침사지 삭제, Bypass터널설치 l

⊙ 댐 위치를 150m 하류지점 이동 전, 후 동일 모의조건에서 퇴사양상 및 플러싱 효과를 3차원 수리동역학 모형인
EFDC모형을 활용하여 9년간 저수지 장기퇴적 분석
l 위치이동에 따른 배상량 비교 l

l 퇴적고 변화 l

< 플러싱 전 >

< 플러싱 후 >

⊙ 1960∼2007년의 장기 유출량 자료를 이용, 평수기(1960∼69년)와 홍수기(1990∼00년)로 구분하여 저수지내
장기퇴사 모의
⊙ 수차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0.2 ㎜이상의 입자를 대상으로 수차유입여부 확인을 위해 자연형 침사지
(약 200 m구간)에 대해 3차원 유속분포 분석 및 내구성 향상방안 연구
▶ 연구성과

⊙ HR-Wallingford 등 해외유수기관의 저수지 퇴사 관련분야에 대한 접근법 및 해석기법을 도입하여 자체분석
가능한 기술력 확보
⊙ 인근 수력발전 저수지의 운영방식, 퇴사관리, 한계점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향후 사업 완공이후 본 연구성과를
저수지 퇴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대효과(활용사례)

⊙ Patrind 수력발전의 일환으로 저수지 내 장기 퇴사예측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플러싱 효과를 모의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해외사업에 대해 적용 가능한 방법론 정립 및 기술력 확보
⊙ 수력발전용 저수지의 발전량 확보 및 효율적인 유사관리를 위한 저수지 운영자료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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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수 도달시간을 고려한
수재해 대응 고도화 기술 개발

•••••••••••••••••••••••••••••••••••••••••••••••••••••••••••••••••••••••••••••••••••••

연구책임자 이을래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현재까지 방류수의 홍수전파에 대한 도달시간은 정확한 상관성 및 개념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략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수공구조물 및 지형변화에 따른 변화된 하천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달시간 산정이 필요할 실정
이다. 이에고정밀홍수파해석결과와하천의제약조건이반영된 신속한 수재해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댐, 보 방류에 따른
홍수에 경보시스템

하천용수공급을 위한
목표유량관리
저류함수법에 의한
홍수추적 주요변수

비상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플러싱

염수침입방지를 위한
하천유량공급

도시우수배제시스템

정교한 시나리오별 홍수도달시간(Traveling time)
▶ 연구내용

⊙ 수리학적 모형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구
분
FLDWAV
제
약
사
항

HEC-RAS

MIKE11

SOBEK

•프로그램의 고가 및 국내의 다양한
•모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모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적용사례 부족
시·공간적 제약조건이 수반됨
시·공간적 제약조건이 수반됨
•모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모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다양한 구조물의 정밀분석 곤란 •현재 공개프로그램이지만, 사용자
시·공간적 제약조건이 수반됨
시·공간적 제약조건이 수반됨
(구조물간 하천흐름 정확)
위주의 변환 곤란
•도수해석 불가능

⊙ 낙동강 수계 8개 다기능보의 방류수 전파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발생가능 조합의 형태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도달시간 산정
⊙ 평수기, 홍수기 다양한 시나리오별 도달시간 산정값을 바탕으로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연구성과

⊙ 직렬식 다기능보의 설치에 따른 하천의 평수기·홍수기의 정확한 하천흐름 모의
⊙ 대하천 사업에 의해 신설된 수공구조물 최적운영에 반영
⊙ 가뭄시 최적 물공급, 수질오염사고시 방류량 및 방류시기 결정, 홍수시 하류하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관리
기술 등 수재해의 다방면에 적용 가능
⊙ 기존의 도달시간 방법의 정의 및 분석방법을 정교화하여 물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적용
⊙ 동일한 분석방법 및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타수계 확장 및 관리부서 확보 가능
▶ 기대효과(활용사례)

⊙ 다기능보 설치에 따른 수공구조물에 의한 하천영향 정밀해석 수행 및 사전 예측
⊙ 구조물의 정확도 높은 운영기술 확보를 통해 수재해의 발생빈도 경감
⊙ 댐·보 방류의 홍수경보, 이수기 하천용수 공급을 위한 유량관리,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플러싱 방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자원관리에 적용가능
⊙ 수질모델링 및 수문학적 홍수분석의 정교한 주요 입력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정확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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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및 하천유량 지역빈도
분석시스템 개발

•••••••••••••••••••••••••••••••••••••••••••••••••••••••••••••••••••••••••••••••••••••

연구책임자 강신욱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5. 12
▶ 추진배경

장기간의 관측자료가 부족한 경우 지점 빈도해석에 의한 설계수문량 산정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빈도해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해외사업 대상국들은
관측자료의 연수가 부족하므로, 해외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우리공사의 보유 기술을 홍보하고 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천유량과
강우량에 대한 지역 빈도분석에 FORTRAN 코드를 개발(1차년도)하고, 이를 기개발한 지점 빈도분석
시스템에 탑재하여 GUI 개발(2차년도)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 연구내용

⊙ 지역 빈도해석 기법 분석 및 수문학적 동질지역 분석 기법 분석의 조사·선정
⊙ 수문학적 동질지역 구분 기법 FORTRAN 코드 개발 및 (Hybrid K-means 코드)계층적 방법
(Ward)에 의한 결과를 비계층적 방법(K-means)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 수행
FORTRAN 코드 개발 완료
⊙ L-모멘트법을 사용하여 강우량 또는 하천유량 연최대값 자료를 최대 100개까지 입력하고 5개
(확장가능)의 확률분포형에 대해 지역 빈도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FORTRAN 코드 개발 완료
⊙ 금강수계 총 52개(국토부, 기상청관할) 시간단위 강우량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 검토한 결과,
강우관측소 자료 중 기상청의 AWS 자료는 자료년수가 5년미만으로 제외하고 자료의 신뢰성
및 자료기간을 고려하여 총 31개 강우관측소(자료년수 10~19년) 활용

< 군집분석 입력 >

< Hybrid Fuzzy c-means 코드 >

l 선정된 31개 강우관측소 l

< 군집분석 출력 >

l Hybrid Fuzzy c-means 적용 l
▶ 연구성과

⊙ 2012년부터 하천유량과 강우량에 대한 지점 빈도분석을 위한 자체 코드와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및 검토결과 FARD 2006보다 더 나은 해석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량과 강우량에 대한 지역 빈도분석에 FORTRAN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개발한 빈도분석
시스템에 탑재하여 빈도분석시스템을 완성하여 수문통계분야의 기술을 선도
⊙ 빈도분석시스템의 활용으로 극한홍수대응 빈도별 보운영 시나리오 구축에 기여
▶ 기대효과(활용사례)

⊙ 하천유량과 강우량에 대한 지역 빈도분석에 FORTRAN 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개발한 빈도분석시스템에 탑재하여
빈도분석시스템을 완성하여 수문통계분야의 기술을 선도
⊙ 개발된 수문자료 빈도분석 프로그램을 상품화로 새로운 수익창출 가능 및 해외 기술수출 가능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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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그린시티 육상동물(고라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법 연구

•••••••••••••••••••••••••••••••••••••••••••••••••••••••••••••••••••••••••••••••••••••

연구책임자 김호준 수석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우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송산GC 및 갈대습지(비봉) 인근지역 주민들이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의 민원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사업지구내
설치된 생태통로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동측지구 개발지역에서의 고라니 관리방안 및 육상동물 서식지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사업지구내 고라니 현황조사 및 인접지역 피해영향 분석 및 피해방지 방안
- 방조망 설치로 인하여 9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는 지역은 고라니 기피 작물인
들깨, 참깨, 호박 등을 심는 것이 유리
⊙ 고라니 행동권 조사 및 생태통로 효과 분석
- 안전올무(화성시 야생동물 포획 허가승인)이용한 포획 → 마취 → 추적장치(ip형 GPS)부착 → 방사 후 모니터링(6개월 이상)

▶ 연구성과

⊙ 초지에 서식하는 고라니 행동연구 실적 및 노하우 보유
⊙ 국내 육상 포유류 행동범위에 관한 연구 선점(육상동물의 행동범위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가능 → 에코델타시티
및 신규사업에 활용 가능)
⊙ 지역주민 및 지자체 요구 민원대응(화성시, 시화지속위)
⊙ 행동모니터링 결과로 영향범위 선정, 유해야생동물 허가기준 마련
⊙ 송산GC 및 부산에코델타시티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단 없는 사업시행 및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사업지구 횡단구조물(도로, 철도)의 이동통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이동통로 유형별 효과분석을 통해 최적의 유형
제시로 예산절감
▶ 기대효과(활용사례)

⊙ 사업지구내에 서식하는 고라니에 의한 주변지역 농경지 피해 주장에 관한 민원 해결
- ICT기반 위치추적모니터링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증명하였음
- 주민의 피해 보상요구에 대한 대응자료 활용
- 피해보상금액 1억원 상당 절감 및 추후 인접지역 유사민원 사전대응
⊙ 저비용 고효율 생태통로 조성가능
- 생태통로 모니터링결과 환경부 기준이하에서도 높은 야생동물 이용률 나타냄
- 친환경 환경 설계기준 수립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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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방류량 조절에 따른
상·하류 수질 영향 분석

•••••••••••••••••••••••••••••••••••••••••••••••••••••••••••••••••••••••••••••••••••••

연구책임자 이승윤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가뭄 및 시설물 공사 등 댐 운영 중 하류에의 방류량 조절이 불가피하게 제한 받는 경우, 하류수계 유량
감소에 따른 영양물질 농도증가, 자정작용 능력 약화 및 하류 댐·저수지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질악화 위험이 증가한다. 소양강댐은 선택취수설비 접속공사로 인한 하류로의 용수 공급제한이 예정되어
있어 하류 북한강수계의 수질변화가 우려되며, 특히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공사를 위한 수위 조절에 따른
봄·하절기 물량조절, 북한강수계 수질영향 검토, 장마철 유입탁수 미배제로 인한 소양호 turn over 발생
등 방류량조절 대책과 수질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 연구내용

⊙ 임시용수공급시 연계운영 시나리오 별 댐 하류수역 수질 및 조류발생 예측
구분

내 용

적용모형
대상수체

CE-QUAL-W2*(2D)
의암댐-청평댐-팔당댐

모의기간

2014. 1 ~ 2014. 12(12개월)
❶ 2014. 1 ~4 : 실측결과 이용 warm-up
❷ 2014. 5 ~12 : 하절기 조류발생이 극심하였던 2012년을 대상으로 과거기상 및 수질 가정

모의항목

수온, BOD, COD, DO, TN, TP,무기영양염, Chl-a(남조류, 규조류, 기타조류), SS 등

모델 구성

⊙ 가뭄으로 인한 소양강댐 저수위(
‘14.10월 현재 EL.170m)로 하류 임시용수공급이 불가함에 따라 소양강댐의 공급량을
최소로 조정 운영(최소 생공용수만을 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 축소)시 하류 영향 예측
⊙ 소양강댐 임시용수공급에 따른 상류 탁수영향 예측
구분

내 용

적용모형
대상수체

CE-QUAL-W2*(2D)
소양댐

모의기간
모의항목

모델 구성

❶ 2007 : 모델 검 보정
❷ 2014. 5 ~ 2015. 3 : 2007 탁수유입 조건을 기준으로 하절기 탁수 미배제에 대한 영향 모의
수온, 탁도

⊙ 소양강 댐내 취수탑 공사 중 방류량 감소 영향에 따른 하류 하천 수질악화 또는 수질사고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탄력적 댐 운영(방류량 조정)을 통한 선제적 하류 수질 개선 방안 수립 필요
▶ 연구성과

⊙ 조류발생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및 고도정수처리 비용 절감
⊙ 수자원 전문기관으로써 근본적인 수질향상 대책 강구를 통한 효과적인 상수원 수질관리사례 제시
⊙ 소양강댐이 하류지역의 수질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 창출
⊙ 소양강댐 방류량의 변화에 따른 상·하류수계 수질영향 검토 및 발전수익 제고를 위한 방류량 조절로 공사 경영수익에 일조
⊙ 방류물량 제약에 따른 상·하류 민원에 적극 대응
⊙ 조류, 이·취미, 탁수발생 등 사전위기 대응으로 통합환경관리 기술력 확보 및 공사이미지 제고
▶ 기대효과(활용사례)

⊙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접속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현장 적용
⊙ 향후 북한강수계 타 댐에 대한 증가방류 요청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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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덕홍수조절댐의 효율적 퇴사관리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허영택 책임연구원 l 연구기간 2014. 1 ~ 2014. 12
▶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비 및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과 반복적인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해 감천 상류부에 홍수조절
댐을 계획함에 따라 하천특성을 고려한 퇴사용량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다목적댐의 경우, 수공
구조물의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댐설계기준에 따라 퇴사위, 퇴사용량을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홍수조절댐의 경우 퇴사를 고려한 사례 및 적용기준이 없다. 대덕홍수조절댐 계획 및 설계 이전에
유역 및 하천 특성을 고려한 유출량, 유사량 및 적정 퇴사용량 산정을 위해 기술적 검토를 시행함
으로써 최적의 댐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홍수조절댐 퇴사용량 확보관련 국내외사례조사 및 감천유역 하천 퇴사현황조사

⊙ 댐 건설 예정지 주변 기초조사자료 부족으로 인해 기존 문헌 및 수치모형 활용 특성분석 필요

⊙ 댐 운영에 따른 저수구간 퇴적현상 모의(3차원 EFDC모형) 및 하류하천 하상변동(HEC-RAS) 분석
⊙ 하도준설 대비 홍수조절댐 퇴사용량 확보에 따른 타당성 비교검토
▶ 연구성과

⊙ 댐 퇴사량 산정 및 하상변동 분석 용역비 약 5천만원/건당 절감(일반 기술용역비 기준)
⊙ 홍수조절댐 퇴사관리 기준 제정(적용부서 : 수자원사업처, 수행연도 ’
15년)
▶ 기대효과(활용사례)

⊙ 대덕홍수조절댐 계획 및 설계 이전단계에 다양한 최신 기술들과 방법을 활용하여 유역특성 분석, 유출량·유사량 산정,
저수지 및 하류하천 하상변동 예측을 통해 적정 퇴사용량 산정 및 관리방안 제시로 최적의 댐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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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art River 정보관리기술 개발

