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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
다에서는 폐어구 어망, 항구 내 부유쓰레기, 해외에서 온 쓰레기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2년에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약 6.8만 톤이었는데, 실제 발생량은 17.6만 톤 정

도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는 수분 및 염분으로 인하여 재활용이나 소각이 쉽지 않아 

더 문제다. 이런 경우 쓰레기의 최종처리단계인 매립처분을 택해야 한다. 육상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매년 13백만톤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용중인 육상 폐기물매립장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존 매립지의 포화로 인한 추가적인 매립장 건설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육
상 쓰레기 발생 저감과 폐기물의 재이용ㆍ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지자

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매립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신규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신규 매립장의 확보가 필

요하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오랜 시간 빚어졌다. 수도권의 사례에서도 보듯, 육상에서의 

신규 매립장 건설은 여유부지의 부족과 님비(NIMBY)로 인한 민원 등으로 부지확보조차 

매우 어렵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상최종처리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

쓰레기와 전처리 과정을 거친 소각재와 같은 일부 육상폐기물의 매립을 분담함으로써 

육상에서의 폐기물매립지 부족과 새로운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상 최종처

리장은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규모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기능이 필요하며, 처
리장을 부기능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해양공간개발을 주기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이 아직까지 실현되

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싱가폴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해양에서의 국토창출을 목적으로 

해상처분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양 환경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친환경

적으로 건설 및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해상처분장 차수시

스템의 설계 시공 기술, 내부수위 제어 및 수처리 기술, 해양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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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활용방안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부지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매립지반 활용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양공간개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측면에서 해상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상

처분장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개발 경제성

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개발을 실현하는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국내외 동향

가. 국내동향

매립지 수명종료가 임박한 지자체에서는 신규 매립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하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수도

권 매립지 1매립장(251만m2)은 매립을 완료하여 대중골프장 등 상부 공간을 활용중이며 

2매립장(248만m2)은 조만간 매립종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매립장(307만m2) 및 4매립장

(338만m2)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천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수

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방침이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3매립장 조성을 통해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간 분쟁이 있었다. 201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추가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합의에 의해 3-1공구를 추가 개발하여 약 연장 

사용 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는 향후 10
년 이내에 도래할 3-1공구 매립종료 이후의 매립지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나. 해외동향

(1) 일본

일본은 해상에서의 폐기물 처분을 통해 폐기물 처리공간의 확보와 새로운 국토 창출

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1973년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에 폐기물매

립호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했다. 해상최종처

리장 조성 초기에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향후 토

지 활용을 위해 소각재 등 전처리과정을 거친 폐기물과 비가연성 고형폐기물, 토사 등

에 한하여 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완료되어 조성된 

해양공간을 스포츠 레저시설, 주택단지, 산업단지, 항만시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하여 활용하는 Eco-Town 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부지개발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

에 들어서는 항만 중심의 자원순환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Recycling Port 정책 

추진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는 약 40개소, 매립면적 1500만평의 해상최종처리장이 시공 

및 계획되어 있으며,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

물의 대부분을 해상최종처리장에 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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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일본의 해상최종처리 관련 정책 동향

그림 1.1.2 일본 해상 최종처리장 현황

동경만 新海面處分場(신해면처분장)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추가적인 매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안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동경만 신해면처분장은 동경도의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내측 188ha, 외측 314ha이고, 매립 후에는 동경 올림픽 경기장 등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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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일본 동경만 해상최종처리장 전경 및 조성계획

그림 1.1.4 동경만 내측매립지의 녹지조성 계획

오사카 만에서는 오사카만에는 항만과 도시기능의 확충 필요성과 폐기물 처분을 위하

여 40년 전부터 계획하여 1982년 오사카와 인근의 5개 현이 협약을 통해 피닉스센터를 

설립하고 4개의 해면처분장(Amagasaki-113ha, Izumiotsu-203ha, Kobe-88ha, Osaka-95ha)과 

9개의 반입기지를 조성하여 광역처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비용은 4개 처분장 건

설에 2천억엔, 반입기지 9곳 건설에 1천억엔 등 약 3천억엔의 건설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운영비는 60억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4개의 해상최종처리장 가운데 

2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2개의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매립이 진행

중이다.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중고차매매단지 및 20만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해상최종처리장은 2027년까지 운영예정이며, 
현재 2027년 이후를 대비하여 신규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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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오사카 피닉스센터 설립 배경

그림 1.1.6 일본 오사카만 해상최종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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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매립부지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요코하마 항에는 1978년부터 혼모쿠 부두 D 돌제지선 매립지에 폐기물 매립을 진행중

이며, 준설토사, 육상잔토 및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매립중에 있다. 매립장 면적은 670,000㎡
이며 매립량은 13,200,000㎥으로 매립후 부두용지, 공원 및 녹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데지마 해상최종처리장은 일반폐기물을 소각하여 매립하거나 산업폐기물, 공공준설토, 

건설잔토를 매립중에 있다. 육상 중간집하장에서 폐기물을 해상운반하여 매립하고 있으

며 매립량은 264만㎥, 일일 처리능력은 1,300㎥이다.

그림 1.1.8 요코하마 혼모쿠항 해상최종처리장

그림 1.1.9 데지마 해상최종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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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자재의 처리에 해상최

종처리장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1995년 1월에 발생한 阪神

(한신) 淡路(아와지) 대지진으로 발생한 2,000만 톤의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가 943만톤에 

달하였다. 지진재해 직후 오사카만 해상최종처리장에서 약 847만톤의 폐콘크리트를 해

상최종처리장에 매립처리하여 지진재해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다수의 해상최종처리장이 운영중에 있으나 환경문제나 피해사례

가 보고된 바는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상최종처리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는 차수공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fail-safe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 차수공의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기능을 갖는 차수성능 보완기법으로, 1차적인 차수

공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백업기능을 통해 차수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수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차수공의 성능향상을 위해 하부지반의 침하에 의한 변

형에 대응이 가능한 차수재 개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해상최종처리장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동경만의 신해면처분장과 오사카의 피닉스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상최종

처리장의 일부 호안에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

하였다. 또한, 지속되는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매립용

량 증대를 목적으로 매립지반 고밀도화 공법 개발, 지반안정화 촉진기술 개발 등의 연

구도 수행 중이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육상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남쪽 8km 해상에 350ha 면적의 세마카우(Semakau) 해상처분장을 건설

하여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루 약 2천톤의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이 

매립된다. 세마카우 해상최종처리장은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낚시, 조류관찰, 자전거도

로, 캠핑장 등 관광목적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

계 언론은 단순한 매립이 아닌 생태친화적인 해양공간 창조 사례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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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0 싱가포르 세마카우 해상최종처리장 전경

그림 1.1.11 싱가포르 세마카우 해상처분장의 생태공간 개발 및 이용

(http://www.nea.gov.sg/corporate-functions/contact-nea/semakau-landfill)

(3) 미국 및 유럽

미국에서는 오염준설토 등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인공섬 형태의 차폐처분시설

(Confined disposal facility, CDF)를 조성되어 있다. 한 예로 미국 5대호 내 오염준설토 처

리를 목적으로 Saginaw Bay CDF가 1978년에 283ha 규모로 건설되어 1979년부터 1994년
까지 764만m3의 오염준설토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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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미국 Saginaw Bay CDF

유럽에서도 해상이나 연안에 차폐처분시설을 조성하여 오염준설토 및 오염토양을 처

분하는데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 한 예로써 덴마크 Køge 해상준설투기장은 

380,000m2의 면적으로 2007년에 건설되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0만톤의 오염토

양을 처분하였다. 매립으로 조성된 부지는 기존 산업단지 확장과 약 1.2km 부두를 신설

하여 항구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림 1.1.13 덴마크 Køge 해상오염토양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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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필요성

육상 폐기물매립지 수용용량 제약, 신규 매립지 조성의 어려움, 매립지 관련 지자체간 

갈등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수요에 대한 국가적 해결방안 마련 시급

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입지조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수립과 해상최종처리장으