•••••••••••••••••••••••••••••••••••••••••••••••••••••••••••••••••••••••••••••••••••••

연구책임자 채효석 수석연구원 l 연구기간 2013. 6 ~ 2014. 6
▶ 추진배경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하천정보 표준화 및 하천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하천 DB 설계·운영
기술이 미흡한 상태로, 인공위성 및 레이더 기술 등의 활용 및 체계적인 정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하천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체계
수립을 위하여 다수의 물관련 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하천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하천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연구내용

격자기반 하천공간정보
표준데이터모델 개발

하천공간정보 표준데이터모델

하천공간정보 표준데이터모델

타 물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도출

연구단 자료 공유 시스템

격자기반 표준데이터모델 개발
데이터모델의 속성/메타데이터/검사어휘 정의
및 ERD와 UML 정의
● 하천공간정보 표준데이터모델 고도화
●
●

격자기반 하천공간정보
표준데이터모델 변환
격자기반 공간정보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베드 적용지역에 대한 격자공간정보 변환
● 연구단 자료 공유를 위한 DB공유 시스템 운영
●
●

타 물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 도출
포탈 연계를 위한 국제표준을 적용한 하천공간
정보 ML 정의
● 타 물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WaterOneFlow-G 구축
●

▶ 연구성과

⊙ 미래조사처 Big Data 기반 물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Hydro 포털 개념 및 데이터 모델 등 지원을 통한
K-water 물관리 MP 수립 지원
⊙ 관리체계 실현 및 하천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방성 확대
⊙ 정부 3.0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K-water형 맞춤형 물관련 정보 제공 기반 마련 및 글로벌 물관련 정보표준화
선도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 기대효과(활용사례)

⊙ 하천 및 타 분야(방재, 환경 및 농업 등)에서 하천정보의 공동 활용성 향상 및 하천 정보 생산과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예산 중복투자 방지로 경제효과 기대
⊙ Big Data 기반 하천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정부3.0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물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회경제적 이익 제고 기여
⊙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대국민 하천정보제공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정보 제공으로 재해예방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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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원별 사고위험 비용 산정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전력사업처
⊙ 요청내용 : 발전원별 사고 위험 비용에 대한 연구
⊙ 소요기간 : 2014.11.3. ~ 11.11
⊙ 지원책임자 : 최 한 주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현재 발전원가에는 사고 위험에 따른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별 원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수력, 원자력, 가스, 화력 등 발전원별 사고위험 비용에 대한 연구 필요

▶ 기술지원

결과
l <표> 발전원별 위험사고비용 l

⊙ 같은 발전원이라도 분석지역에 따라
위험사고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발전원의 위험사고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발전원
석탄

- 수력발전은 OECD국가와 NonOECD 국가의 차이가 큰편인데 이는
OECD국가가 Non-OECD국가 보다

유류

수력발전소 위험사고관리 측면에서
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스

결과임
⊙ 수력발전 위험사고비용은 타 발전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수력발전에 대한 사고
빈도가 0인 것을 감안할 때 위험사고
비용은 타 발전원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

▶ 기술지원

수력
원자력
풍력(내륙)
바이오가스

지 역

외부 비용

OECD 국가
EU 27
중국을 제외 한 Non-OECD
OECD 국가
EU 27
Non-OECD
OECD 국가
EU 27
Non-OECD
OECD 국가
EU 27
Non-OECD
스위스
독일
OECD 국가/EU27

4.22
4.84
50.00
5.61
5.70
124.72
5.09
5.67
13.23
0.22
7.12
975.34
14.83
0.22
1.83

출처 : Burgherr and Hirschberg, 2014(In press).
주 : 수력발전사고는 미국 중국에서 발생했었으며, 그 자료를 참고로 하여
위험사고비용 추정
(2013년 평균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효과

⊙ 발전원의 사회적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환경비용 뿐만 아니라 위험사고 비용까지 포함
⊙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안전에 대한 가치를 향후 전력가격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지원 가치 : 2,37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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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사업 육성 및 활성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복합도시처
⊙ 요청내용 : 신성장사업 육성 및 활성화 과제의 목적달성여부를 평가할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문조사, AHP,
SMART, 추세선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 소요기간 : 2014.03.7. ~ 03.31
⊙ 지원책임자 : 장 석 원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정부경영평가단의 성과지표 선정 부적절에 대한
지적
⊙ 설문조사 결과를 단순 점수화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적 분석기법인 AHP 기법에 의해 조사
결과를 지수화 함으로써 객관적인 효과 검증 필요

l 성과관리 구성요소 l
▶ 기술지원

결과

l SMART 분석을 통한 핵심성과지표 선정과정 l

⊙「신성장사업 육성 및 활성화」성과
Pool 중 국내외 사업 환경, 중장기
경영전략 및 K-water 현 수준을 고려

핵심
성과지표
선정

하여 성과 지표 POOL(12개 지표) 구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HP,
SMART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사업
환경, 현 운영수준 등을 반영한 각
사업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선정 및
도전적 목표치 설정

▶ 기술지원

효과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
⊙ 성과지표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통해 정책, 자원 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하여 기업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 기술지원 가치 : 12,51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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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연초댐 상류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거제권관리단
⊙ 요청내용 :
- 거제 연초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민 상생협력 강화 방안 수립
•연초댐 상류마을 지역민 상생협력 강화 방안 수립 및 연반딧불이 서식 및 환경 등 실태조사
•지역에 적합한 반딧불이 종의 선정, 조성할 서식 환경 등 복원 방향
⊙ 소요기간 : 2014.07.15. ~ 11.15
⊙ 지원책임자 : 김 호 준 수석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경남 거제시는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중 연초면 명하, 이남, 주령, 상천, 하천 등 5개 자연마을에 487,477㎡
규모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전량 처리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
이용규제 완화
⊙ 반딧불이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영농 브랜드를 개발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해 수질개선 도모(명하·명동마을에서 애반딧불이 서식 확인

▶ 기술지원

결과

⊙ 복원대상종 : 광범위 분포종, 현지 분포종, 현지내 적응 가능 종(애반딧불이선정이 유리)
⊙ 서식지 복원 방향
- 서식환경 개선 : 현재 분포지역의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개체수 증가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개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l 애반딧불이 먹이사슬 l

▶ 기술지원

l 반딧불이 서식공간모형 l

효과

⊙ 5억원 수익창출(2015년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신청 및 선정, 5억원 확정)
⊙ 언론홍보 7건(수자원개발지 생태계 복원탄력, K-water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 3년연속 선정 등)
⊙ 기술지원 가치 : 16,536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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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클롱강 하구 대안노선 영향 수리분석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동남아사업단
⊙ 요청내용 :
- 신설방수로 건설에 따른 매클롱강 하구 및 페차부리 연안에 대한 3차원 모형 분석(EFDC)
- 수치모의를 통한 신설방수로와 기존하천의 유량배분에 따른 연안 일대의 영향 비교검토
⊙ 소요기간 : 2014.07.08. ~ 10.02
⊙ 지원책임자 : 허 영 택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태국 방수로 건설에 따른 매클롱강 하구 외해역 양식장의 담수피해 우려 등 건설 반대 여론과 관련하여, 3차원
수리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 지점별 염분 농도 비교 등 사업 영향 진단 필요
l 매클롱강 방수로사업 신설노선 개요 및 외해부 양식장 분포현황 l

▶ 기술지원

결과

⊙ 매클롱강 하구 외해역(타이만 북측 해역) 3차원 수치모의(EFDC) 수행
- 바람장 영향 검토를 위해 사업구간 인근 기상관측자료 추가(총 4개 지점)
-’
11년 대홍수 발생시기 기준 서측방수로/기존수로활용/신설방수로 조건별 수치모의
⊙ 하천유량, 조위·염분 및 기상정보 적용 방수로 운영에 따른 외해역 염분농도 변화 비교
- 양식장 일대 염분농도는 신설방수로 건설시 평균 약 0.12psu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치모의 오차를 감안하면 신설방수로 건설시 외해역 염분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l 하구부 검토지점 6개소 위치 l

l 검토지점 P1에서의 사업전후 염분농도 변화 l
구분

▶ 기술지원

‘11년 대비 염분농도 변화(psu)

‘11년도 조건

-

서측방수로

1.94(↓하락)

기존수로 활용

0.83(↓하락)

신설방수로

0.12(↑상승)

효과

⊙ 태국 사업 추진 반대 여론(담수피해 증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결과 제시
⊙ 기술지원 가치 : 26,966 천원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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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운영에 따른 녹조배제 영향 범위 제시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물관리센터
⊙ 요청내용 :
- 다기능 보 운영방법에 따른 수리 변화를 3차원 모형(ELCOM)으로 분석하고 시각화, 정량화
•보 운영방법 및 방류량별 녹조 배제 효과 범위(거리) 제시
•보 상류 녹조 발생 위치별 배제효과 분석
⊙ 소요기간 : 2014.1.16. ~ 11.13
⊙ 지원책임자 : 정 선 아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보 운영방법에 따른 수리적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보 상류에 발생한 조류띠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술지원

결과

⊙ (검토조건) 창녕함안보 방류조건별 상류 구간의 종단 유속영향 발생구간 산정
⊙ (유속분포) 보 인근에서 횡방향의 유속분포는 소수력+어도만 이용하는 경우(CASE1) 우안방향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며, 가동보를 이용하는 경우(CASE2)에는 중앙부로 유속이 집중
⊙ (영향범위) 수심별 유속분포 범위는 횡방향 분포와 마찬가지로 방류 인근에서만 흐름이 형성되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0.10m/sec 이하를 나타냄
- 유속의 종단 분포를 분석한 결과(Fig. 4), CASE1은 방류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유속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CASE2는 영향범위가 약 200m 정도로 분석됨
- CASE1의 경우 우안의 일부구간에서만 유속이 발생되어 오염물질 및 조류배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중심 및 낙동강 본류구간으로의 흐름이 형성되는 CASE2가 좀 더 신속한 배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l 유속분포 모의 결과 (X-Y) - CASE1 l

▶ 기술지원

l 유속분포 모의 결과 (X-Y) - CASE2 l

효과

⊙ 조류발생시 효과적인 다기능보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 기술지원 가치 : 7,761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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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진강 하류 염수침입 검토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기획조정실
⊙ 요청내용 : 섬진강 본류 유량증가에 따른 염분피해 감소효과 검토
⊙ 소요기간 : 2014.08.05. ~ 09.05
⊙ 지원책임자 : 허 영 택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섬진강 하구의 바다화 현상과 관련하여 수계로 유입되는 하천유입량 증가에 대한 염수침입 모델링 필요
l 섬진강 수계도 및 용수공급 계통도,‘09년 기준 l

▶ 기술지원

결과

⊙ 하천횡단 측량자료 활용 3차원 지형생성, 직교곡선 격자망 분할 및 EFDC 모형 구축
⊙ 댐 방류량 및 하구부 조위·염분농도 적용 방류량별 염수침입 비교 검토
- 염수침입 구간은 방류량 증가에 따라 최대 약 1.36 km 하류로 축소됨
l 염분농도 종단분포 l

▶ 기술지원

l 염분농도 최대 도달거리 l
유량
(㎥/sec)

염분 최대 도달거리
(km)

도달거리 차이
(km)

4.62

20.47

-

6.52

19.54

-0.93(감소)

6.72

19.51

-0.96(감소)

8.62

19.11

-1.36(감소)

효과

⊙ 섬진강 하천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류부 염수침입 영향 분석결과 제시
⊙ 기술지원 가치 : 15,123 천원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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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댐 담수초기 수질모델링 분석(성덕댐)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수자원경영처
⊙ 요청내용 :
- 성덕댐 시나리오별 방류 결과 모델링 분석
•군위·부항댐 수질모의 시 반영된 매개변수 및 모의방법 등 반영
•기상, 지형자료 구축 및‘13년 수질변동 모의, 탁수거동 및 수층별 방류시 수질변동 모의
⊙ 소요기간 : 2014.6.30. ~ 12.24
⊙ 지원책임자 : 이 상 욱 선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신규댐 담수초기 수질안정화를 위한 시험담수 및 방류방안 모색
▶ 기술지원

결과

⊙ (시험방류 영향) 시험담수 및 방류 이후 호내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오염물질 배제와 유입수와의 희석으로 수체내
COD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 시험방류 시행시‘17년말 기준 COD 0.4mg/L 농도감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담수 및 배제가 수질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선택취수 영향) 선택취수 고려시, 미고려시와 비교하여 COD 최대 0.5, 평균 0.03,‘17년말 기준 0.06mg/L
농도감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구댐 수질영향) 하절기에 유입수가 심층으로 유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구댐으로 인한 정체수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구댐이 미치는 수질의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l 시험방류와 선택취수 시행 유무에 따른 호내 COD 변화 l

l 댐축지점 수위변동에 따른 COD 모의결과 l

l 성덕댐 ELCOM 모형 지형 격자 구성 l

l 구댐을 고려한 성층구조 모의 결과 l

▶ 기술지원

효과

⊙ 신규댐 수질관리를 위한 댐운영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활용
⊙ 기술지원 가치 : 13,79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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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저류지 GIS 분석을 통한 홍수범람도 작성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동남아사업단
⊙ 요청내용 : 임시저류지 GIS 분석을 통한 홍수범람도 작성
•2011년 홍수시 자연상태 분석 결과
•임시저류지 사업효과를 반영한 분석 결과
⊙ 소요기간 :2014.08.04. ~ 11.28
⊙ 지원책임자 : 황 의 호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태국 물관리사업 제안서 제출당시 임시저류지 사업 분석모형 미구축으로 정량적인 사업효과 미제시
⊙ 계약전 임시저류지 수리모형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사업효과에 대하여 태국정부 및 관련자들에게 설명 필요
⇒ 사업 전, 후 효과를 반영한 홍수범람도 분석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임시저류지 사업구역 수리모형분석결과 반영, 홍수범람도 분석
(분석기간 : 2011년 6월1일~11월30일)
- 2011년 홍수 모의결과 반영한 홍수범람도 분석
- 임시저류지 사업효과를 반영한 홍수범람도 분석
- Q-GIS 활용 홍수범람현황 표출시스템 구축