로 조성된 매립부지의 활용을 통해 신해양공간 창출 및 부지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1.14 연구개발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해상 최종처리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상처리장의 건설 및 운영을 위

한 법/제도 분석 및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

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조사 및 예측기술에 대한 가이드라

인 개발이 중요하다.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므로 개발 경제성 확

보를 위한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해상 최종처리시설은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호안 및 

차수시스템, 친환경 운영 방안, 내부 보유수 및 지반 오염도저감 기술 등 핵심기술개발

이 필요하다.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양외력의 차폐가 필수적이며, 차폐호

안 구조물의 시공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형식과 공법 개선을 통한 차폐호안 구

조물의 시공 비용절감이 요구된다. 모듈형 호안 구조물 기술은 해상 최종처리장의 순차

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호안 구조물의 부분적 파손시 교체범위 최소화로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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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최소화가 가능하며, 호안 구조물의 모듈화로 선형과 사용목적에 따른 가변적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차폐호안구조물의 급속시공에 따른 공기단축 

및 시공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방파제 등 유사한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여 관련 산업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호안 구조물의 친환경적 활용에 따른 친수공간 확대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연직차수공은 해상 폐기물 최종처리장에서 내부의 폐기물 오염수가 해역으로 유출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연직차수공은 차수성능과 장기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차수성능 향상 기술 개발이 필수적

이다. 대수심 조건 또는 대규모 해상최종처리장에서는 강관시트파일(SPSP, Steel Pipe 
Sheet Pile) 등의 연직차수공이 되는데, 파일간의 이음부(Joint)는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방

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모르타르의 수축, 균열로 인해 장기내구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결부 차수성 및 장기내구성이 향상된 독자적인 연직차수공 연결부 형상 및 

이음부 충진재 기술 확보를 통해 국내업체의 국내 및 해외공사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상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직차수공의 손상 및 누수에 대

한 모니터링 기술은 누출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지관리의 핵심기술이

다. 국내 육상매립지 건설시 누출감지시스템 설치 민원이 많으나, 해외 차수시트 누출감

지기술을 수입하여 일부 적용되는 실정으로 국내에는 관련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토목섬유 차수시트에만 적용가능한 전기적 방식의 누출감지시스템이 일부 적

용중이지만, 연직차수공의 건전도 평가 및 누출 감지시스템은 없으므로 연직차수공에 

대한 건전도 평가 및 누출감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바닥 지반 차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토목섬유 차수시트가 적용중이나 

대규모 면적에서는 비경제적이며, 국부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차수시트의 수중

설치는 복잡한 시공과정이 요구되며, 수중설치의 어려움으로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개

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장 바닥 원지반 조건이 저투수

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바닥차수 보강이 필요하므로 차수시트 설치 대안으로 해저

지반 차수성 보강을 위한 재료 및 복토 공법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은 수위, 수질 등 개별적인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감시제어데이

터수집(SCADA)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중요시설에 대한 환경적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해상최종처리장에서 주요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최종처리시설 공정 모니터링 기술 

분야에 대한 많은 노하우나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을 접목한 수위, 수질, 누출감지 등 다양한 모니터링 항목을 통합한 감시제어데

이터수집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정 최적화를 이

룰 수 있어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관련 핵심 제품 산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기술 인력의 

전문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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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최종처리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일본에서는 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처리 후 방류하고 있으나, 호안 내부에 장기간 

존재하는 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적용되지 않다. 그러나,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

하는 깔따구 피해 등과 같이 해상 최종처리장 내부 폐쇄수역에서의 환경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수처리플랜트에 의한 배출수 정화 뿐만 아니라 내부에 고여있는 보유수의 

수질 개선을 통한 환경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자연 배출되는 간

극수에 대해서만 수처리 공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지반에 대해서는 매립 종료 후 

지반안정화 공법을 별도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립완료시점부터 부지활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용절감 및 부지 안정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매립지반 간극

수 배출 촉진 및 오염도 저감 공정이 일체화된 공법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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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표

1. 최종연구목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는 육해상폐기물 소각재, 무기성 폐기물 등 전처리된 폐기물고 

준설토 등에 대하여 해상에서 차폐시설을 갖춘 처리장에 최종 매립하는 것으로 정의되

며, 본 연구과제는 호안과 차수공 등을 설치하여 조성되는 공간인 해상 최종처리장(매립

지)의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을 위한 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과 해상최종처리장 환경성 개선 기술 개발 등

의 핵심요소기술개발을 본 연구과제의 목표로 한다.

그림 1.2.1 연구개발과제 비전 및 목표

기본 구조도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 복합공간조성

그림 1.2.2 해상 최종처리시설 조성 및 해양복합공간 개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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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사업화 기반 구축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기술 기준 개발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법률 개선(안) 마련

   -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차폐시설 기준 수립

   -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적지 평가, 권역별 후보지 및 시범사업 입지 선정

   -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시범사업 개념설계

   -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및 경제성 평가

○ 해상최종처리장 호안 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설계시공 기술 개발

 • 모듈형 호안 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설계시공 기술 개발

 •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 차폐호안 구조물의 모듈 형상 및 설계가이드라인 개발

   - 모듈식 시공 매뉴얼 개발

 • 연직차수공 성능향상 및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 이음부(Joint) 구조 및 충진재 개선을 통한 연직차수공 성능향상 기술 개발

   - 다중계측 및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손상 및 누출감지 기술 개발

 • 지반 차수성능 보강용 팽창성 입자차수재 재료 및 복토 공법 개발

   - 천연 첨가물 또는 폴리머를 활용한 팽창성 재료 개발

   - 해수조건에서 저투수성 복토층 형성 기술 개발

○ 해상최종처리장 환경성 개선 기술 개발

 • 해상 최종처리시설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수질 및 매립고 측정을 위한 자율이동식 센싱 시스템 기술

    - 수위, 수질, 누출감지 등 3개 모니터링 항목 통합 모니터링 유무선 네트워크 구

성 시작품 개발

   - 통합형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 해상최종처리시설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

 • 해상최종처리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친환경 기능성 산업광물을 적용한 미생물(적조 및 녹조) 및 중금속 흡착 필터 개발

   - 매립지반 간극수 배출 및 오염도 저감을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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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해상최종처리장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개념도

그림 1.2.4 매립지반 오염도 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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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연차별 연구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5 연차별 연구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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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연도(2차년도) 목표 및 연구범위

  당해연도(2차년도)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안) 마련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법률 제 개정(안) 제시

 • 해상최종처리장 차폐시설 기준항목 선정 및 최소기준 도출

 •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해양물리 수질 분야 영향예측 방안

○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안) 수립

 • 권역별 해상최종처리장 사업화 개략 재무성 분석

 • 해상최종처리장 및 부지활용 사업화 모델 개발

○ 모듈형 호안 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성능평가 및 기술고도화

 • 호안 구조물 모듈화 핵심기술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 모듈형 호안 구조물 프리캐스트 접합부 및 인터로킹부의 상세개발 및 평가

    - 모듈형 호안 구조물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및 평가

 • 입자차수재 제조 공법 개발 및 성능 평가

 • 연직차수공 및 모니터링 핵심기술 개발

    - 연직차수공 차수성 및 장기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 연직차수공 시공방법 개발

    - 차수성능을 개선한 난투수성 재료 개발

○ 해상최종처리장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설계

    - 환경 파라미터 분석 및 센서 모듈 개발

    - 무선 네트워킹 기반 능동형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설계

    - 공정 제어 최적화 알고리즘 기술 분석 및 설계

 • 차폐수역 내부 보유수 중금속 및 미생물(녹조/적조) 흡착필터 개발

    - 흡착필터 고형화를 위한 결합촉매 제조 및 최적 배합비 산정

    - 흡착필터 프로토타입 설계

 • 매립지반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반응성 필터의 배수공법 적용 적합성 평가

    - 반응성 배수공법 파이프시스템 및 카트리지형 필터 모듈 개념설계

    - 반응성 배수공법 설계요소 및 영향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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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1):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시설 조성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 

개선(안) 및 기술기준 마련

제1절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시설 조성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 개선

1. 개요

해양 및 연안에서의 폐기물 등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매립지가 육상에 위치하여 수거-처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

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176,807톤 중 수거량 78,545톤(`14년 기준)이 대부분 육상에서 소

각 혹은 매립되고 있다. 또한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역시 소각 혹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상매립지 용량의 한계로 인해 폐기물을 처리할 다른 방안으

로써 해상최종처분시설이 거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해졌다. 
특히, 해역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소관부처로써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설치되는 

폐기물의 해상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및 체계화 요구된다. 현행 법률상 해상 매립 시 매립재로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폐기물 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고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관리 규정은 부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익

시설로서 폐기물의 해상최종처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에 관한 규율 역시 필요하다. 