l 2011년 홍수범람도 l

▶ 기술지원

l 사업효과 반영 홍수범람도 l

l 표출시스템 l

효과

⊙ 사업효과의 시각화를 통하여 태국사업관련 관계자 설명시 효과적인 활용 가능
⊙ 기술지원 가치 : 28,548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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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암조절지댐 하류 분포형모형(K-DRUM) 구축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주암댐관리단
⊙ 요청내용 :
- 주암조절지댐 하류유역 분포형 강우-유출모형(K-DRUM) 구축
•구축범위 : 이사천(주암조절지댐~순천만), 동천유역
⊙ 소요기간 : 2014.06.18. ~ 08.25
⊙ 지원책임자 : 허 영 택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주암조절지댐 저온 심층수 방류에 따른 하류 영향 최소화 및 댐 최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방류량별 수온
및 염분변화 모의 필요
* 방류량별 수온 및 염도변화 모의시 기 구축된 EFDC 모델을 활용할 예정
⊙ 방류량별 수온 및 염도변화 모의를 통한 댐의 최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강우량별 하류 유역 유출 자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댐 하류유역 강우-유출모형(K-DRUM) 모델 구축 필요

l 과업구간 및 K-DRUM l
▶ 기술지원

결과

⊙ 대상유역 GIS 입력자료 구축 및 K-DRUM 입력자료 변환
⊙ 관측소 및 댐 위치 입력, 유출량 분석(Test), 수문매개변수 조정 등
⊙ K-DRUM GUI 구성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른 분석 가능

l K-DRUM 구축 결과 l
▶ 기술지원

효과

⊙ 강우자료 입력에 따른 유역내 지류 및 전지점 유출분석 가능
⊙ 기술지원 가치 : 10,171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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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댐 3차원 수리·수질예측 모형 구축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댐유역관리처
⊙ 요청내용 :
- 횡성댐 3차원 수리·수질예측 모형 구축
•퇴사량 기초조사(
‘13년)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지형자료 생성(단위 셀크기 200m x 200m 이하)
•횡성댐 유입하천 특성 및 댐 방류 조건을 고려한 유입 및 방류 경계조건 구성
•횡성댐 고강도 수리·수질조사(
‘13년)를 기준으로 모형 구축(기상, 유량, 수질 등)
•횡성댐 수온성층, 조류발생 특성 분석
⊙ 소요기간 : 2014.3.11. ~ 11.14
⊙ 지원책임자 : 정 선 아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횡성댐의 과학적 댐운영 관리를 위한 3차원 수리·수질 모형 ELCOM-CAEDYM을 구축하여 K-water 수리수질
예측시스템인 수리안(SURIAN)에 탑재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지형생성) 셀크기 30m x 30m, total wet cell 108,997개로 구성된 3차원 지형 구축
⊙ (수온성층) 호내 4개 지점에 대한 연직수온분포 모의 결과는 지점별 연직방향 수온분포를 모델이 매우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을 확인
⊙ (수질·조류) 대체적으로 기초수질 및 조류모의의 재현성이 우수하였으나, 모형구축을 위한 수질조사 기간이
하절기가 아닌 가을∼겨울이었으므로 향후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의 자료를 이용한 추가
보정이 필요

l 횡성댐 3차원 지형 구성도 l

▶ 기술지원

l 수질모형 보정 결과 l

효과

⊙ 횡성댐 수질악화 및 조류발생에 선제적 대응, 수리안(SURIAN) 시스템에 횡성댐 모델 탑재
⊙ 기술지원 가치 : 25,87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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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용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관련
구조물 상태평가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엔지니어링처
⊙ 요청내용 : 개성공업지구 용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취수탑, 정배수장, 밸브실 구조물 상태평가 실시
⊙ 소요기간 : 2014.08.15. ~ 11.21
⊙ 지원책임자 : 임 정 열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수도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필요
⊙ 용수 공급을 통하여 개성공단 발전과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용수시설관리 기본
계획 수립 추진
⊙대상
- 취수탑(2개소)
월고저수지 취수탑 및 제1호 저수지 사수
복통 추가
- 정배수장(1개소)
공단내 침전지(정배수지 미개방)
- 밸브실(6개소)
대원다리, 룡흥다리, 덕암다리, 사천강전,
개성고려약품, 세관검문서
⊙ 일 시 : 2014년 9월 17일 ~ 9월 19일

▶ 기술지원

결과

⊙ 취수탑, 정배수지 및 밸브실에 대한 점검은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워 조사를 할 수 없었고, 밸브실의 경우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육안조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수탑은 제1호 저수지 취수탑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사수복통에 대한 육안조사를 하였다. 정배
수지는 당초 계획했던 공단 배수지 및 북측 자남산배수지를 조사계획 하였으나, 배수계획 문제와 시설물개방
불가로 인하여 공단내 침전지를 수행하였다. 밸브실은 당초 계획했던 6개소에 3개소를 추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기술지원

효과

⊙ 자체 기술력을 통한 예산절감 및 기술력 제시
⊙ 대북사업 발굴 및 참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 기술지원 가치 : 37,70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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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확장단지 대절취 사면 안정성 검토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구미단지건설단
⊙ 요청내용 :
- 설계시와 상이한 지반구조 변화에 따른 사면안정성 재검토
- 절취사면 상부의 Nail 보강의 필요유무(필요시 보강간격 등)
⊙ 소요기간 : 2014.03.27. ~ 04.29
⊙ 지원책임자 : 임 은 상 선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구미확장단지내 도로부 대절취 사면(L=400m, H=40m)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Nail 보강으로 기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전 시험굴착 결과, 풍화암 및 연암선 등의 지반구조가 설계 조건과 상이하여 굴착전 사면 안정성 재검토 필요
l 과업구간 l

l 대상 대절취 사면 전경 l

▶ 기술지원

l 대절취 사면 대표단면 및 암판정 결과 l

결과

⊙ (현장조사) 사면의 기반암은 화강암질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면 하부에는 석회암층이 1~5m 두께로 협재되어 있고,
사면 전체적으로는 절리의 발달빈도가 높고, 부분적으로
파쇄대가 발달하는 등 암질상태가 다소 불량함
⊙ (안정해석) Sta. 40+00 단면에 대한 지반공학적 안정해석 결과, 우기
및 지진 시에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l 우기시 안정성 검토 l

⊙ (보수보강대책) 지하수위저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보강공법
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절취가 진행 중인 하부 사면내에서 확인되는 석회암층은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굴착완료 후 상세 지질조사를
통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 기술지원

효과

l 지진시 안정성 검토 l

⊙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인 보수·보강 방안 제시
⊙ 기술지원 가치 : 3,556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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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안천 관보호공 노출 보강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포항권관리단
⊙ 요청내용 :
- 노출관로 구간의 현장조사 및 하상 변동현황 분석
- 성덕댐 운영개시, 송제천 합류부 퇴적 등에 따른 하천의 장기 하상세굴 및 하상변동 예측
- 관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출관로 적정 보강 시기 및 방안
⊙ 소요기간 : 2014.10.31. ~ 11.15
⊙ 지원책임자 : 김 기 영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1차기술지원시 길안천, 송제천 합류부의 하상관로 노출 및 세굴발생
⊙ 2차 현장 조사시 합류부 지역의 기존 관보호공 세굴부 퇴적 및 하상변동 발생

l 연구 수행 프로세스 l
▶ 기술지원

결과

⊙ 수리학적 자료 분석을 통한 홍수위, 유량, 유속자료 분석(홍수 빈도별 수리해석 검토)
⊙ 장기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통한 장단기 세굴 변화 패턴 분석
⊙ 지반공학적 분석을 통한 길안천 하상재료의 침식지수 파악(실내 JET 시험수행)
⊙ 수리학적, 지반공학적 검토를 통한 세굴 보강방안 제시

▶ 기술지원

효과

⊙ 수리학적 지반공학적 세굴 취약성 검토를 통한 적정 보강방안 제시
⊙ 기술지원 가치 : 2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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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원인조사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수도관리처
⊙ 요청내용 :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발생 원인조사 및 광역상수도 무관련성 확인
⊙ 소요기간 : 2014.08.28. ~ 11.14
⊙ 지원책임자 : 신 동 훈 수석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14.8.5일 서울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함몰(2.5m×8m×5m)에 접하여 수도권2단계 광역상수도 관로
(D2000mm)가 매설되어 있어 동 지역에서의 도로함몰 발생은 광역상수도와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지원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도로함몰 발생원인과 광역상수도와의 연관성) 현장조사 결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폐관 관련 : 폐관 및 하수관거 주변의 육안관찰 및 흙시료에 대한 실내시험 결과로 볼 때 오염수 흐름 및 싱크홀
유발 요인 없음
- D2000광역상수도 관련 : 관압력 손실 없고, 광역상수관로의 손상 및 주변 지반의 변상 발견되지 않아 관로와의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광역상수도 관로 및 관련 구조물 보호방안)
- 1지역 (Sta. No. 442+9.81 인근) : 저압 그라우팅 (제수변실 및 관보호공 하부 및 주변 지반의 밀도 증대 및
강성(stiffness) 증진을 통한 지지력 확보 및 침하량 저감 가능)
- 동공 6번 인근 지역 : 모래물다짐 (시공이 용이하고, 주변지반의 밀도 및 강성 증대 용이)

▶ 기술지원

효과

⊙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우리공사의 광역상수도 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명하여 우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방지에 기여
⊙ 기술지원 가치 : 24,35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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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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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공사 터널시공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소양강댐관리단
⊙ 요청내용 :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공사의 연결터널 접속부 굴착과 관련하여 현장 암반상태와 설계 암반평가의
비교, 검토를 통한 곡선부 추가 굴착 가능여부 및 지보재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 소요기간 : 2014.01.22. ~ 02.07
⊙ 지원책임자 : 김 덕 근 차장

▶ 기술지원

배경

⊙ 기존 수로터널과 신설 연결터널의 접속부 시공은 단수기간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내에 터널굴착, 보강 및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 완료가 필요
⊙ 그러나, 현장 여건상 공사기간 및 작업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접속부 곡선구간의 암반평가를 통한 추가 굴착 가능
여부 및 강지보 설치시기 조정가능 여부 검토 요청

l 추가굴착 검토구간 l

▶ 기술지원

l 터널 막장면 전경 l

결과

⊙ 막장면(NO. 5+2.4)의 상부 반단면에 대한 암반평가 결과 RMR 70점, Q값 25점으로 평가되어 당초 설계의 Ⅳ등급
암반(RMR 40~21)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임
⊙ 현 막장은 Ⅱ등급 암반으로 설계의 P-2 보강패턴에 해당하나 기존 수로터널과의 접속부라는 특수한 조건을 감안
할 때 당초 계획된 접속부 보강패턴 적용은 적정함
⊙ 곡선부의 추가굴착은 RMR 평점에 따른 무지보 자립기간은 약 6.5개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고, Q값에 따른 보강량
산정시 R/B 시공만으로도 안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굴착직후 R/B와 S/C시공를 시공하고 강지보 설치
시기는 6.5개월 정도 유예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지원

효과

⊙ 연결터널 접속부 곡선구간 추가굴착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성 향상
⊙ 기술지원 가치 : 6,17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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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암댐 보조여수로 Cut-off Wall 시공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주암댐관리단
⊙ 요청내용 : 주암댐 보조여수로 월류위어부 구조물에 설계된 cut-off wall 및 차수 그라우팅에 대한 시공 난해로
효과적인 시공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
⊙ 소요기간 : 2014.02.20. ~ 06.26
⊙ 지원책임자 : 박 동 순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보조여수로 터널 월류위어부 구조물의 차수기능 향상을 위해 당초 cut-off wall 구조물 시공 및 차수 그라우팅을
계획하였으나 대규모 사면절취 및 구조물 시공 난해로 기술적 재검토가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주암댐 비상여수로 Cut-off Wall의 당초 기초처리는 기초굴착 후 Concrete를 타설한 후 공 간격 1.0m로 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 Cut-off Wall 예정지에 노출된 기반암이 흑운모 편암 및 반상변정질 화강암이 분포, 기반암의 투수성 확인 목적
으로 7공의 Pilot 공 천공 및 시험 주입 실시
⊙ (기초 터파기) Pilot 공 성과를 바탕으로 상부 토사구간에 대해서는 터파기를 시행하고 Concrete를 타설 추천
⊙ (그라우팅 공간격, 주입압) 1.0m → 1.5m로 변경, 한계압력인 8.0㎏/㎠ 미만 추천
⊙ (그라우팅 심도) F-1 단층을 경계로 좌측은 설계된 심도, 우측은 15.0m 까지만 실시하여도 차수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l 주암댐 cut-off wall 시공 변경 추천안 l
▶ 기술지원

효과

⊙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시공 변경 추진 및 관련 지식의 공유 및 확산
⊙ 기술지원 가치 : 10,787 천원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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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의 댐 도류벽 및 감세공 기초지반 지질조사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평화의댐관리단
⊙ 요청내용 : 평화의댐 주요 구조물인 도류벽 및 감세공 기초지반의 적정성 및 감세공 기초지반 단층대에 대한 보강
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소요기간 : 2014.05.20. ~ 06.18
⊙ 지원책임자 : 김 덕 근 차장

▶ 기술지원

배경

⊙ 평화의댐 공사중 하류 좌안 도류벽(NO.3+00~7+00) 및 감세공 구조물 공사를 위한 기초 굴착중 기반암이 노출
됨에 따라 기초암반으로서의 적정성 검토 및 감세공 기초지반에 확인된 소규모 단층대에 대한 보강공사 시행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l 감세공 기초암반전경 l

▶ 기술지원

l 감세공 기초지질도 l

결과

⊙ 하류 좌안도류벽 검토구간(NO.3+00~7+00,21+00~26+00)에는 화강암질편마암이 분포하며, 암석의 일축압축
강도(760~908kg/㎠), RMR값(50) 및 Tanaka 분류(CM~CH) 등 고려시 도류벽 기초암반으로 적정함
⊙ 감세공 기초 전구간 및 하류 우안도류벽 검토구간(NO.27+00~32+00)에는 화강암질편마암이 분포하며, 감세공
기초내 폭 10~40cm내외의 단층 4개가 확인되나 단층의 특성 고려시 전체 지반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암석의 일축압축강도(720~790kg/㎠), Tanaka 분류(CM~CH) 등 고려시 감세공 및 도류벽 기초암반으로 적정함
⊙ 감세공 기초지반에 확인되는 4개의 소규모 단층은 파쇄대의 폭이 크지 않고 단층 점토와 같이 연약화된 상태가
아닌 암편의 상태로 매우 치밀한 구조를 보여 지반 개량을 위한 압밀그라우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층대
주변의 연약화된 부분은 제거 후 덴탈콘크리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

▶ 기술지원

효과

⊙ 감세공 및 도류벽 기초지반의 적정성 확인 및 단층대 처리 적정방안 마련
⊙ 기술지원 가치 : 14,411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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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누수다발지역(GN-8블록) 강관 상태평가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광주수도관리단
⊙ 요청내용 : 광주 GN-8볼록은 누수다발지역으로 해당지역에 매설된 강관에 대한 상태평가를 통하여 향후 개량
방안을 수립
⊙ 소요기간 : 2014.10.01. ~ 11.05
⊙ 지원책임자 : 배 철 호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광주 GN-8블록은‘14.03.21기준으로 광주 전 블록 중 누수건수가 가장 많은 블록이며, 주 의심이 되는 구간이
노후된 강관으로 추정됨에 따라,
- 공급량은 전체의 2.2%이나 누수건수는 51건(7.0%)으로 소블록 중 최다
⊙ 해당구간에 대한 관 상태 직접조사를 통하여 개량방안 수립하고,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광주 누수다발지역 GN-8 블록에 매설된 강관은 1993년에 매설된 관로(추정)로 관 외면 도장재는 도장재 두께가
다소 미달(37.5%)하여 부식방지 능력이 취약한 상태이며,
⊙ 외면은 전체적으로 공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식깊이도 최대 2.01 mm 수준이며, 내면도 도장재 박리
등으로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용접부 등은 다량의 부식생성물인 녹(결절)이 성장 중(부단수내시경 조사결과)
- 초음파 두께 측정결과, 초기두께는 5.764 mm 내면최대부식깊이는 0.078 mm 수준

l 내면 l

l 외면 l

⊙ 파손위험성 평가 결과, 외면·내부부식으로 인한 두께 손실로 최소 안전계수가 5.33, 다만 부식 비율이 35%을
초과하여 최소“갱생/교체”이상이고(도·송수 기술진단 가이드북, 2010), 현재 다수의 Hole 발생으로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갱생방법중 준구조적 보강(AWWA M 28, Class II) 이상 대책필요(갱생을 하는 경우, 외면부식
억제를 위해 전기방식 필요)
▶ 기술지원

효과

⊙ 광주 G-N 블록 강관에 대한 관 상태평가를 통한 개량계획 수립으로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쥴제와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
⊙ 기술지원 가치 : 11,500 천원
K-water Institute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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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동두천수도관리단
⊙ 요청내용 :
- 신규 취수원에 대한 수질 평가, 취수원 이전 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목표 물질 설정
- 원수 및 수처리특성에 따른 입상활성탄 흡착지의 운영효과 분석
-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입상활성탄 흡착지 운영여부 결정
⊙ 소요기간 : 2014.10.27. ~ 12.12
⊙ 지원책임자 : 채 선 하 수석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동두천정수장의 취수원이 향후 임진강으로 이전함에 따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입상활성탄여과)공정에
대한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입상활성탄 사용연장에 대한 성능평가(입상활성탄 교체여부 등) 및 취수원 이전
이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청
l 입상활성탄 여과지 시설현황 l

기본
시설

구분
시설용량
여과방식
지수
규격
면적

▶ 기술지원

사 양
60,000 ㎥/일
정속여과 (자연평형형)
6지
B4.0×L10.8m
259 ㎡ (43.2㎡/지)

여재
및
구성

구분
여재 및 두께
하부집수장치
EBCT
탄종

사 양
GAC(2.5m)+자갈층(0.3m)
스트레이너
15.6분
국산 야자계 활성탄
2001년 11월 신탄으로 교체

결과

⊙ 연천시 임진강 원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유기물 농도도 낮고, 맛냄새물질인 geosmin과 2-MIB도 유입
되지 않고 있어 원수 수질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동두천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의 특성 상 고도정수처리공정 즉 입상활성탄공정을 운영할 처리대상물질이 발견되지
않음. 현재 충전된 입상활성탄 흡착지의 활성탄은 흡착능은 상실된 상태이고, 생물학적 제거능을 수온이 높은
시기에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원수의 양호한 수질 특성 및 입상활성탄의 흡착능의 상실에 따라 입상활성탄 흡착지는 가동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l 활성탄 흡착지 DOC농도 및 제거율 l
▶ 기술지원

효과

⊙ 정수장 운영 효율화 및 경제적 운영방안 제시
⊙ 기술지원 가치 : 10,39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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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 안성공공하수처리장 수질공정 관리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용담댐관리단
⊙ 요청내용 :
- 무주 안성하수처리장 공정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수립
- 총인 관리를 위한 반응조 약품 주입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관리방안 수립
⊙ 소요기간 : 2014.07.01. ~ 10.10
⊙ 지원책임자 : 김 지 연 선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안성하수처리장 수량 및 수질 관리 운영인자 등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지원

결과

⊙ 총인 관리 방안
① BCS 반응조 MLSS 농도 관리 통한 침전성 개선
- 하절기 : MLSS 2,000 mg/L 부근 운영
- 동절기 : 수질관리 위한 MLSS 증가시, 약품 주입설비 활용하여 침전성 개선 필요
② 약품주입 위치 변경
- BCS 및 총인시설 약품 주입위치를 수표면에서 수중으로 변경하여 혼화효율 증대
l BCS 반응조 약품투입 배관 변경 l

⊙ 수질 안정화방안
- 동절기 : SNR, SDNR 등 질소제거 인자 측정 통한 time sequence 및 MLSS 조절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필요
⊙기타
- 현장 점검 시 2 계열 BCS 반응조 운영상태 항시 파악 : 2 계열 MLSS 농도 동일 유지 등

▶ 기술지원

효과

⊙ 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현장운영 상황 및 수질 검토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정상화 및 수질기준 준수
⊙ 기술지원 가치 : 28,83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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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송정수장 가압부상식 여과지 시범적용 평가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수도관리처
⊙ 요청내용 : 기후변화로 인하여 상수원에 조류발생이 심화됨에 따라 냄새발생과 더불어 규조류 (시네드라)가 정수장
운영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용성이 용이하면서 규조류제거에 효과적인 기술을 발굴·
적용하여 그간 고질적인 여과지 막힘 등 정수처리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목적
⊙ 소요기간 : 2014.01.15. ~ 06.15
⊙ 지원책임자 : 권 순 범 수석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여과지 폐색 조류는 여과지 역세척 횟수 증가, 여과사면 삭취 등 단기대책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시네드라 다량발생 시 가동률이 높은 정수장의 경우 수돗물 공급량 부족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고, 잦은 역세척은
배출수처리시설의 과부하로 작용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우려가 높아지는 등 정수장 운영에 장애를 초래

▶ 기술지원

결과

⊙ 규조류(Synedra 대상)의 개체수는 일반여과지(9지) 에서는 평균 114 cells/mL로써 제거효율이 다소 낮았지만
가압부상식 여과지(10지)에서는 평균 5 cells/mL로써 약 96%의 높은 제거효율이 나타남
⊙ 일반여과지일 경우 여과지속시간이 평균 89시간인 반면 가압부상식 여과지의 여과지속시간은 195시간으로써
일반여과지보다 약 2배이상 여과지속시간이 증가함

l 가압부상식 여과지 가동 시 전경 l

▶ 기술지원

효과

⊙ 여과지 상부에 DAF 공정을 활용한 고액분리 추가로 규조류 제어가 가능함
⊙ 여과지 유입수로 바닥에 포화수 공급 노즐 설치 등 개량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됨
⊙ 기술지원 가치 : 41,13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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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정수장 공업용수 탁도 제거효율 향상방안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충청운영처
⊙ 요청내용 : 침전지 개량방안 검토 등 아산(정) 공업용수 탁도 제거효율 향상방안을 제안
⊙ 소요기간 : 2014.02.26. ~ 06.15
⊙ 지원책임자 : 권 순 범 수석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아산공업정수장의 경우 시설용량 350천㎥/일이며, 현재
평균 218천㎥/일공급을 하고 있다. 가동현황은 최근
몇 년간 76% 수준으로 급격한 가동율이 증가추세
⊙ 당진 산업용수 수탁협약에 명시된 공업용 침전수 탁도 준수
불가하여 산업용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업용
침전수 수질개선 필요함
▶ 기술지원

결과

종류

상향류식 경사판 적용

용존공기부상공정(DAF) 적용

형식

침전지내 경사판 모듈 삽입

침전지내 DAF 모듈 삽입

공정
구성

공정
특징

- 침전지내 DAF 모듈 삽입으로 침전지 말단의 미처리된
- 침전지내에 모듈화된 경사판침강장치 적용으로 침전지
잔류 플럭의 제거
말단의 미처리된 잔류 플럭의 제거
- 침전지 처리용량 증대, 밀도류 등 처리에 용이
- 침전지 처리용량 증대 및 밀도류 등 처리에 용이
- 조류제거 효율 탁월

장점

- 기존 침전지내에 적용으로 추가부지 확보 불필요
- 침전지의 유효 용량 증대 가능
- 밀도류 등 안정적인 대처가능
-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 없음
- 운영이 간단하고 유지괸리 편리

- 기존 침전지내에 적용으로 추가부지 확보 불필요
- 침전지의 유효 용량 증대 가능
- 밀도류 등 안정적인 대처가능
- 비중이 낮은 조류(Algae) 등의 제거효율이 높아 후속
공정의 여과지폐색 및 막여과 파울링 제어에 효율적임
- 설치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음

단점

- 기존의 트라프 철거 및 거치프레임 설치

- 경사판침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모량 발생
(10원/㎥) (문제시기만 가동 필요)

비용
(시설비)

아산정수장 침전지 10지 적용시
약 40~50억 소요

아산정수장 침전지 10지 적용시
약 40~50억 소요

설치
소요기간

10지 적용시 10개월 소요
(중단없는 물생산 고려)

10지 적용시 10개월 소요
(중단없는 물생산 고려)

▶ 기술지원

효과

⊙ 침전지에 모듈형 경사판침전지를 추가할 경우 최종 처리수인 침전지의 수질을 안정화 가능
⊙ 모듈형 경사판침강장치를 추가하여 공정을 개선할 경우 처리 유량의 증대 및 최종 수질의 안정화
⊙ 기술지원 가치 : 34,936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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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장 침전지 내 전산유체해석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엔지니어링처
⊙ 요청내용 :
- 덕소정수장 5단계 침전지 유동해석
•덕소정수장 침전지 유동해석
•해석결과를 토대로 시설유량 및 운영유량의 유동특성, 침전효율 비교 및 추적자 모사
⊙ 소요기간 : 2014.02.03. ~ 04.24
⊙ 지원책임자 : 김 성 수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현재 발전원가에는 사고 위험에 따른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별 원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수력, 원자력, 가스, 화력 등 발전원별 사고위험 비용에
대한 연구 필요
▶ 기술지원

결과

⊙ 덕소정수장 5단계 침전지 형상 구현 및 ANSYS CFX를 활용한 전산유체해석

l 덕소정수장 5단계 침전지 형상 l

l 침전지 내 속도분포 결과 l

l 운영유량의 침전지의 침전효율 결과 l

l 침전지의 체류시간 결과 l

⊙ 덕소정수장 5단계 침전지 형상에 대한 현재 운영유량 및 시설유량에 대하여 입자 밀도, 크기에 따른 침전 효율
및 체류시간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침전지 설계 시 기본 데이터로 활용
▶ 기술지원

효과

⊙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침전지 내 유동특성, 침전효율 및 체류시간 평가기술 확보
⊙ 기술지원 가치 : 25,703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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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지정수장 정수지 밸브 개도율에 따른
유효접촉인자 비교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태백권관리단
⊙ 요청내용 :
- 황지(정) 정수지 밸브 개도율에 따른 추적자 모사 및 유효접촉인자 값의 비교
•황지(정) 정수지 밸브 개도율에 따른 각 정수지의 유입유량 예측
•예측된 각 정수지의 유입유량 토대로 정수지의 추적자 모사 및 유효접촉 인자 값의 비교
⊙ 소요기간 : 2014.05.16. ~ 08.08
⊙ 지원책임자 : 김 성 수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황지정수장 정수지는 정수지 1지, 2지 3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수지 전단부의
밸브 개폐율에 따라 각 정수지의 유량, 체류시간, 유효접촉인자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밸브 개도율에 따른 정수지의 유동특성 평가 필요
- 정수지의 유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황지(정) 정수지 형상을 대상으로 밸브
개도율에 대하여 전산유체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류시간 및 유효접촉인자
값 평가
▶ 기술지원

결과

⊙ 황지정수장 정수지 형상 구현 및 ANSYS CFX를 활용한 전산유체해석

l 황지정수장 정수지 형상 l

l 밸브 개도율 l

l 밸브 개도율에 따른 정수지 유입 유량 결과 l

l 체류시간 결과: C-curve](밸브 개도율 : 65-60-100) l

▶ 기술지원

효과

⊙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정수지의 특성 평가 기술 및 적절한 밸브 개도율 확보
⊙ 기술지원 가치 : 22,453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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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산정수장 수배전반 및 기동반 노후도 평가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전북운영처 고산관리팀
⊙ 요청내용 : 고산(정) 수배전반, 기동반, 약품동 배전반 노후도 평가
⊙ 소요기간 : 2014.09.01. ~ 11.10
⊙ 지원책임자 : 이 종 석 차장

▶ 기술지원

배경

⊙ 고산(정) 전기설비는 1997년 설치하여 17년간 운영 중이며, 고장발생우려가 크고 2중화 미비로 정전작업이 불가
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에 애로가 큼
-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및 기기 단종으로 유지보수 불가로 상태평가를 통한 개대체 의사결정

l 차단기 접촉부 부식 l

▶ 기술지원

l 장소협소에 의한 기기취부 불량 l

결과

⊙ 수배전반, 기동반 및 약품동 배전반 노후도 종합평가 : C, B등급(교체대상 선정 및 계획)
- 고산(정) 약품동 배전반 : C등급(요주의 관찰) 향후 계속적인 경향 감시필요
- 고산(정) 수배전반, 기동반 : B등급(교체계획 수립) 으로 교체계획 수립

l 노후도 종합평가 l

▶ 기술지원

l 연간등가분석 결과 l

효과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전력설비의 노후도 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실현
- 고산(정) 주요 전력설비의 개대체 의사결정 지원으로 과학적 자산관리 실현
⊙ 기술지원 가치 : 12,27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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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성정수장 태양광설비 성능진단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충남중부권관리단
⊙ 요청내용 :
- 장기사용으로 인한 태양광 모듈 효율 변화 측정
- 태양광 발전시스템 전체 효율 분석 및 태양광 발전모듈 손실요인 분석
⊙ 소요기간 : 2013.11.25 ~ 2014.03.31
⊙ 지원책임자 : 정 한 상 차장