2. 법률제도 개선의 취지 및 방향성

관련 국제규범동향,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국내 입법동향,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처분

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보다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효율적으로 되었다. 
현행법 개정 시 고려 가능한 법률로는 폐기물 관련하여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폐기

물관리법｣,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행위를 규율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

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입지선정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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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라 한다)｣이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제정추진 중인 법안까지 고려했을 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법안(의원발의, 2017.6.1)｣이 고립처분 등 해양폐기물 등의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

로 이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법률의 입법목적 및 타 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

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의원발의, 2017.6.1)｣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에 적합하고, ｢공유수면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법률 제･개정 방안의 비교

(1) 1안 :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에서 ‘폐기물의 해상최종처분시설’ 개념을 새로 신설하고 최종처분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관할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정의 조항의 조정을 통해 폐기

물처리시설에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포함토록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관리사무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 및 처리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

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이 기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

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도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

우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대응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

경성이 해당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폐기물최종처분시설 관리에 관한 환경부의 소관 권한을 공간적 기준을 적용해 2
개의 행정기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

설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권한이 완전할 수 없으며, 여러 측면에서 환경부와 갈등을 야

기할 소지가 있다. 

현재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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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규

구분 관련 법률

정의 및 종류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결정/설치 
기준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확보기준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비용부담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2) 2안 : ｢해양환경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육상에 설치되는 폐기물처

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상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분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해상폐기물최종처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규율하여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면, ‘해역배출’의 경우는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양공간에

서 일어나는 행위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라 규율

토록 하는 것이 동일법내 관리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와 공동사무로 하여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관련 사무를 계획, 시설, 행위 등의 범주를 나누어 분배할 필요가 없으므로 영역별 소관 

행정기관의 관리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3) 3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안(의원발의)｣을 활용한 안

3안은 2017년 06월 01일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법안 상의 제9조(폐기물의 고립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

설을 설치 및 관리토록 하는 대안이다. 동 법안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는 같은 법안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고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의 제정시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규율하였던 해역배출 및 해양

폐기물 등에 관한 규정은 이관되게 되며, 제9조를 통해 해상폐기물종처분시설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을 확보하게 된다. 즉, 동 법안의 추진은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해양폐기물 

등에 관한 규율내용의 분법이며, 법안 추진이 지속될 경우 해상최종처분시설에 관한 내

용도 동 법안에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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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법안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쓰레기, 해양오염퇴

적물 등의 관리를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립처분에 관하여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최종처분시설의 근거법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동 법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해

양최종처분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토록 해야 할 것이므로, 동 법

안의 심사 진행단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진행상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나. 최종안 : ｢해양환경관리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

해상폐기물최종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부터 처분장 폐쇄 후 해당 매립지 활용하는 단

계까지 고려하였을 때, 처분장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입지선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이

미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은 

육상 위주로 다뤄지고 있으며 환경부 소관 법률이기에 해양환경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

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세세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처분장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소관 사무를 고려하였을 시 해양수산

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폐기물을 포

함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적 위치에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을 통해 해당 입지선정 

이후 처분장 건설 시 설치기준부터 차폐, 그리고 사후관리기준 등을 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가. (2)에서 제안한 2안을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였고, 이 경우에도, 해당 방향으로 법률안을 작성

하더라도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해
양환경관리법｣ 이외에 검토되어야 할 법률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이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에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관련 조문을 신설하기 이전 현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처리시

설촉진법｣을 살피어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양환경관리법 에 규정할 필

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며 추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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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절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폐기물관리법 제9조)
↓ ↓

국토계획, 도시･군기본계획반영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3조, 제4조)
↓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
↓ ↓

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조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 ↓

인접지자체와 협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
↓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요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

입지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10조)

계획관리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1조의3)

→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제 29조)

↓ ↓

국고지원신청(폐기물관리법 제56조)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선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

실시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 ↓

공   사   발   주 , 시   공  ･  감   리

↓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 ↓

시설준공인가

↓ ↓

사용개시신고 및 사용개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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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절차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업무가 시작된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할 

행정구역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파악하고, 향후 10~15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의 활용방법,  가시설의 필요성 검토,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

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경우, 처리하게 될 폐기물에 

해양폐기물 뿐 아니라 육상에서 수거된 일정기준내의 고형폐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전체 발생폐기물과 처리량, 기시설 등을 통합적으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폐
기물처리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종합적인 폐기물 관련 계획으로써 해상폐기물최종처

분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시설별로 수립하게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계획의 경우도 상위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에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된 폐기물 관리 시나리오 중 최적의 결과를 기초

로 하여 처리방법별, 처리시설 규모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연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계획 관련 내용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에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상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기관이 되도록 규정하여 사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규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

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지방자

치단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되어 설치사업을 촉진을 위한 입지선정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추진코자 하는 해상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위의 기준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에 따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

설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이며, 대상 

공간이 공유수면이므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은 공유수

면법 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행위에 해당한다. 매립행위는 공유수면법 에 따른 매립기

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법 에 따라 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제11조의 3)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어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만 반영되면 매립면

허는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통해 의제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법 에 따르면 처분시

설의 설치공사 착공을 매립공사 착공으로, 처분시설 폐쇄를 매립 준공시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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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관련 현행법령 및 내용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다음에서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조

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제 개정을 추진할 시 각 법률에서 검토하여야할 내용(표
2.1.2)을 밝히고 각 법률의 개정방향(표2.1.3)을 제시한다.

표 2.1.3 검토 대상법률 및 주요 검토내용

검토 대상법률 주요 검토내용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 정의와 적용범위

해양환경관리법 ⇨ 기존 법체계, 입법목적과 개정방향의 부합성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매립 계획, 면허, 착공, 준공 및 매립재 

활용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설치 입지 선정, 입지 내 행위제한, 설치계획 승

인, 인･허가 의제, 분쟁조정, 주민 지원 등에 관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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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법률의 개정대상 및 방향

  

개정 대상 주요 개정 방향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범주내에서의‘해상폐기물최종처분’의 

정의와 법적 적용범위 구분

해양환경관리법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차
폐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전반 규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설치 입지 선정, 입지 내 행위제한, 설치계획 승

인, 인･허가 의제, 분쟁조정,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규정 마련

그림 2.1.2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설치･운영 관련 법률 및 과정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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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법제도 개선안을 준비함에 앞서, 현안 정책(폐기물의 해상최종처분시설 설치)의 실현

을 위해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한정된 국토의 여건과 매립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발생으로 인해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량 재활용하거나 소각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자원화가 어려운 폐기물들은 현재 매립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1) 그러나 매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매립지의 폐기물 수용용량이 한계에 이

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는 폐기물 배출량을 0로 만

드는 것 이외의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인데, 특히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는 그 규모가 크고 해양환경에 미

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한편으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

관리법 에 따른 규정에 근거해서도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 불필요한 규율로 볼 수도 있겠으나, 폐기물에 대

한 처분시설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 육상에 설치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환경

적 여건이며 다른 기준 및 관리방법을 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적합한 규율내용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행 법률체계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이 유효하고 적합하여야 하며 모법과 