▶ 기술지원

배경

⊙ 운영 6년차 석성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상태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요청
- 위 치 : 충남 부여군 석성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부
⊙ 시설개요
- 시설용량 : 176.4kW
- 설비구성 : 단결정 180Wp × 980매 (경사 가변형)
- 계통연계 : 부여S/S 23kV 조촌 D/L (특고압 송전)

▶ 기술지원

l 진단장비 본체(FTV-200) l

l 측정장면 l

결과

⊙ 상태진단 : 표준값 대비 발전특성 미흡
l 측정DATA (9번째 왼쪽 태양광모듈 열) l

l 발전특성곡선 raw 이미지 l

항목

단위

표준값

측정값

Pmax

W

2577.92

1590.58

Vmpp

V

683.79

633.69

Impp

A

3.77

2.51

Voc

V

796.30

724.45

Isc

A

4.50

2.99

FF

%

0.72

0.73

DPmax

%

98.91

0.0

비고

⊙ 이용률 분석 : 사업계획 (16.9%) 대비 최근 3년 평균 이용률(14.4%)로서 약 2.6% 설비이용률 저하

▶ 기술지원

효과

⊙ 발전효율 및 이용률 저하 주요원인은 경년변화에 따른 노후화, 각종 오염 등으로 판단되며,‘황변’
현상에 지속적인
주의관찰이 요구 (전체 모듈중 약 65% 발생)
⊙ 기술지원 가치 : 12,616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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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주요 연구성과 l 현업 기술지원 (27)

➜

➜

고양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효율평가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고양권관리단
⊙ 요청내용 :
- 분석항목 : LC-OCD로 분석 가능한 전 항목(TOC, DOC, CDOC, Biopolymer, Humic Substance,
Building Blocks, Neutrals, HS-Diagram, SUVA)
- 공정별 NOM 특성분석(원수, 여과수, 오존처리수, 활성탄, 정수, 활성탄 지별 성능 비교)
⊙ 소요기간 : 2014. 2. 28. ~ 12. 15
⊙ 지원책임자 : 최 일 환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고양 정수장 고도처리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NOM 유입 농도 특정 및 공정별 제거효율, NOM 성분별 변화
분석이 필수적임. NOM 전문분석 장비인 LC-OCD를 통하여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기술지원

결과

⊙ 2014년도 한강수계 원수의 NOM 특성을 조사한 결과 TOC 농도 평균값은 1.66~1.7 mg/L 수준이었고, 정수장
별로는 반월 원수의 유기물 농도가 성남, 고양 정수장 보다 약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성남과 고양의 원수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1.69 mg/L, 1.65 mg/L).
⊙ 2014년도 조사 기간 동안에 NOM은 수처리 공정을 통하여 30~46% 제거되었다.
⊙ 6월에 30%로 제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12월에 46%로 제거율이 가장 높았다.
⊙ 공정별로는 여과공정 전 단까지 제거율이 높았고, GAC 제거율은 8~21% 까지 변화가 컷으며, GAC 지별 차이도
확인되었다.
⊙ 한강수계 타 정수장과의 정수 수질 비교에서 고양정수의 유기물 농도가 12월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
되어 유기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 정수장별 수처리 후 유기물질 농도 분석결과 l

▶ 기술지원

효과

⊙ 기술지원 가치 : 38,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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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기별 유기물질 제거 특성 분석 결과 l

’
14년 주요 연구성과 l 현업 기술지원 (28)

➜

➜

남조류 생태특성 및 성장 영향인자 조사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댐·유역관리처
⊙ 요청내용 : 남조류 생태특성 및 성장 영향인자 조사
⊙ 소요기간 : 2014.09.19. ~ 09.25
⊙ 지원책임자 : 이 희 숙 책임위원
▶ 기술지원

배경

⊙ 낙동강의 녹조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발생원인 등 근본적 요인분석 미흡
⊙ 남조류 생태특성 및 성장 영향인자를 파악하여 인자별 현황파악 및 대안 검토
▶ 기술지원

결과

⊙ 남조류 발생 및 생태적 특성을 남조류의 종류, 남조류의 신진대사, 질소고정, 부력형성, 스컴형성 등으로 파악함
- 지구에 약 35억년 전에 등장하여 최초로 광합성을 시작한 생물임
、 (1988, 1990)와 Komarek와
、
- 남조류는 Anagnostidis와 Komarek
Anagnostidis (1989, 1999, 2005)에 따르면
Chroococcales, Oscillatoriales, Nostocales, Stigonematals로 분류되며, 주요 유해 남조류는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Aphanizomenon 임

- 남조류의 특이한 신진대사, 질소고정, 부력형성 능력, 스컴 형성 능력 등이 다른 조류와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을
높여줌
⊙ 남조류 성장 영향인자인 영양염류, N:P비, 유기물질, 수온, 철, 미량원소, 혼화, 체류시간, 일조시간, 강수량, 유량,
개체간 경쟁을 조사함으로써 파악함

l 광합성과 질소고정 대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질세포와 인접한 영양세포의 모식도 l

▶ 기술지원

l 가스 소포를 갖는 남조류의 부침순환 모식도 l

효과

⊙ 남조류 생태특성 및 성장 영향인자를 조사함으로써 발생원인 등 근본적 요인 분석 자료 제공에 기여함
⊙ 기술지원 가치 : 7,69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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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주요 연구성과 l 현업 기술지원 (29)

➜

➜

보현산댐 초기 수질변동 원인파악을 위한 유기물 분석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수자원개발처, 수자원경영처
⊙ 요청내용 :
- 분석항목 : LC-OCD로 분석 가능한 전 항목(TOC, DOC, CDOC, Biopolymer, Humic Substance,
Building Blocks, Neutrals, HS-Diagram, SUVA)
- 보현산댐 담수초기 수질변동 원인파악을 위한 유기물 기원 분석
- 조사지점 : 정기 조사(5개소), 강우시 조사(4개소)
- 조사빈도 : 정기 조사(매월 1회), 강우시 조사(3~4회)
⊙ 소요기간 : 2014.06.27. ~ 11.30
⊙ 지원책임자 : 최 일 환 책임연구원
▶ 기술지원

배경

⊙ 보현산댐 담수 초기 수질변동 원인 파악을 위하여 주기적인 NOM 유입 농도 특정 및 수심별 측정, 홍수기 측정
결과 분석이 필수적임. NOM 전문분석 장비인 LC-OCD를 통하여 원인 분석
▶ 기술지원

결과

⊙ 고현천, 하송, 법화, 입석 4개 유입지천의 갈수기 TOC 농도는 1.2∼3.5 mg/L 범위로 부항댐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
⊙ 강우기 상류 지천별 유기물의 평균 유입 농도는 고현천, 입석, 하송, 법화가 각각 3.7, 3.2, 4.5, 3.8 mg/L로 증가
하여 갈수기 평균 농도와 비교한 결과 각 지점별 증가율은 169%, 174%, 193%, 215%로 나타났고, 법화 지점의
유기물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 조사 결과 수심에 따른 유기물질 농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담수 후 댐 바닥 층의 유기물 농도가
표층과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은 댐 수몰지로 부터의 용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l 보현산 댐 시료 채취지점도 l

▶ 기술지원

효과

⊙ 기술지원 가치 : 26,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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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현천 유기물 월별 유입
특성 3D크로마토그램 l

l 유입 지천 유기물 농도 누적 분석 결과 l

’
14년 주요 연구성과 l 현업 기술지원 (30)

➜

➜

충주정수장 응집지 부착물질 실태조사

•••••••••••••••••••••••••••••••••••••••••••••••••••••••••••••••••••••••••••••••••••••

▶ 기술지원

개요

⊙ 요청부서 : 충주권관리단
⊙ 요청내용 : 충주정수장 응집지 부착 이물질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지원 및 위해성 검토
⊙ 소요기간 : 2014.07.17. ~ 07.29
⊙ 지원책임자 : 이 희 숙 책임위원

▶ 기술지원

배경

⊙ 최근 충주정수장 응집지내 이물질이 부착하여 성장하여 미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분석지원 요청
⊙ 또한, 이물질에 대한 위해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술지원

결과

⊙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이물질 관찰결과 녹조류의 일종인 Spirogyra (해캄류)로 밝혀짐
⊙ 응집플럭 속에 규조류 및 탁질 물질과 엉켜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아래그림 참조)

l 일반적인 Spirogyra l

l 응집 플럭 속의
Spirogyra (100배) l

l 응집 플럭 속의
Spirogyra (100배) l

l Fragilaria 등 규조류와
엉긴 모습 (200배) l

⊙ Spirogyra(해캄류)는 담수에 흔하게 분포하며 400여종이 보고되고 있음
⊙ 원주형의 단핵 세포가 일렬로 배열된 사상체로 물속에 자유로이 부유 및 부착생활을 함
⊙ 사상체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때문에 쉽게 덩어리를 형성함
⊙ 생산하는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음

▶ 기술지원

효과

⊙ 충주정수장 응집지내 부착 이물질의 성상 규명 및 위해성 조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
⊙ 기술지원 가치 : 2,07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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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주요 연구성과 l 연구인프라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국제 수질시험 최고등급 평가기관

➜ ➜ 수질분석연구센터

•••••••••••••••••••••••••••••••••••••••••••••••••••••••••••••••••••••••••••••••••••••

•세계 4대 물분석 연구센터로 수돗물 정밀수질검사(250항목) 실시
•유해물질 분석법 신규 정립을 통한“수질분석 500항복 Pool”구축
•국내 최초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기관 지정
•공인시험기관 운영(환경측정기기, 토양·먹는물 수질검사)

구분

이화학분야

유기물분야

무기물분야

미생물분야

구성

기초수질분석실
맛·냄새 평가실 등

미량유기물연구실, 유기분석실
사료전처리실 등

금속원소분석실, 이온분석실
방사성물질분석실 등

바이러스분석실, 원생동물분석실
조류분석실 등

금속류, 방사성물질,
이온류 분석

조류(Algae) 바이러스,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
분석 및 연구

ICP, ICP/MS, IC/MS, LSC,
감마핵종분석기, 비례계수기

전자현미경,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기(RT-PCR) 등

역할

COD, BOD, 탁도 등
미량유기물질, 잔류 농약,
기초 수질항목 분석,
소독부산물, 다이옥신, 조류독소,
맛·냄새 평가 전용 시험실 운영
맛·냄새 물질 분석

주요
장비

분광광도계, 수질자동 분석기 등

GC, GC/MS, LC, LC/MS,
LC-OCD, 고분해능 스크리닝

세계 최고 수준의 상하수도 연구·교육센터

상하수도 모형 및 실증 플랜트
•세계 최고수준의 상하수도 연구·교육기관 구축
•정수, 하수 및 관로분야 연구수행을 위한 모형 및 실증플랜트 운영
•국내외 상하수도 분야 실무 전문교육을 위한 실증설비 활용

•위치 : K-water연구원 내
•사업비 : 453억원
•센터구성
- 실증플랜트 : 소규모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연구 수행
- 모형플랜트 : 기존, 고도, 막여과 단위공정 및 관로의 성능평가
- 40주년기념홀 : 국내외 물관련 학술활동, 기술지원 및 교류 전당

상하수도 연구·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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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원심모형시험기

➜ ➜ 원심모형실험센터

•••••••••••••••••••••••••••••••••••••••••••••••••••••••••••••••••••••••••••••••••••••

•다목적댐, 다기능 보 등 대형 수리시설물의 거동
특성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축소모형 시험
•원심가속도를 이용, 축척에 따른 응력 감소를

구분
기본성능 및
용량

보상하여 실대형 구조물과 동등한 조건을 구현
•지반공학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

규 격
■ 유효반경

: 8.0m
■ 재하용량 : 100g에서 8ton, 120g에서 5.8ton,
150g에서 3.8ton
■ 32

데이터 획득
시스템

채널 FFT 변환
시스템
■ 탑재용 카메라 시스템(LED 조명 포함)
■ 고속 카메라
■ 아날로그

■ 최대

모델링 장비

센서

컨테이너 : 1.8*0.8*0.8m 1EA
ESB 컨테이너 : 1.6*0.6*0.6m 1EA
■ 자동 모래 강사기, 진공 점토 혼합기
■ 비행중 정적 유압 하중재하 시스템(100g)
■ 1-D

■ 간극수압계,

토압계, LVDT, 가속도계, 레이저 변위 센서

■ 1D,

정현파와 실 지진파 재하 가능
: 100g까지 1.5ton 이상
지진모사장치 ■ 최대 가진 용량 : 40g st 100g
■ 재하 면적 : L1.6m×W0.8m×H0.8m
■ 최대 변위 : 5mm, 진동수 : ~300Hz
■ 재하용량

선진 측정기술력의 동방성장지원센터

성능시험센터
•수차 및 산업용 밸브류의 국산화 및 중소기업 수출품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수차 성능시험 설비

•수차
- 시험대상 : 벌브, 프란시스, 카플란, 사류, 펠톤 등
- 시험항목 : 효율, 수압맥동, 무구속, 캐비테이션 등
•밸브류
- 시험대상 : 서지릴리프밸브, 감압밸브, 공기밸브,
핵융합 냉각시스템 등
- 시험항목 : 용량계수, 압력회복계수, 캐비테이션 등

밸브 성능시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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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구경 국가교정기관

➜ ➜ 유량계 교정시스템
•••••••••••••••••••••••••••••••••••••••••••••••••••••••••••••••••••••••••••••••••••••

•국내 유량측정 표준 확대 및 대구경 유량계 해외수출기반 마련
•유체기기의 시험시설 지원 및 교육지원
•설비개방에 의한 밸브 등 관련산업의 발전 견인
•산학연 공동연구시설로의 활용을 통한 신기술 개발
정압탱크

마스터미터

높이 : 27.5m
용량 : 68m3
와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유량을
공급할 목적

고정밀 기준유량계

측정배관 : 구경 50~800mm
상류직관거리 50D, 하류지관거리 10D
(곡관, 밸브 등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유체
유동형상을 안정화)

수집탱크 : 1, 6, 10, 50 ton
유량계를 통과한 유체를
수집하고 중량을 측정

공급펌프
150 kW 4대
75 kW 1대

지하회수조 : 810m3
(교정 수행중에 믈의 온도변화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물 저장조)

품질시험 전문기관

대형지반시험 장치시스템
분 류

토질시험기

구조재료시험기
기 타

장

비

명

삼축압축시험기(3종류 5set) :
대형(Φ300mm), 중형(Φ150mm), 표준(Φ50mm),
Hole Erosion 시험기

대형공진주시험기(Φ200mm)

만능시험기(100ton), 압축시험기(500ton), 동결융해시험기,
콘크리트투수시험기, 비파괴시험장비, 단열온도상승시험기
탄성파탐사기, 전기비저항탐사기

Hole Erosion 시험기

대형삼축압축시험기(Φ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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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국가교정인정기관

➜ ➜ 우량계·수위계 교정시스템
•••••••••••••••••••••••••••••••••••••••••••••••••••••••••••••••••••••••••••••••••••••

우량계 시스템 : 고정표준실 교정장치(좌), 현장 교정장치(우)

장비명
레이저거리측정기
수준기

측정범위
0m ~ 300m
+30℃ ~ -30℃

온도지시계
절대압계
곧은자
데이터처리장치

측정범위
16,100 g
8,100 g

분해능
0.1 g
0.1 g

온습도계

-40℃ ~ +60℃
0%R.H. ~ 100% R.H.