하위법령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통일된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

은 기존의 법체계에 융화될 수 있어야 하고, 전체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개개의 

법령과 그 규정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총합체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는 해상폐기물최종

처분시설 관련 법률체계를 세움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

다. 또한 개개의 법률 상호간에는 내용적, 형식적으로 모순, 저촉이 있어서는 아니되

고, 법률 개개의 규정 상호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면에서 조화와 균

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률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1) 정승현 김태현,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수용력 산정: 수도권매립지를 사례로”, 통계연구 
제21권 제2호, 2016,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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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및 개정사유

(1) 정의 규정

(2) 적용범위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 및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은 ｢해양

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사유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란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 

전체 아니면 법률 중 일정한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거나 또는 어떤 일정한 

범위의 대상을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두는 규정을 말함

¡ 해역배출 뿐 아니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에 관한 규율을 ｢해양환경관리법｣을 통

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전체의 폐기물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

는 환경부 및 이의 기본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적용범위 조정이 필요

해짐

¡ 해양환경관리의 소관부처로써 해양수산부가 해역배출을 관리 범위로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에 대한 업무도 해양수산부를 소관부처로 할 

수 있도록,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은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해양환

경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개정안

제2조(정의)
10.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이란 폐기물을 해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최종처분

을 말한다.

개정

사유

¡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해역배출’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따로 존재하지 않

음.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의 뜻을 살펴보았을 때 “배
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流出)･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漏
出)･용출(溶出)되는 것(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3호)을 말하므로 현재 해상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설치를 통한 폐기물의 처분은 해당 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적용범위 조정을 통해 해상최종처분시설에 관한 소관부처를 해양수산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함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

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정하

고 있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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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1) 정의 규정

(2) 처분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개정안

제2조(정의)
  23.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을 

하려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사유

¡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

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됨.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경우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해역 배출만을 상정하여 정함. 해양폐기물최종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개념의 정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이 공공목적의 환경기초시설로 설치, 운영 근거를 명확

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 시설을 명시토록 함

개정안

제76조의3(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해양수산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의4(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승인 및 신고) ① 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

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 해상폐기물최종처리시설은 오염 유발이 가능한 폐기물을 담아내는 시설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요구되는 설치기준, 시설 설치에 대한 승

인, 사용 신고 등을 규율하되, 내용적으로는 해양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설치기

준, 승인기준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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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시설의 검사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입지와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이후 관리는 관할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신고의 업무 주체를 

구분하여 규율함 

입법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제76조의5(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검사) ①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물최종처

분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의4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 및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이 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기술진단 및 이행 결과가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요청받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해상폐기물최종처

분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기준과 검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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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 시설의 준공 전에, 시설 설치가 적합한 기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사하기 위

해 설치후 준공전에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영기간 중에

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율함

¡ 폐기물해상최종처분시설이 부적합할 경우, 직접적인 해양환경 오염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위험이 생태계 서비스 구조 하에서 인

간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검사 혹은 정기검사의 결과가 적합

판정이 아닐 경우 해당 해상폐기물처분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율함

입법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

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

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

사를 갈음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

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을 경과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

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4항에 따

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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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시설의 관리  규정

개정안

제76조의6(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관리) ①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②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

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유지･관리가 제76조의3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76조의5 1항
부터 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

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정하여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 항목 및 범위, 주기 및 방법, 결과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완전차폐 기술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나,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관
리할 필요가 있음 

¡ 처리시설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설운영자에게 주기적(3년마

다) 주변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의 기능이 부적합으로 

판정시 일정 기간내에 시설개선 혹은 사용 중지를 가능하도록 규율함 

¡ 시설운영자가 영향조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개선 혹은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조치(시설폐쇄)를 행할 수 있도록 규율함

입법례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

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

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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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시설의 차폐

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

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

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76조의7(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차폐) ① 제7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

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사

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제76조의5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양수

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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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설치계획에서 사용기간/시설용량을 정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사용기간/시설용량에 도달시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차폐하도

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차폐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리(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적합여부 

판정, 개선 조치 명령)토록 규율함

입법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

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

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

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

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

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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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시설의 사후관리

개정안

제76조의8(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제76조의6 제4항에 따라 폐쇄평명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관하여 제76조의5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그 명령

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시설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차폐하였을 경우에도 폐쇄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필요로 함

¡ 시설을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로 하여금 폐쇄 이후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조치(시정 명

령)가 가능하도록 규율함

입법례

지하수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

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

발･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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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환경관리업

(8) 보조금

개정안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

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의2. 해상폐기물최종처분업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사업

개정

사유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요소를 갖추게 하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등록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서는 해양환경관리업을 규정하고, 관리업별로 

적정 등록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정하고 있는바, 해상폐기물최종처분업을 추가 

규율함

개정안

제76조의9(보조금 교부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상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고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나 수많은 일반 수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임. 효율적인 기반조성 및 사업진흥을 꾀하기 위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요구됨 

입법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

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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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안

(1) 정의규정

 

2)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
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
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폐기물처치시설촉진법 에서 규율하고 있음(주변지역 지원법제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p. 158).

개정안

제2조(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해양

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

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다.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개정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을 보

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2)임.
¡ 해상폐기물최종처분 시설 설치시에도 입지선정, 설치계획의 승인, 시설의 설치 

및 시설의 준공인가 등에 대한 규정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이 요구됨

¡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적용범위를 해상최종처분시설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설치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법의 적용이 ｢해양환경관

리법｣ 개정안에 따른 해상최종처분시설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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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검토 사항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부대사업 

해상폐기물최종처분장의 경우 그 규모 및 설치비용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민자 유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부대사업을 가능토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해상폐기물최종처분장 설치에 대한 유인을 부

여하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부대사업과 본사업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종기면에서 본 사업의 종료 후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을 본 사업보다 장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잔액 정산을 위해 주무관청에 대한 일정한 지급의무를 존치시켜야 할 

예외적인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에는 연계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여 부대사업이 항상 본 사업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협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

재하며. 해상최종처분장 사업의 특성상 더욱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약시 해상최종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건 약정을 전략적으

로 고려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인허가 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

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사업

의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발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법률에도 인허가의제 제도

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해상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여러 개 존재하므로 각각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 

및 행정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조항을 두어 해

당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을 살펴 본 결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상 의제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12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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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상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이전 설

치계획 및 입지선정을 페촉법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규율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매립면허를 의제하게 되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크지 않다.

다. 토지 이용에 대한 지원수단

국 공유재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

약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데 구체적으

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지상권3) 및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의 구분은 또

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용재

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포함하며 반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이외

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게 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이나 조직 등의 육성 촉진 등을 위하여 무상 또는 

저금리 유상으로 국 공유재산을 사업자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성행정의 주요수단 중의 하나가 되고 있지만 사기업보다는 공공단체의 

특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지원 수단은 크게 ① 무상으로 양여

하는 경우 ② 유상 무상 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며 

일부 예외규정을 두어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경우에 그 상대방은 지방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제한이 존재해 이용 

및 사용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용도폐지 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게 되고 일

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 또는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해상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

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지원수단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

당 토지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일반재산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 ‘교환’, ‘양여’, ‘개발’ 중에서 매립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대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제47조에서 예외를 두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

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조건에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욱 매립지에 대한 사업자의 토지이용의 제한이 있어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에 

대한 사업 육성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존재한다. 

3)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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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립지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자는 의

견도 존재하나 채권적 이용권 또는 용익물권을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사업자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기에는 다른 공유수면 매립 행위와의 형평성 등의 문

제로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라. 매립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으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

지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립을 통한 배출은 지정폐기물, 지정장소, 정해진 배출방법

을 준수할 경우 배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5 매립재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1. 수저준설토사(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

저준설토사는 제외) 조개껍질류 및 이
와 유사한 폐기물과 선박 안의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유리조각류 등의 비

가연성폐기물

가.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할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를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

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음

나. 상등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그러나 이는 해양에서 항만공사, 항만준설 및 해사채취 등 공유수면매립 또는 이용행

위에 따라 수거 준설된 오염물질의 경우 이를 공유수면매립지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 조문의 예외

적 허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상폐기물처리시설에 육상폐기물을 매립

하는 행위가 이 예외적 허용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설사, 예외적 허용에 해

당된다고 하더라도 배출주체, 배출기준 및 수거 준설된 오염물질의 검사 여부 등에 관

한 사항을 법령상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의 입법이 필요하

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매립종료 후 토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

울 필요가 있다. 현재 해역배출에 대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그 방법을 시행

규칙에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법과의 균형을 고려하

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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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구조문 대비표

○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

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

(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

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

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

(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

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

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이란 폐기물을 해역에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

하는 최종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 및 해상폐기물최

종처분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을 하려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76조의3(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 해상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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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76조의4(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승인 및 신고) 
① 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

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

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 등

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76조의5(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검사) 
① 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

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의4 제2항에 따른 변

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76조의3에 따라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 및 이행 결과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이 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기술

진단 및 이행 결과가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를 대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검

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요청받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를 따라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 및 기준과 검

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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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76조의6(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관리) 
①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유지･

관리가 제76조의3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
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76조의5 1
항부터 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작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

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

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

간을 정하여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조사 항목 및 범위, 주기 및 방법, 결

과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신설>

제76조의7(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차폐) 
① 제7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받은 후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

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제76조의5 제1항
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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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76조의8(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제76조의6 제4항에 따라 폐쇄평명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사후관

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76조의5 제1
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

라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

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

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의2. 해상폐기물최종처분업 :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

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

는 사업

<신설>

제76조의9(보조금 교부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상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의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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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

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

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

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

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해상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

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

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다.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해상폐기물최종처분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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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상최종처리장 차폐시설 기준항목 

선정 및 최소기준 도출

1. 개요 및 연구의 목적과 범위

가. 개요

산업사회로의 발전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상당히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스마트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종이 없는 사무실이나 재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매년 1,300만 톤 정도가 여전히 폐기물매립지에 매립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육상최종처리장의 수용용량이 가까운 장래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규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부지 확보가 주민들의 민원 및 최종처리장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규 폐기물 최종

처리장을 해상에 조성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

터 해상에 폐기물 최종처리장을 조성하여 현재 약 40개소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경만, 오사카, 요코하마 등 대도시 인근에는 모두 폐기물 해상최

종처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폐기물 매립처리에 있어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도 세마카우 매립지를 조성하여 소각재 등을 매

립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매립지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육상 매립지에서는 바닥과 사면부에 점토차수층과 HDPE 차
수시트를 설치하여 침출수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육상 폐기물매립지에서의 차수시설 기준은 하부 점토지반이 두께 1.0m이

상 투수계수가 1×10-7cm/s 이하이거나, 점성토 투수계수가 1×10-7cm/s이고 두께는 50cm 
이상인 지반에 차수시트 1겹 이상, 2.0mm 이상의 두께로 포설하도록 되어있다.
해상 폐기물매립지에서는 해상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 폐

기물매립지와 달리 호안 및 연직차수벽체 등의 차수공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일
본의 사례를 보면 해저 점토지반을 지반차수층으로 하고 연직차수벽체를 설치하여 침출

수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상 폐기물매립지에서 하부지반

의 차수성능은 ‘두께 5m 이상, 투수계수 k=1×10-5cm/s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
직차수공에 대해서는 불투수성 지층에 대한 근입깊이가 하부지반의 차수성능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흐름 경로가 하부지반 두께 기준에 부합되도록 2.5m이상의 근입깊이(연직

차수벽체를 우회하는 최단 흐름 경로는 5m 이상)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해상 폐기물매립지 사례가 없으므로 연직차수벽체 등 차수공 설치기준이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1):�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시설 조성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 개선(안)�및 기술기준 마련

●●● 51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및 연직 차수시스템으로 완전히 차폐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Mitchell & Rumer, 1997), 오염물질의 유출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서도 경제적인 최적의 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차수

시스템별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오염물 이동특성 파악과 오염물질 유출방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차폐시설의 차수성능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차수재의 개발 

및 물리역학적 특성들을 분석하는 실험적 연구와 누출수의 유출 및 오염물의 이동 등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적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폐시설의 경제적

인 최적의 차수성능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침투 이류 분산에 의한 

오염물 이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차수는 크게 바닥 

차수 및 연직 차수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바닥 및 연직 차폐시설에는 다양한 구조 형식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차수시스템으로 사용되는 불투수성 점성토

지반 바닥 차수시스템과 지중연속벽의 연직 차수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하에서 침

투 이류 분산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2.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오염물 이동 해석 및 차수성능 평가

가. 개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는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매립지 바깥 해역으

로 누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침출수에는 폐기물로부터의 오염물을 포함하고 있

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침출수가 해역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폐기물 해상최종

처리장에는 차수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수공은 주변 환경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침출수에 의한 오염물의 이동은 주로 이류와 확산 및 분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류에 의한 오염물 이동은 물에 녹은 오염물이 물과 함께 이동하는 현상이

다. 확산에 의한 오염물 이동은 오염물의 농도구배에 의한 브라운 운동에 의해 오염물 

농도가 균일화 되려고 퍼져가는 현상(그림 2.2.1)이며, 분산에 의한 오염물 이동은 유속

의 불균질성에 의해 오염물이 퍼져 나가는 현상(그림 2.2.2)이다. 지반내 오염물 이동은 

주변 환경과 지반 및 차수공의 특성에 따라 이류, 분산, 확산에 의한 오염물 이동을 적

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차수 부분의 투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류의 영향이 상대

적으로 크고, 투수성이 낮아 침투유속이 느린 경우 확산과 분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Devlin and Parker, 1996; Neville and Andrew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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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확산 개념도

지하수 흐

름

그림 2.2.2 분산 개념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침출수의 

누출에 대해 이류뿐만 아니라 확산 및 분산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차수공 기준의 

책정에 관해 제안한다. 이 장에서는 차수공을 본뜬 모델에서 2차원 침투 이류 분산 해

석을 수행함으로써 침출수의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오염물의 누출 거동을 고찰한

다. 그 후,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바닥 및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소기준의 선정에 관

해 제안하고자 한다.

나. 침투･이류 분산 해석에 의한 차수성능 평가

(1) 개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무기계의 오염물을 포함하는 침출수의 누출 및 오염물의 

거동은 침투뿐만 아니라 이류 및 분산 현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의 차수공을 대상으로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침투와 이류 및 분산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폐기물 육상최종처리장과 

달리 조석 등 외부 조건 등의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폐기물 매립 

호안은 점토층 및 강제 차수공과 뒷채움 모래 등 복합적인 구조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

에 이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가정 조건을 고려하여 침출수의 누출 및 유

해물질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널리 쓰이는 2차원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투 이류 분산 해석을 수행한다. 우선 침투해석을 이용하여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간극수압분포 및 유속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오염물 이동해석과 

연계하여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오염물 거동 및 농도 분포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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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프로그램

본 연구의 해석에서는 포화 불포화 상태의 침투 및 이류 분산에 따른 지하수 흐름과 

용질의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SEEP/W 및 CTRAN/W를 사용하

였다. SEEP/W 및 CTRAN/W는 캐나다 Geo-Slope사에서 개발한 범용 지반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패키지인 GeoStudio의 지하수 흐름 및 오염물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각각 하

나의 해석모듈이다. SEEP/W는 포화 불포화 상태의 흙 및 암반과 같은 다공질 지반 내

의 지하수 침투흐름과 과잉간극수압의 소산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상상

태해석(steady-state analysis) 및 비정상상태해석(transient analysis)을 수행 할 수 있다. 또
한, CTRAN/W는 다공질 지반을 통한 오염물의 이동을 모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침

투에 의한 이류, 오염물 농도차 및 지반의 역학적 특성에 따른 분산, 흙의 흡착, 방사성 

물질의 붕괴를 고려할 수 있다. CTRAN/W는 간극수 내에 녹아있는 오염물의 이동을 계

산하기 위하여 SEEP/W로부터 계산된 지반내 유속장을 이용한다. 
SEEP/W에 이용된 2차원 연속체로 가정한 포화 불포화 지반에서의 간극수 흐름 및 간

극수압 분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2.2.1)과 같다. SEEP/W는 이러한 지배방정

식에 대하여 Galerkin의 가중잔여법(weighted residual method)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정식

화하였다(GEO-SLOPE, 2012a). 