0.1℃
0.1% R.H.

온도지시계
절대압계
표준 교정실용
분동
현장용

-50℃ ~ +200℃
225 hPa ~1,125 hPa
3,111.940g
1,058.004g

0.1℃
0.1 hPa
-

분해능
1mm
0.01℃

-40℃ ~ +60℃
0.1℃
0%R.H. ~ 100% R.H. 0.1% R.H.
-50℃ ~ +200℃
0.1℃
225 hPa ~1125 hPa
0.1 hPa
0m ~ 1m
1m
CPU:intel(R) core(TM) i7-3610QM
2.30GHz, RAM:4GB, HDD:500GB
USB용 시리얼통신 멀티포토(8)

온습도계

장비명
전기식 교정실용
지시저울 현장용

수위계 표준장치

45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실내수리모형 실험장
•전자파표면 유속계 등 수문관측 장비의 개발 및
검증 수행
•기능성, 안정성을 갖춘 수리시설사업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수로의 크기 : 0.9m×1.0m×15.0m
•유속 측정범위 : 0.0~1.5㎧
(수문 완전 개방시 1㎧ 이상)
•유속오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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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분야 (총 19개 과제)
분
야

연구과제명

총연구
기간

시행
방법

1

계속 아라뱃길의 최적 퇴사관리 기법 개발

13.01~15.12 자체(위탁)

2

계속 파키스탄 Patrind 사업의 장기 저수지 퇴사예측 및 저감방안 연구

12.01~14.12

3

신규 저영향개발 물순환 최적 관리 및 기술 브랜드 전략

14.01~15.12 자체(위탁)

4

신규 대덕홍수조절댐의 효율적 퇴사관리 방안 연구

14.01~14.12 자체(위탁)

5

계속 주암조절지댐 하류 수환경 모니터링 및 영향분석 연구

13.01~14.12 자체(위탁)

6

계속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시화호 및 외해 흐름영향 분석

13.01~15.12 자체(위탁)

7

계속 시험유역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연구

12.01~14.12

8

신규 강우량 및 하천유량 지역빈도분석 시스템 개발

14.01~15.12 자체(위탁)

9

신규 방류수 도달시간을 고려한 수재해 대응 고도화 기술 개발

14.01~14.12

자

10

계속 수자원시스템 용수공급 안전도 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13.01~14.12 자체(위탁)

원

11

신규 신규 홍수조절댐 수목 침수영향과 댐저수지 수변경관림 도입방안 연구

14.01~16.12 자체(위탁)

12

신규 소양강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상·하류 수질영향 분석

14.01~14.12 자체(위탁)

13

신규 송산그린시티 육상동물(고라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법연구

14.01~14.12

14

계속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 안정화방안 연구

13.01~14.12 자체(위탁)

15

계속 고효율 녹조회수 및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자원화 기술 개발

12.01~14.12

16

계속 하천 유량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11.12~16.06 공동(위탁)

17

계속 Smart River 정보관리 기술 개발

11.12~16.06

18

계속 친수구역 LID 물순환 플랫폼 구축 및 최적 설계 기술 개발

12.11~17.06 공동(위탁)

19

계속 수생태계 생물서식처 복원 기술개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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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4.05

자체

자체

자체

자체

자체

공동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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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분야 (총 11개 과제)
분
야

기
반
시
설

구분

총연구
기간

연구과제명

시행
방법

1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위치 탐사기법 연구

14.01~14.12 자체(위탁)

2

계속 고도정수처리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오존성 평가

13.08~14.10 자체(위탁)

3

신규 댐 성능개선을 위한 Aging 댐체 건전성 진단 연구

14.01~16.12 자체(위탁)

4

신규 상수도 시설 내진 취약성 평가 및 보강대책 연구

14.01~15.12 자체(위탁)

5

계속 향상된 해석기법에 의한 기존댐 내진성능 평가 연구

12.05~14.12 자체(위탁)

6

계속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수리시설물 안전성능평가기술 개발

13.01~15.12 자체(위탁)

7

계속 제방 및 보 구조물의 세굴/침투 안정성 향상 방안연구

13.01~15.12 자체(위탁)

8

신규 차세댐 댐 안전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연구

11.01~14.12

9

신규 댐 및 다기능보 매설계기 관리기준 수립

14.01~15.12 자체(위탁)

10

계속 실시간 수변시설물의 안전도 평가시스템 성능평가 및 실용화 방안 연구

13.06~18.05

수탁

11

계속 지하수 활용 홍수취약성 평가 기술 개발

11.10~16.06

수탁

총연구
기간

시행
방법

자체(위탁)

⊙ 상하수도 분야 (총 12개 과제)
분
야

구분
1

연구과제명

계속 산업용수제조 전처리 및 역삼투 공정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12.01~14.12 자체(위탁)

- 당진현대제철 산업용수 설비 및 대산 통합공급시설 중심

상
하
수
도

2

계속 막여과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의 최적운영 기술 개발

13.01~14.12

자체

3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저감을 고려한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방안 및 BAT 개발

14.03~15.08 자체(위탁)

4

계속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수계별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운영 최적화 및 평가

13.01~14.12

5

계속 K-water형 고도슬러지 감량공법(K-EBR2) 개발

12.01~15.12 자체(위탁)

6

계속 초순수 Pilot Plant 운영을 통한 최적공정 조합기술 확보 및 신공정 개발

12.02~16.12

자체

7

계속 상수관망 수질관리를 위한 관세척 기법 개발

13.01~15.12

자체

8

계속 MFC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수처리 기술

11.09~15.08 수탁(위탁)

9

계속 스마트 미터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 상수관망 운영관리 최적화

11.08~16.04

수탁

10

계속 수질 맞춤형 정수처리공정 개발

11.08~16.04

수탁

11

계속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술개발

10.12~14.09

수탁

12

계속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설계기술 및 법/제도 연계방안 수립 (연구단 포함)

10.12~14.09

수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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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행과제 목록

⊙ 설비기술 분야 (총 9개 과제)
분
야

구분

연구과제명

총연구
기간

시행
방법
자체

1

신규 전자식 수도미터 오차특성 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 대안 마련 연구

14.01~14.12

2

신규 수열에너지시스템의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14.01~17.02 자체(위탁)

3

계속 시화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기반기술 연구

13.01~14.12 자체(위탁)

설

4

계속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 구현을 통한 최적 상용모델 개발

13.01~14.12

비

5

계속 배출수공정 운영자동화를 위한 Smart제어 알고리즘 개발

13.01~14.12 자체(위탁)

기

6

계속 마이크로 수차 발전 시스템 개발

11.07~14.06 수탁(위탁)

술

7

계속 7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개발 및 30MW급 기본설계

11.12~15.02

8

계속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11.09~14.09 수탁(위탁)

9

계속

국산 수차발전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1MW이하급 프란시스 수차발전시스템
기술개발 및 검증

자체

수탁

13.06~16.05

수탁

총연구
기간

시행
방법
자체

⊙ 정책경제 분야 (총 8개 과제)
분
야

정
책

구분

연구과제명

1

신규 K-water 조직문화 진단 및 중장기 추진전략 개발

14.01~14.12

2

신규 환경비용 측면에서 수력발전과 타 발전원과의 비교 연구

14.01~14.12 자체(위탁)

3

신규 수돗물 품질 개선효과에 따른 편익 분석

14.01~14.12 자체(위탁)

4

계속 수자원사업의 편익확대 및 개선방안연구

12.01~14.12 자체(위탁)

5

신규 K-water, 동반성장 모델 연구

14.01~14.12

6

계속

7

계속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12.07~16.07

8

계속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방안 연구

13.01~14.06 수탁(위탁)

자체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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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녹색성장(Water and Green Growth)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0.08~15.03 공동(위탁)
수탁

2014 수행과제 목록

⊙ 수질분석 분야 (총 8개 과제)
분
야

구분

연구과제명

총연구
기간

시행
방법

1

신규 광동댐 상류 농업활동이 댐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14.01~14.12

자체

2

계속 낙동강 수계 상수원-정수장 구간 유기물 거동 특성 연구

13.01~14.12

자체

3

계속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인성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기법 연구

13.01~14.12

자체

4

신규 조류발생에 따른 원수 및 수처리공정에서 AOM 거동특성 연구

14.01~15.12

자체

5

신규 최신분석기술을 이용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고감도 분석법 개발

14.01~15.12

자체

6

신규 원격탐사 (Remote Sensing) 기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기법 연구

14.01~15.12 자체(위탁)

7

계속

수
질
분
석
소규모 상수시설 통합관리용 저전력 중거리 광역센서망 및
복합센서 모듈기술 개발
8

계속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수처리용 흡착제 및 산업용 탈취시스템 개발

11.11~14.04

공동

12.07~14.06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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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구과제 실용화 목록

실용화 구분

실용화 제목

대상부서

1 지식재산권 판매 및
기술이전

정수장슬러지를 활용한
인공배양토 제조방법

엔지니어링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저감을 고려한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방안 및 BAT 개발

문용택

2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안) 보완 및 부록 작성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댐ㆍ유역관리처 개선 방안 연구(낙동강 수계)

이상욱

3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낙동강 하구둑 수문운영 개선

낙동강
친수구역 LID 물순환 플랫폼 구축 및
통합물관리센터 최적 설계 기술 개발

이상진

친수구역 LID 물순환 플랫폼 구축 및
최적 설계 기술 개발

이상진

4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도시의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국가 법제화 마련

책임자

5 지식재산권 판매 및
기술이전

소하천용 다수심 유속측정장치

엔지니어링처

시험유역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연구

임광섭

6 지식재산권 판매 및 `
기술이전

높은 회수율로 정수 생산을 위한
막여과 정수 처리 시스템 및 방법

엔지니어링처

정밀여과-나노여과공정을 이용한 막여과
일체형 상용화 정수시스템 개발

김충환

7 지식재산권 판매 및
기술이전

정수 생산을 위한 막여과 정수처리
엔지니어링처
시스템 및 그 방법

정밀여과-나노여과공정을 이용한 막여과
일체형 상용화 정수시스템 개발

김충환

8 지식재산권 판매 및
기술이전

막여과 정수처리 시스템에서
나노여과 공정의 회수율 향상기술 엔지니어링처

정밀여과-나노여과공정을 이용한 막여과
일체형 상용화 정수시스템 개발

김충환

9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국외 수자원 분야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ODA 중점 실행 방안

국무조정실
수자원 분야 ODA 종합평가
대외협력정책과

10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EU 및 일본 비용단가검증위원회 자료를 전력사업처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활용한 발전원별 환경비용 산정

환경비용 측면에서 수력발전과
타 발전원과의 비교 연구

11 지식재산권 판매 및
기술이전

SCSL공법 현장 적용을 통한
기술 사업화

경남부산운영처 중대구경 상수관로 갱생기술 개발

12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하천유사이동의 이론적 접근과
수치모형의 적용 특성

물관리센터

13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댐 매설계기 고장계기 폐기 및
관리시스템 정비

댐 안전관리를 위한 매설계기 및
댐ㆍ유역관리처 외부변위 관리기준 수립

14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금산정수장 잔류염소 균등화를 위한
수도관리처
“후염소+트리밍”방법 적용

하도안정화를 위한 유사관리 계획 수립
연구

류문현
최한주
김정현
황만하
이종욱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한 고품질 차아염소산나트륨
품질기준 수립 및 최적 운영기술 개발

이영주
박동순

15 신규 사업·시설·설비· 조지아 Nenskra 댐 및
시스템 개발
사면의 내진 안정성 검토

해외기획처

향상된 해석기법에 의한
기존댐 내진성능 평가 연구

16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국내외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국제사회 WGG 아젠다 확산

기획조정실

물과 녹색성장(Water and Green Growth)
신태선
전략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17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환경비용 측면에서 수력발전과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타 발전원과의 비교 연구

전력사업처

환경비용 측면에서 수력발전과
타 발전원과의 비교 연구

18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82

과제명

금강1횡단 도수관로 보강공사 관련
수중구조물의 진단 및
충남중부권관리단 보수보강 연구
연구성과 적용 검토

최한주
김완영

19 신규 사업·시설·설비· 자연유기물 최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방안

고령권관리단

정수공정간 냄새유발 물질 및
자연유기물질 특성 분석

최일환

20 신규 사업·시설·설비· 군위 댐 초기 담수에 따른
시스템 개발
자연유기물 유입특성 분석

군위댐관리단

정수공정간 냄새유발 물질 및
자연유기물질 특성 분석

최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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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구과제 실용화 목록

실용화 구분

실용화 제목

대상부서

과제명

책임자

21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물값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수리권 개선 방안 정책수립 지원

수자원사업처

하천 유량 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22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정수장 도장 후 통수를 위한
신속/고감도 클로로페놀류 분석

동화권관리단

최신분석기술을 이용한
김윤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고감도 분석법 개발

23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정수장 도장 후 통수를 위한
신속/고감도 클로로페놀류 분석

보령권관리단

최신분석기술을 이용한
김윤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고감도 분석법 개발

24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정수장 도장 후 통수를 위한
신속 고감도 클로로페놀류 분석

천안권관리단

최신분석기술을 이용한
김윤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고감도 분석법 개발

25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대구경(50mm ~ 350mm)
수도미터 현장적용방안 마련

수도관리처

전자식 수도미터 오차특성 평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 대안 마련 연구

김종섭

26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보령정수장 기존 배슬러지지내
교반기(수중폭기) 현장적용

수도선진화처

친환경적 다중방어 정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융합 프로세스 기술 연구
- 방류수 수질 및 신기술 접목방안을 중심으로

권순범

27

신규 사업·시설·설비· 운문정수장 교반기(믹서기) 적용
수도선진화처
시스템 개발
조정조(배슬러지지) 신설 현장적용

친환경적 다중방어 정수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융합 프로세스 기술 연구
- 방류수 수질 및 신기술 접목방안을 중심으로

권순범

28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연초정수장 망간제어를 위한
중염소 배관 신규 설치

거제권관리단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최적화 기술 개발
- 공주, 연초정수장 막여과 공정 운영기술개발

이영주

29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물순환 설계

수변도시처

친수구역 LID 물순환 플랫폼 구축 및
최적 설계 기술 개발

이상진

30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입상활성탄 시운전
단축방안 제시

수도권수도건설단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수계별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운영 최적화 및 평가

채선하

31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시화호 어류 이동통로(어로) 설치

시화관리처

수생태계 생물서식처 복원 기술개발

김동섭

32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K-water 동반성장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수도선진화처

K-water, 동반성장 모델 연구

김상문

33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인도 물시장 분석 및 진입 전략

해외기획처

주요 국가의 물산업 육성정책 비교 연구
(해외 물시장 진입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김상문

34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말레이시아 물시장 분석

해외기획처

주요 국가의 물산업 육성정책 비교 연구
(해외 물시장 진입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김상문

35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하는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암모니아의 수질영향 평가

댐ㆍ유역관리처

하천변화 모니터링 및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이요상

36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수돗물 수질 개선에 따른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편익 분석

수도관리처

수돗물 수질 개선에 따른 편익 분석

장석원

37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38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북한 수자원현황 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신규사업 정책수립 지원

미래조사처

북한 수자원 부존량 평가 연구

강신욱

39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건강한 수돗물 다큐멘터리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홍보 영상

홍보실

수돗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세희

40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건강한 물 시범사업의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수도관리처

수돗물 수질 개선에 따른 편익 분석

장석원

다지점연산식을 이용한
수처리(약품/여과/소독/오존)
경남부산운영처
오존공정 제어로직 프로그램 구축
통합형 제어로직 프로그램 개발

이을래

이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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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실용화 제목

대상부서

과제명

41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수돗물 음용아파트의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수도관리처

42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외해유동모형구축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아라뱃길운영처 아라뱃길의 최적 퇴사관리 기법 개발

수돗물 수질 개선에 따른 편익 분석

장석원
노준우

43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기술기준,
규정 및
44
법령 등의 제·개정

저수지 장기퇴사
모의모형 구축
고속 위성수문관측시스템
중심제어국(HUB국) 정밀점검

45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금강수계 세종보 정체구역 발생
조류문제 해결

46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유공블럭형 하부집수장치 적용을 통한
정수시스템 Retrofitting 기술개발 및 신기술
수도권수도건설단 적용방안 - 여과공정 운영 최적화 방안 수립
여과지 개량공사 가이드라인 적용

김성수

47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한강수계 상류 댐 저수지
정체구역 발생 녹조문제 해결

충주권관리단

광역상수원에 적용 가능한 농축된
조류 제거방안

최일환

엔지니어링처
임진강건설단

파키스탄 Patrind 사업의 장기 저수지
퇴사예측 및 저감방안 연구
수문관측 성능시험센터 구현을 통한
최적 상용모델 개발

책임자

금강
광역상수원에 적용 가능한 농축된 조류
통합물관리센터 제거방안

노준우
홍성택
최일환

48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신규부산물 나이트로사민의
원-정수 극미량 분석방법 개발과
낙동강 수계 정수장 현황진단

수도관리처

유역기반 탁수유발물질 및
미량유해물질의 관리현황과 평가

최재원

49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정수장 방류수 신규물질인
아크릴아미드 분석방법 개발 및
방류수질관리 현안해소

수도관리처

나노물질등 신규 분석기술 표준화 및
정수공정 거동평가

최재원

50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수자원 시설물 누수위치
탐사 및 분석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위치
댐ㆍ유역관리처 탐사기법 연구

51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CSG 공법의 댐 설계기준 재정

수자원개발처

CSG 공법의 내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최적설계방안 및 시공기법연구

김재홍
김기영

52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댐 계측 지진데이터 경향 분석을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통한 장기거동특성 평가

대형 지반구조물 대입경 조립재료
댐ㆍ유역관리처 동적물성 산정 기법 연구

김남룡

53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원심모형시험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수리시설물
K-water연구원 안전성능평가기술 개발

김남룡

54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대청조절지댐 어도
신규시설 적용

대청댐관리단

수생태계 생물서식처 복원 기술개발

김동섭

55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송산GC 개발사업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시화관리처

시화호 유입하천 장기 수질 모니터링

최광순

56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사업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효과분석

시화관리처

시화호 유입하천 장기 수질 모니터링

최광순

57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장흥댐 인공습지 운영관리방법 개선
댐유역 인공습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전남서남권관리단 수립 연구
(유량확보 및 수위관리)

최광순

58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정수슬러지의 흡착제
재활용처리 활성화

전북운영처

최돈혁

59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실시간 수질 통합운영시스템

소규모 상수시설 통합관리용 저전력 중거리
논산시 맑은물과 광역센서망 및 복합센서 모듈기술 개발
최돈혁

60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모바일 앱 기반
상수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수도관리처

www.kiwe.re.kr

정수슬러지를 이용한 수처리용 흡착제 및
산업용 탈취시스템 개발

스마트 미터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
상수관망 운영관리 최적화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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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구분
61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62

실용화 제목
아라뱃길 물순환장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상부서

과제명

아라뱃길운영처 경인아라뱃길 수질관리 안정화방안 연구

『시흥시 공공하수도 시설개선 및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효율화 사업』관련 신규사업 입찰을 수도선진화처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위한 공정분야 진단 및 개선계획

책임자
이요상

자가진단형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시스템상용화버전의 개발 및 실규모
하수처리장 현장적용 연구

김병군

63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상수관망용 다항목 수질계측
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

스마트 미터 및 센서 네트워크 기반
파주수도관리단 상수관망 운영관리 최적화

김주환

64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자동플러싱 장치 설치를 이용한
수질개선

파주수도관리단, 상수관망 수질관리를 위한
수도관리처
관세척 기법 개발

배철호

65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보 계측기기 운영,관리 방법 개선

댐ㆍ유역관리처 댐 및 다기능보 매설계기 관리기준 수립

이종욱

66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 석성정수장 공업용수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혼화기 선정 기준 수립

충남중부권관리단 혼화 응집공정의 최적화 방안

이선주

67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하도 유사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기술사항 및 실무적 검토절차(안)

물관리센터

하도안정화를 위한 유사관리 계획 수립
연구

황만하

총인 제거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판단을 위한 신규운영방법 개발

수도선진화처

자가진단형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시스템상용화버전의 개발 및 실규모
하수처리장 현장적용 연구

김연권

다기준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최적홍수저감대책 분석

아라뱃길운영처 경인 아라뱃길 침수영향 평가 연구

임광섭

미래조사처

Smart River 정보관리 기술 개발

황의호

68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69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70

빅데이터 기반 수자원정보관리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련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정보시스템 연계 활용 기술

71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기존(또는 막여과)공정 배출수의
최적운영 기술개발

수도개발처

막여과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의
최적운영 기술 개발

문용택

72 신규 사업·시설·설비
·시스템 개발

통합하천공간정보
데이터모델 표준화 현황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Smart River 정보관리 기술 개발

황의호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Smart River 정보관리 기술 개발

황의호

73 신규 사업·시설·설비· 통합하천정보 데이터 모델 및
시스템 개발
적용 기술
74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입상활성탄
수도관리처
운영지침(재생기준 기술지침)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수계별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운영 최적화 및 평가

채선하

75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입상활성탄 품질기준(시방서)
정립

냄새물질 제어를 위한 수계별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운영 최적화 및 평가

채선하

수도관리처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76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시화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인근지역에 미치는 유속분포도 작성 시화조력관리단 시화호 및 외해측 흐름영향 분석

김영성

77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오염조사 기법 및 조사결과를
활용한 정수장 미생물 관리 적용

수도관리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인성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기법 연구

이규철

78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해외 현지 수질 분석을 위한 체온
이용 총대장균 분석 기술 실용화

해외사업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인성 미생물 오염 조사 기법 연구

이규철

79 신규 사업·시설·설비· 보/제방 구조물의 세굴 산정
시스템 개발
시스템(방법) 구축 및 현장적용

제방 및 보 구조물의 세굴/침식
댐ㆍ유역관리처 안정성 향상 연구

80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수도관리처

수리안(SURIAN) 내 맛냄새
예측모형 성능보완 및 개선

녹조 기원성 맛냄새물질의 동적예측 및
선제적 대응기술 연구

김기영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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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구과제 실용화 목록

실용화 구분
81 기존 시설물 개량
또는 대체

실용화 제목

과제명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변형에 따른
해안연약지반 압밀침하관리 및
아라뱃길운영처 기반시설보호대책 연구
도시기반시설 보호대책 기법

책임자
김재홍

82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송산그린시티 사업으로 인한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고라니 영향 및 작물피해 저감방안 시화관리처

송산그린시티 육상동물(고라니) 관리를 위한
김호준
모니터링 기법연구

83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다목적댐의 홍수기 운영을 위한
수문자료 빈도분석시스템의 실무적용 물관리센터

강우량 및 하천유량 빈도분석 시스템 개발

강신욱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84 기존 운영방법 개선

극한홍수대응 빈도별 보운영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빈도분석시스템의 활용

금강
강우량 및 하천유량 빈도분석 시스템 개발
통합물관리센터

강신욱

85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수공구조물이 반영된 낙동강 하류 낙동강
방류수 도달시간을 고려한
방류수 전파특성 및 하류하천 도달시간 통합물관리센터 수재해 대응 고도화 기술 개발

이을래

86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수량-수질을 연계한 비상용수공급시
소양강댐 방류량 조절에 따른
소양강댐관리단 상·하류 수질영향 분석
댐 운용 의사결정 지원

이승윤

87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상시유출예측시스템 구축

물관리센터

분포형 강우유출모형 (K-DRUM)을 이용한
허영택
유역 유사,수질 산정모형 개발

88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유역 유사량 산정프로그램 개발

물관리센터

분포형 강우유출모형 (K-DRUM)을 이용한
허영택
유역 유사,수질 산정모형 개발

89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해상태양광 기술적 타당성 및
사업화 활용

전력사업처

시화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기반기술 연구

정한상

댐ㆍ유역관리처

차세대 댐 안전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연구

임정열

91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위험도 기반 댐 안전관리 평가 Tool
차세대 댐 안전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댐ㆍ유역관리처
D-SMART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임정열

92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추적식 수상태양광 개발

전력사업처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ICT 융합기술 개발

안인수

93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수자원시설물(댐, 보 등)
수중부 손상점검 및 평가 지원

댐ㆍ유역관리처

댐시설물 수중부의 손상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연구

김완영

94 신규 사업·시설·
설비·시스템 개발

기존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요령 개정 적용

수도관리처

상수도 시설 내진 취약성 평가 및
보강대책 연구

박동순

95 신규 사업·시설·
설비·시스템 개발

실무자를 위한 댐 타입별 내진
안정성 평가 절차서 개정 적용

댐ㆍ유역관리처

향상된 해석기법에 의한 기존댐
내진성능 평가 연구

박동순

96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마이크로 수력발전
수차성능시험 기술 제공

K-water연구원 마이크로 수차 발전 시스템 개발

조 용

97 기술기준, 규정 및
법령 등의 제·개정

마이크로 수차 발전시스템 구축

용담댐관리단

마이크로 수차 발전 시스템 개발

조 용

98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고농도 차염발생기 설치로
소독부산물 발생 억제

파주수도관리단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한 고품질 차아염소산나트륨
이영주
품질기준 수립 및 최적 운영기술 개발

99 신규 사업·시설·
설비·시스템 개발

규조류(Synedra) 제어를 위한
폴리아민 주입 공정 개발

수도관리처

수질 맞춤형 정수처리공정 개발

이영주

100 신규 운영방법 개발 및
기존 운영방법 개선

전자파표면유속계를 이용한 유량측정시
미래조사처
업무표준화를 위한 측정방법 개선

전자파표면유속계의 유속측정 불확실도
산정

김영성

90 현안해소 목적 연구성과, 댐 안전 중장기 실행계획 및
정책수립 등 경영지원
新 SMART 미래기술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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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적재산권 실적

권리구분

명

칭

출원번호

대표발명자

1

특허

포켓식 수차

10-2014-0030522

최범수

2

특허

수질오염물질 복합 처리장치

10-2013-0142920

손지연

3

특허

액체/젤 계면을 이용한 전류법 기반의 휴대용 스틱형 이온센서

10-2014-0015327

오은정

4

특허

어도조사용 어류채집장치

10-2014-0003410

김동섭

5

특허

고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10-2013-0152194

이남영

6

특허

염소투입장치

10-2013-0160275

송창주

7

특허

누전차단기의 자동복귀장치를 포함하는 리셋형 전원 스위치

10-2013-0151747

유 철

8

특 허

정류제어용 감압밸브

10-2013-0152800

송창주

9

특 허

정수장 슬러지 폭기를 이용한 배출수 처리방법

10-2013-0129807

이성진

10

특 허

오탁방지장치

10-2013-0128489

남광옥

11

특 허

측정잡음 필터링 및 측정주기 가변제어 방법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망 감시를 위한 다항목 수질계측 시스템