 

 
 

   
 (2.2.1)

여기서, 는 전수두[L], 는 수평방향 투수계수[MT-1], 는 연직방향 투수계수[MT-1], 

는 경계에서의 침투 유속[MT-1], 는 체적함수비[-], 는 시간[T]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CTRAN/W에 이용된 지반내 오염물 이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다

(GEO-SLOPE, 2012b).

  
 


 


 



    (2.2.2)  

여기서, 는 체적함수비[-], 는 오염물의 농도[ML-3], 는 흙의 건조단위밀도[ML-3], 

는 흡착비[-], 는 시간[T], 는 수리분산계수[L2T-1], 는 Darcy의 유속[MT-1], 는 방

사능 물질의 붕괴계수[T-1]를 각각 나타낸다. 
좌변은 오염물의 농도 변화에 따른 유체 및 흙입자 내에 저장된 오염물의 양을 나타

내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분산에 의한 오염물 이동을, 두 번째 항은 이류에 의한 오염

물 이동을,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각각 유체 및 흙입자 내에서 붕괴된 오염물의 

질량손실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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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류 하에서의 차수성능 평가

(1) 개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은 그 입지적 특성상 조석의 영향을 받으므로 최종처리장 주변 

지층내의 지하수 흐름은 비정상류 흐름을 나타내고, 그에 따라 오염물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최종처리장의 경우 육상최종처리장과 달리 폐기물

내 오염물의 이동을 분석할 때 조수간만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류 흐름에서의 오염물 이동 및 농도 분포를 수식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Foose, 2010).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치해석적인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수치해석에 

상당한 계산성능과 계산비용이 요구되므로 정상상태 하에서의 오염물 이동 및 농도 분

포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상류 상태를 가정하여 차폐시스템의 차수성

능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설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Rubin and Rabideau, 2000; 
Foose, 2010).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상류 하에서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차수시스

템의 차수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그 결과를 다음 절에서 수행하는 비정상류 하에서의 

차수성능 평가와 비교하고자 한다. 

(2) 해석 모델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호안 형식은 주로 중력식 케이슨 방파제, 경사식 방파제, 강
널말뚝식 방파제가 사용된다. 또는 이들을 조합한 호안 형식이 사용된다. 이 절에서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바닥 및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소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2.3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차수공을 본뜬 간단한 2차원 단면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침출

물 누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연직 차수시스템에 대해 지중연속벽을 가정하고 폐기

물 층과 해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여 폐기물 층으로부터 해역으로의 침출수의 

누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 투수계수, 경계에서의 누출

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차수시스템으로 근입시킨 차수처리 깊이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

시하기 위하여 차수공의 두께, 투수계수, 차수처리 깊이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바닥 차수시스템으로 해상최종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불투수성 

해저 점성토 지반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투수계수 및 지층 두께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

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건을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 조건

앞에서 가정한 해석 모델의 지반 및 구조물에 대해 침투 이류 분산 해석에 이용된 각 

재료 물성치는 표 2.1과 같다. 이러한 재료 물성치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침투 이

류 분산 해석에 대한 연구문헌에 제시된 값을 반영하였다(권오순 등, 2012). 분자 확산계

수는 카올린 점토를 이용한 추정 간극비의 차이에 따라 6×10-6cm2/s ~ 2×10-6cm2/s를 나타

내며, 지반내 무기화학물질의 확산계수에 대해 8×10-7cm2/s ~ 6×10-6cm2/s 정도의 값이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침투 이류 분산 해석을 이용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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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질 누출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지층의 분자 확산계수는 1.0×10-5cm2/s가 이용되

고 있다. 그 외 해석에 필요한 기타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위 계산간격은 0.1년, 분석기간은 50년으로 하고 데이터는 1년마다 저장한다.
(2) 폐기물층과 해역의 수두 차이는 100cm로 한다.
(3) 유해물질의 상대농도는 페기물층은 C = 1.0, 해역은 C = 0으로 자유 유출경계로 

한다.

그림 2.2.3 차수성능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모델

항목 지중연속벽 폐기물 점성토 사력층

수평투수계수   (cm/s) parameter 1 × 10-3 parameter 1 × 10-1

연직투수계수   (cm/s) parameter 1 × 10-3 parameter 1 × 10-1

간극율  (-) 0.1 0.7 0.2 0.4

종분산계수   (cm) 100 100 100 100

횡분산계수   (cm) 10 10 10 10

분자 확산계수    (m2/sec) 1.0 × 10-5 1.0 × 10-5 1.0 × 10-5 1.0 × 10-5

비저유율   (1/kPa) 1.0 × 10-6 1.0 × 10-6 1.0 × 10-6 1.0 × 10-6

표 2.2.1 각 지반 및 구조물에 대한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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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바닥 차수시스템으로 이용된 불투성 지층과 연직 차수시스템으로 이용된 지중

연속벽의 각 기준항목에 대한 차수성능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 해석을 위하여 이용된 해

석 case를 표 2.2.2 ~ 2.2.4에 나타내었다. 

Embedded depth of vertical barrier 
wall in impermeable soil layer for 

preventing leakage(cm)
Hydraulic conductivity of 

impermeable soil layer, k(cm/s)
Thickness of impermeable 

soil layer (cm)

250 1×10-5 1×10-6 1×10-7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표 2.2.2 바닥 차수시스템의 투수계수 및 두께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해석 조건

Embedded depth of vertical barrier 
wall in impermeable soil layer for 

preventing leakage(cm)
hydraulic conductivity of 

vertical barrier wall, k(cm/s)
Thickness of vertical barrier 

wall (cm)

250 1×10-5 1×10-6 1×10-7

10
20
30
50
80
100
150
200

표 2.2.3 연직 차수시스템의 투수계수 및 두께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해석 조건

Thickness of 
impermeable soil layer 

(cm)

Hydraulic conductivity of 
impermeable soil layer, 

k(cm/s)

Embedded depth of vertical barrier wall in 
impermeable soil layer for preventing 

leakage(cm)

500

1×10-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10-6 50, 80, 100, 150, 200, 250, 300

1×10-7 25, 50, 100, 150, 200, 250

표 2.2.4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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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결과

(가) 바닥 차수시스템(불투수성 점성토지반)의 최적의 투수계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바닥 차수를 위한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 및 투수계수에 

대한 최적의 최소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직 차수시스템에 대해 차수 처리한 근입깊

이와 투수계수를 각각 250cm 및 1×10-11cm/s로 고정하고 바닥 차수시스템의 3가지 투수

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해 두께를 250cm에서 700cm까지 50cm 간격으로 총 

10가지 경우(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에 대하여 침투 이류 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2.4 ~ 2.2.6은 각각 바닥 차수시스템의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한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 변화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

량의 막대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TC는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를 K는 투수계수

를 ED는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해 누적누출량의 범위는 

각각 대략 60g ~ 200g, 0.9g ~ 3.3g, 0.025g ~ 0.042g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2.2.7은 세 

가지 투수계수에 대한 50년 경과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를 비교한 것으로 1×10-5cm/s
인 경우를 기준으로 1×10-6cm/s 및 1×10-7cm/s일 때 각각 약 98.8% 및 99.9% 감소하였으

며, 투수계수가 1×10-6cm/s에서 1×10-7cm/s으로 감소한 경우 추가적으로 약 1%의 누출량

이 감소하여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불투수성 

해저점토지반의 최적의 투수계수에 대한 최소기준은 1×10-6cm/s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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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바닥 차수시스템(k=1×10-5)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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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바닥 차수시스템(k=1×10-6)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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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바닥 차수시스템(k=1×10-7)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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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1e-5 cm/s
k : 1e-6 cm/s
k : 1e-7 cm/s

그림 2.2.7 투수계수별 바닥 차수시스템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비교

(나) 바닥 차수시스템(불투수성 점성토지반)의 최적의 두께

그림 2.2.8 ~ 2.2.10은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한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후 누적누출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한 바닥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두께는 각각 436, 384, 363cm로 나

타났으며, 앞서 산정한 최적의 투수계수 최소기준 1×10-6cm/s에 대한 최적의 두께는 

384cm로 지반의 불균질성을 고려하여 30%의 여유를 두어 바닥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두

께에 대한 최소기준을 500c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경

우 투수계수 1×10-5cm/s에 대한 두께 436cm를 만족하므로 지반의 불균질성을 충분히 고

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y = -0.5389x + 323.87

y = -0.1224x + 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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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바닥 차수시스템(k=1×10-5)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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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바닥 차수시스템(k=1×10-6)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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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바닥 차수시스템(k=1×10-7)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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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투수계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와 투수계수 및 차수 처리한 근입깊

이에 대한 최적의 최소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와 투수계수를 

각각 500cm 및 1×10-6cm/s로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 처리한 근입깊이를 각각 250cm로 

고정하고, 연직 차수시스템의 3가지 투수계수를 1×10-5, 1×10-6, 1×10-7cm/s에 대해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를 총 8가지 경우(10, 20, 30, 50, 80, 100, 150, 200)로 가정하여 침투

이류 분산해석을 수행하였다(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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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연직 차수시스템(k=1×10-5)의 두께에 따른 50년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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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연직 차수시스템(k=1×10-6)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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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연직 차수시스템(k=1×10-7)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

그림 2.2.11 ~ 2.2.13은 연직 차수시스템에 대한 3가지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 각각에 대한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를 나타낸

다. 그림 2.14는 세 가지 투수계수에 대한 50년 경과 누적누출량의 막대그래프를 비교한 

것이다. 1×10-5cm/s인 경우를 기준으로 1×10-6cm/s 및 1×10-7cm/s일 때 누적누출량은 각각 

약 85% 및 97% 감소하였고, 투수계수가 1×10-6cm/s에서 1×10-7cm/s으로 감소함에 따라 

약 12%의 추가적인 누출량 감소를 보이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연직 차수시스템의 투수계수에 대한 최적의 최소기준은 

1×10-6cm/s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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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투수계수별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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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연직 차수공(k=1×10-6)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라)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두께

그림 2.2.15 ~ 2.2.17은 연직 차수시스템의 3가지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한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 변화에 따른 50년 경과후 누적누출량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와 같이 투수계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한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두께는 

각각 34 ~ 37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앞서 산정한 최적의 투수계수 최소기준 1×10-6cm/s
에 대한 최적의 두께는 35cm로 나타났다.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 처리의 시공 상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여 약 30%의 여유를 두어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두께에 대한 최소

기준을 50c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 3가지 투수계

수에 대한 두께 범위를 모두 만족하므로 연직 차수시스템의 두께 기준으로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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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연직 차수공(k=1×10-5)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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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연직 차수공(k=1×10-7)의 두께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

(마)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적의 차수 처리 근입깊이

연직 차수스시템의 최적의 차수 처리 근입깊이에 대한 최소기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2.2.4에 나타낸 것처럼 바닥 차수시스템의 두께를 500cm로 연직 차수시스템의 투수

계수와 두께를 각각 1×10-11cm/s와 100cm로 고정하고, 바닥 차수시스템의 3가지 투수계

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하여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의 변화에 

따라 차수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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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바닥 차수시스템 투수계수 k=1×10-5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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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바닥 차수시스템 투수계수 k=1×10-6cm/s)

그림 2.2.18 ~ 2.2.20은 바닥 차수시스템의 각 투수계수에 대한 차수 처리 근입깊이에 

따른 50년 경과 후의 누적누출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처럼 바닥 차수시스템의 투수계

수 1×10-5, 1×10-6, 1×10-7cm/s에 대하여 각각 248, 188, 98cm의 근입깊이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차수시스템에 대한 투수계수의 최소기준인 1×10-6cm/s에 대응하여 188cm
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지반의 불균질성을 고려하여 30%의 여유를 두어 250cm
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경우 바닥 차수시스템의 투수계수가 1×10-5cm/s인 

경우도 만족하므로 지반의 불균질성을 고려한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로 

최적의 최소기준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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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연직 차수시스템의 차수처리 근입깊이에 따른 50년 

경과 후 누적누출량(바닥 차수시스템 투수계수 k=1×10-7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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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위 변동을 고려한 차수 시스템의 차수성능 평가

(1) 개요

앞 절에서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차수 시스템의 차수성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해상

최종처리장의 특성상 해역의 조석의 영향에 따른 조위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하에서의 

차수성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조위변동을 고려한 차수 

시스템의 차수성능을 평가하고, 정상류 하에서의 해석 결과와 비교한다. 

(2) 해석 조건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의 오염물 이동 및 침출수 거동의 분석은 상당히 장기간의 해

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정상류 해석을 장기간에 걸쳐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성능

과 계산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상류 조건 하에서와 수위 변동을 고려

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해석에 대하여 1년 동안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

하고자 한다.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해석의 수위 경계조건과 계산 간격 및 계산 

기간은 아래와 같고, 정상류 해석의 경우 단위 계산간격을 3시간으로 하였다. 해석 모델 

및 나머지 해석 조건은 앞 절과 동일하다. 

(1) 조석에 의한 해역의 수위 변동은 평균수위 8m에 파고 1m인 sin파로 가정하고(그림 

2.21), 최종처리장 내부는 관리 수위로 평균수위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단위 계산간격은 초기 5일은 1시간 간격으로 하고, 이후에는 3시간 간격으로 360

일 동안 해석하여 총 1년 동안의 해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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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해역의 조석에 따른 조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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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수두 분포의 컨투어 (b) 간극수 흐름의 유속벡터

그림 2.2.22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전수두 분포 및 간극수의 유속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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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전수두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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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결과

그림 2.2.22는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전수두 분포 및 지반내 간극수의 유속 벡터를 나

타낸다. 최종처리장 내부 관리수위가 해역의 수위 보다 1m 높게 유지되므로 전수두 분

포의 등수두선이 폐기물 층이 8m로 높고 바닥 차수시스템을 통과하며 감소하며 해역에

서의 해저지반에서 7m의 전수두 분포를 나타낸다. 그에 따라 간극수의 흐름은 전수두가 

높은 내부에서 외부로의 흐름이 발생한다. 특히 불투수성 연직 차수시스템을 통한 흐름

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 하부로 간극수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364 days (b) 364.125 days (c) 364.25 days

(d) 364.375 days (e) 364.5 days (f) 364.625 days

(g) 364.75 days (h) 364.875 days (i) 365 days

그림 2.2.24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간극수 유속벡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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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과 2.2.24는 각각 조석에 따른 수위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전수두 분포 및 간극수의 유속벡터를 나타낸다. 수위 변동에 따라 지반내 간극수 흐름

이 시간에 따라 크기 및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해역의 수위가 최종처리

장의 관리수위보다 높은 경우 해역에서 최종처리장 내부로의 간극수 흐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5는 연직 차수시스템에서 폐기물 지층의 방향으로 약 1m 떨어진 바닥 차수

시스템 상부 표면 부근에서의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각 노드

의 위치를 나타낸다. 각 노드 A, B, C, D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서대로 상부가 A 하부가 

D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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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노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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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노드별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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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과 2.2.27은 각각 정상류 조건 하와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

에서의 각 노드별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그럼에서처럼 수위 변동

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보다 정상류 조건 하에서 오염물의 이동이 더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상류 조건 하에서 차수시스템의 차수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계산비용이 큰 수위 변동을 고려

한 비정상류 해석보다 수위를 일정하게 두고 정상류 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계산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더욱이 해상최종처리장의 경우 폐기물 지층의 

관리수위를 일반적으로 해역의 평균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므로 실제 현장에서의 오염물 

이동은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작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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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노드별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 변화

   0.1      1   

Distance (m)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El
ev

at
io

n 
(m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
4
6
8

10
12

   0.1      1   

Distance (m)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El
ev

at
io

n 
(m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2
4
6
8

10
12

(a) 정상류 조건 (b)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그림 2.2.28 1년 경과 후 오염물 농도 분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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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에서의 오염물의 누출을 방지하는 차폐시스템에 

대한 경제적인 최적의 최소기준을 제안하기 위하여 각각 바닥 및 연직 차수시스템의 기

본적인 차수공에 대하여 침투 이류 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바닥 및 연직 차수시

스템의 차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상류 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최적 성능을 나타내는 최소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상류 조건 하에서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나타낸다. 