10-2013-0094255

김주환

12

특 허

원격검침 기능 확장이 가능한 기계식 수도미터

10-2013-0076550

김주환

13

특 허

독립전원 전기방식시스템

10-2013-005776

양민호

14

특 허

수질측정장치

10-2013-0054205

김윤석

15

특 허

어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환경 분류방법

10-2013-0035925

김동섭

16

특 허

생물이동통로를 겸한 수변 생태습지

10-2013-0035913

김동섭

17

특 허

수처리용 탄소나노튜브 구조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역삼투막

10-2012-0095209

이경혁

18

특 허

침전슬러지 배출용 호퍼 커버

10-2012-0042999

김한수

19

특 허

연수화시스템

10-2012-0071760

김충환

20

특 허

막세척지수 측정장치

10-2012-0102736

유영범

21

특 허

주름형 환원 전극부를 가진 튜브구조의 미생물 연료전지

10-2012-0155907

김연권

22

특 허

다중 격막형 미생물 연료전지

10-2012-0124713

김홍석

23

특 허

맨홀의 무전원 배수장치 (EDS를 이용한 Con'c변실내 무전원배수장치)

10-2012-0148002

김병수

24

특 허

분포형 TDR센서를 이용한 침하계

10-2012-0146325

임은상

25

특 허

소하천용 다수심 유속측정장치

10-2012-0145507

채효석

26

특 허

탄소나노튜브 재질의 정삼투 분리막 및 이의 제조방법

10-2012-0075889

김지웅

27

특 허

관측위성 영상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방법

10-2012-0129525

손병용

28

특 허

노후관로 변형에 따른 작업성이 용이한 2액형 도료 도장장치

10-2012-0096163

배철호

29

특 허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의 배양방법 및 이를 이용한 유기산의 생산방법

10-2012-0120458

김병군

30

특 허

추적식 수상 부유 태양광 발전장치

10-2012-0122319

이남형

31

특 허

천연재료를 이용한 수질정화제의 제조방법

10-2012-0085008

최돈혁

32

특허

무동력 하수토출 시스템

10-2012-0081913

김연권

10-2011-0078644

김연권

제443호

한승철

33

특 허

하수 처리 공정의 수직형 생물 반응조의 무동력 교반 장치

34

신기술

알루미늄계 슬러지의 수열합성을 적용한 악취제거용 흡착제 제조기술

35

프로그램

수처리 통합형 제어로직 운영 프로그램 v 1.0

-

배상식

36

프로그램

수처리 통합형 제어로직 관리 프로그램 v 2.0

-

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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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CI 논문 실적

논문명
Raw-water source heat pump for a vertical water
treatment building
Runoff characteristics of non-point pollutants caused
by differentland uses and a spatial overlay analysis
with spatial distributionof industrial cluster: a case
study of the Lake Sihwa watershed
Detection of coliforms in drinking water using skin
patches: A rapid, reliable method that does not
require an external energy source
Optimal sampling network for monitoring the
representative water quality of an entire reservoir on
the basis of Information theory

게재지명

게재일자

조용, 오선희, 윤린

Energy and Buildings

2014-01-01

김세원, 박준석, 김대익, 오종민

Environmental Earth Science

2014-01-23

이규철, 남세희, 김민정, 박민선,
김누리, 이유진

Am. J. Trop. Med. Hyg.

2014-01-29

이요상, 백경록, 이창현

ournal of Water and Climate
Change

2014-02-06

Development and clinical evaluation of rapid
diagnostic kit for feline leukemia virus infection

이규철, 김원식, 정점규, 김학용,
정우석, 안동준, 정혜영, 이재인,
이영기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2014-03-01

Low-costseparatorsforenhancedpowerproduction

김홍석, 이주호, 민부기, Sanath,
Ramesh

Electrochimica Acta

2014-03-11

이규철, 김민정, 김종익, 이찬희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4-04-01

Occurrence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noroviruses in Korean surface water between 2007
and 2010
Evaluation of ceramic membrane applications for
water treatment plants with life cycle cost analysi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in microbial
fuel cells with different anode configurations
Reduction of phosphorous at WWTP combined with
DAF and A2/O
Risk Assessment of Watershed Erosion at Naesung
Stream, South Korea
High performance and antifouling vertically aligned
carbon nanotube
Usefulness of tissue nitrogen content and macroalgal
community
Effects of intensity and seasonal timing of
disturbances on a rocky intertidal benthic community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Effects of ammonium ions from the anolyte within biocathode microbial fuel cells on nitrate reduction and
current density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fly ash concrete containing
lightly-burnt MgO
Incidence and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hepatitis
A viruses in Korean surface water between 2007 and
2010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nalysis of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for real-time rive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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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Water Science and
김지연, 김홍석, 김병군, 유재철
Technology
Desalination and Water
권순범, 독고석, 김두일, YT Guan
Treat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황만하, Pierre, Mark V, Un Ji
Management
임재림, 박성혁, 박용균, 김수한

2014-04-02
2014-04-10
2014-04-28
2014-04-30

이경혁, 백영민, 김철인, 서동균,
김태원, 이정석, 김용협, 안경현,
배상식, 이상철, 임재림, 윤제용

Journal of Membrane
Scicence

2014-05-01

원남일, 김상일, 박상률, 강윤희,
김기영, 이근섭, 이혁제, 길현종

Journal of Applied Phycology

2014-05-12

원남일, 김상일, 강윤희, 최창제,
서인수, 이혁제, 정석근, 박상률

Ecological Research

2014-05-12

김지연, 김병군, 김홍석, 윤주환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2014-05-16

장봉석, 최슬우, 김주형, 이광명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4-05-21

이규철, 김민정, 남세희, 이찬희

Microbiology and
Immunology

2014-06-11

홍성택, 이승환, 황인관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2014-06-12

2014 SCI 논문 실적

논문명

저자명

Toxicity of atrazine and its bioaccumulation and
biodegradationin a green microalga, Chlamydomonas
mexicana
Evaluation of dams and weirs operating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of the Geum River
The hydrodynamics of an ozone contactor withhorizontal
meandering flow to enhance disinfectionefficiency
Relationship between groundwater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Recursive Neuro-Fuzzy Algorithm for Flow Prediction
and Pump On-Off Minimization
Verification of wireless environment network
simulation and reliability
An Experimental Study on Shaking Table Tests on
Models of a Concrete Gravity Dam

최재원, 지민규, Kabra, 김정래,
전병훈, Govind

Effect of organic loading rates and influent sources
Characterization of Chromophoric Dissolved Organic
Matter and Trihalomethane Formation Potential .. Impoundment Effects
Biodegradation of bisphenol A by the freshwater microalgae
Chlamydomonas mexicana and Chlorella vulgaris
Effects of longitudinal baffles on particles settling in a
sedimentation basin
Electricity generation and microbial community in
microbial fuel cell
Movement patterns of three freshwater fish species
after upstream transportation by fishway in the
Jangheung Dam
Identification of waterborne microbial pathogens by
matrix-assisted laser-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and the Biotyper 2.0 databases
Optimal distribution of groundwater monitoring
wellsnear the river barrages of the 4MRRP using a
numerical modeland topographic analysis
Hydrodynamic and Water Quality Modeling for Gate
Operation:A Case Study for the Seonakdong River
Basin in Korea
Abnormal Data Refinement and Error Percentage
Correction Methods for Effective Short-term Hourly
Water Demand Forecasting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Actinomycetes from
terrestrial environment and their synthesis of geosmin
and 2-MIB
Modeling of Interannual Snow and Ice Storage in HighAltitude Regions by Dynamic Equilibrium Concept

이상진, 안정민, 강태욱
이경혁, 김두일, 이호선, 김윤정,
현인환

게재지명
Environ. Sci. Pollut. Re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게재일자
2014-06-15
2014-06-15
2014-06-16

김규범, 이병대, 함세영, 장 성,
정재영
이호현, 장상복, 홍성택, 신강욱,
전명근

Geosciences Journal

2014-06-30

Advances in Intelligent and
Soft Computing

2014-07-01

신강욱, 최영관, 홍성택, 이안규,
박혜미, 이승환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2014-07-02

신동훈, B.Pha, S.Cha, K.H.P,
P.War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4-07-07

김홍석, 김병군, 김지연, 유재철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2014-07-09

이승윤, 신재기, 허 진, 이보미

Journal of Hydrology

2014-07-16

최재원, 지민규, 황재훈, Kabra,
김정래, 오유관, Shanab, 전병훈

Ecological Engineering

2014-09-14

이영주, 박노석, 김성수, 왕창근

Water Science & Technology

2014-10-07

김홍석, 김병군, 김지연, 이태호,
유재철

Journal of Biotechnology

2014-10-07

김동섭, 김정희, 윤주덕, 허우명,
김철구, 장민호

Paddy Water Environ

2014-10-15

이규철, 이유진, 박종근, 이옥재

Journal of Pure and Applied
Microbiology

2014-10-17

김규범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2014-10-31

노준우, 황진영, 김영도, 권재현,
박재현, 이용곤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4-11-06

신강욱, 석준홍, 김정중, 이준용,
이주장, 송영주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14-12-01

이규철, 이유진, 김봉수, 김민정,
남세희, 오지윤, 최일환, 박종근

J. Pure Appl. Microbio.

2014-12-08

장수형, Ohara, Kure, Chen,
Kavvas

J. Hydrol. Eng.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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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닥터컨퍼런스 추진실적

▶ 닥터컨퍼런스

개요

연구과제 및 현업부서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K-water 연구원, 현업부서, 사외 산학연
전문가’
들이 함께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토론회

그간 추진경위
⊙’
10. 09. 08 : 닥터컨퍼런스 운영 개시( ’
12년까지 총 65회 시행)
⊙’
13. 02. 18 : 닥터컨퍼런스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현업부서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각 연구소별 분기당 1회 이상 목표
(총 22건 시행)
⊙’
14. 01. 10 : ’13년 닥터컨퍼런스 Annual Report 발간 (최초)
⊙’
14. 01. 13 : ’14년 닥터컨퍼런스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14년

⊙ (개

추진실적

요) 노후댐 안전관리 및 건강한 수돗물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총 22건의
닥터컨퍼런스 시행
합계

정책경제

수자원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비기술

수질

22건

3건

4건

4건

4건

3건

4건

⊙ (추진성과) 현업부서 현안사항 12건, 연구과제 현안사항 10건 추진 및 현업 부서 341명, 사외전문가
325명을 포함하여 총 1,023명의 소통의 장 마련

90

구분

계

현안해소

방향제시

전문기술능력 향상

계

22건

5건

6건

11건

현업부서 현안

12건

4건

4건

4건

연구과제 현안

10건

1건

2건

7건

www.kiwe.re.kr

2014 닥터컨퍼런스 추진실적
⊙ 2014년 닥터컨퍼런스 추진현황
연
번
1
2

제

목

역삼투 전처리 공정 및
농축수 처리 효율 향상
친수도시유역
물순환설계·관리

3

건강한 수돗물 환경조성

4

밀양소수력 운영

5

노후댐 안전관리 및
성능개선
정부평가 대비 성과지표
Pool개발 및 선정

6
7

미네랄 건강영향 특성

8

누수탐사기법 및 적용

9

초분광 원격탐사 기술

10

미량물질의
상수원 거동 분석

11

정수처리 BAT구축

12

배출수공정
연속/연동운전
지속가능한 수변도시
계획 및 개발방향
한국의 물관리 주요
이슈 및 미래 정책방향
수자원SOC
안전포럼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및
극한가뭄 극복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경제학
K-water
수상태양광 활성화

13
14
15
16
17
18
19

국가SWM구축

20

배출수처리시설의
BAT구축
사회기반시설 안전과
원심모형 실험
대하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21
22

참여자
현안
분류 소계 연구원 현업 산학연
부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현업
부서
현업
부서
현업
부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연구
과제
연구
과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연구
과제
연구
과제
현업
부서

핵심 키워드
1

2

3

66

7

15

44

산업용수

역삼투

배출수

30

14

12

4

LID

친수도시

물순환

54

10

12

32

수돗물

미네랄

44

26

5

13

소수력

수차

98

32

37

29

댐
노후화

내진
위험성

성능개선

42

12

29

1

정부평가

성과지표

글로벌
수준

61

34

24

3

미네랄

음용률

45

23

8

14

32

23

6

3

29

15

14

-

14

8

5

1

56

8

36

12

42

11

21

10

21

8

11

2

116

27

3

86

33

17

5

11

34

3

29

2

40

7

21

12

15

11

1

1

54

7

46

1

70

29

1

40

27

25

-

2

건강한
수돗물
수자원
시설물
조류
모니터링
미량
물질
정수처리
공정

수질환경
정책
방류수의
와류

전기장
탐사
원격
초분광
탐사
대응
조류독소
매뉴얼
위기
BAT
관리
상시
필터
배출수
모니터링
프레스
수변
송산
LID
도시
그린시티
세계
물과
OECD
물포럼
녹색성장
재해
콘크리트
매설계기
예방
댐누수
기후
수자원장기
극한
변화
종합계획
가뭄
건강한
비용편익 수질개선
수돗물
분석
사업
수상
스마트
추적식
태양광
그리드
태양광
차세대
Water
SWM
물관리
Grid
방류수
배출수
보령
법적기준
처리
정수장
원심모형 수리시설물 사회기반
실험센터 안전성능
시설
큰빗
수체의
저서생물
이끼벌레
건강성
누수탐사

추진성과 비고
현안해소
방향제시

사업
관리
기술
전문기술 개발
현안해소 민원
방향제시 관리
기술
문제해소
개발
현안해소 기술
방향제시 개발
기술
문제해소
개발
현안해소 민원
방향제시 관리
기술
전문기술 개발
기술
전문기술
개발
민원
문제해소
관리
전문기술 기술
개발
기술
문제해소
개발
기술
전문기술
개발
현안해소 기술
방향제시 개발
현안해소 기술
방향제시 개발
기술
전문기술
개발
현안해소 사업
방향제시 관리
기술
전문기술
개발
기술
전문기술
개발
현안해소 갈등
방향제시 관리
기술
전문기술
개발
민원
문제해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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