(1) 바닥 차수시스템의 최소기준으로 투수계수 1×10-6cm/s 이하인 불투수성 지층이 두

께 5m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진 차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직 차수시스템의 최소기준으로 투수계수 1×10-6cm/s 이하인 두께 50cm 이상이거

나 이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진 차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 차수

시스템과 일체가 되어 차수기능을 발휘하도록 바닥 차수시스템의 기준에 해당하는 

침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입깊이가 필요하다. 
(3) 최종처리장 내부 수위를 외부 해역의 평균 수위보다 높게 가정한 정상류 하에서의 

차수성능 평가가 수위 변동을 고려한 비정상류 하에서의 차수성능 평가보다 보수

적인 해석결과를 나타내므로 적절한 가정 및 경계조건을 적용한 정상류 해석을 통

한 차수성능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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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1. 연구개요

가. 추진배경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시행 이전에 조사 예측 평

가하여, 이러한 개발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악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현황조사, 영향 예

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의 제과정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들 제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국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가 보다 체계화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종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자, 영향을 받는 대상인자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사례에 최적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수립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만 최근 들어 다양한 개발 사례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있다.
현재 국내 조성사례가 전무한 해상최종처리장 사업의 시행 시 합리적이고, 참여 협력

적인 환경영향조사 및 예측기술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에 따

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에서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물리 및 수질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상최종

처리장 조성사업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경제적 비용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예측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일관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에 특화되어 환경영향조사방안, 영향 

예측방안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사후환

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그와 관련된 환경부 검토의견,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어업피해영향조사 작성지침 등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으며, 국외사례로는 일본의 해상최종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 예측방법 등을 분석하여 

본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에 활용하였다.
또한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전문가 포럼 운영을 위해 국내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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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로 포럼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5차(1차: 5/26, 2차: 6/30, 3차: 
9/22, 4차: 11/3, 5차: 12/1)에 걸친 포럼 개최를 통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사업에 특화

된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영향 예측,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조율과 합의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그림 2.3.1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포럼 자문위원 구성 및 포럼 운영

2. 국내 환경영향평가 사례

가. 검토 개요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례가 없으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가이

드라인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조사, 영향 예측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유사사례인 준설토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기존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과 관

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서 목록은 표 2.3.1과 같으며, 최근 10년간의 15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양물리와 해양수질 및 저질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영

향 예측 및 평가내용을 분석하여 각 분야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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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업명 해역
전체 호안 
및 제방 
길이(m)

매립 및 
회처리장 
면적(만㎡)

(=수토면적)

매립 및 
수용가능량

(만㎥)
(=수토용량)

1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남해 1,600 108.0 1,056

2 녹동신항일반 모래부두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남해 590 12.0 50.4

3 대산항동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서해 1,423.54 22.2 227

4 용기포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서해 545 9.3 27.3

5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서해 801 8.1 30.1

6
영종도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사업 
서해 13,011 416.4 3,440

7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남해 2,650 180.0 2,875

8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항만배후단지 및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남해 2,650 175.6 1,900

9 목포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서해 1,568 43.1 429

10 부산항신항서컨 준설토투기장 
가호안조성사업 

남해
2,971a

(연도제방:48
6)

106.9(1안)
106.9(2안)
105.3(3안)

829.0c
837.1c

1,193.2c

11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동해

625
(투기장호안:
460,친수호안

:165)

7.2 42

12
부산신항남 컨 부두배후지 
준설토투기장 가호안건설사업

남해 4609 - 769.7

13 대산항서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서해 577 16.0 125.7

14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사업 서해 3510 154.0 2,120

15
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사업(재협의) 남해 1,570b
57.8

(공유수면:55.0, 
육상부:2.8)

799.6

[주] a: 호안 및 제방시설, b: 제방길이, c: 단위(=㎡)

표 2.3.1 준설토투기장 관련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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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해양환경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특화된 환경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자 

한다.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조사 항목 중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물리 조사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해양수질 및 저질은 현황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위주로 검토하였

고, 해양물리는 조석, 조류, 부유사 및 해저질(입경분포), 수질 등의 해양물리학적 영향평

가와 연관되는 항목을 위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1) 해양수질 및 저질

(가) 해양수질

해양수질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안 또는 해역 내에서 시행되거나 또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오염물질 등이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의 해양수질 분야 조사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정점 선정 결

과제시 등으로 구분하여 표 2.3.2에 정리하였다.

항목 현황 및 문제점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100% 수행(현지 또는 병행 조사)

조사항목 ∙유해유기화학물의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 미흡

조사시기
∙사계절 현황조사 미흡
∙조석영향 고려한 관측 미흡

조사범위 ∙사업규모에 따른 충분한 조사반경 미확보

조사정점
∙사업규모에 따른 조사지점 수 미반영
∙사업지구 및 영향범위 내 조사지점 확보 미흡

표 2.3.2 해양수질 조사항목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조사방법

해양수질 분야의 조사는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서 15건 모두에서 현지조사와 문헌조

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평가서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며(11건, 
73%), 일부 평가서는 현지조사만을 시행하였다(4건, 27%). 연도별 조사자료가 있을 경우

에는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사업이 확장되거나 사업지구 주변해역에서 이전에 시행된 

사업의 영향이 현재 해양환경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

된 사업의 전 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지조사만 수행한 사업의 경

우 대상사업 이전에 주변해역에서 시행된 현황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76 ●●●

② 조사항목

해양수질 분야의 현황조사 항목은 일반항목, 영양염류, 중금속류 및 유해유기화합물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

라인(환경부, 2009) 의 해양매립 및 항만개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항목과 대부분 

동일하였다. 
검토대상인 15건의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4가지 항목인 일반항목, 영양염류, 중금

속류, 유해유기화합물에 대해 모두 조사를 수행하였다. 1건의 사업(‘목포 신항 준설토투

기장 조성사업’)은 유해유기화합물을 제외하고 일반항목, 영양염류, 중금속류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항목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수온, 염분, 수온, 염분, pH, 부유

물질, DO 농도 및 포화도, COD, TOC, 투명도, Chl-a, 대장균군수 등 10개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질 측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항목이지만 사업마다 조사를 수행한 

세부항목은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사업은 10개의 세부항목 중 7개 이상의 항목에 대

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변질이 쉬운 조사항목인 pH, DO(용존산소), 수온에 대해서는 현

장에서 즉시 분석이 이루어졌다. 투명도와 Chl-a의 조사를 수행한 사업은 각각 5건과 4
건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조사가 부족하였다. 특히 Chl-a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8
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에 대한 평가지수 산정 및 기준값으

로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한 경우가 드물었다.
유해유기화합물의 세부항목은 표 2.3.3에서 제시하였고, 용매추출유분, PCB, ABS, 벤

젠, 페놀, 말리티온,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클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된다. 대부분의 평가서는 유해유기화

합물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조사된 세부항목은 사업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

났으며, 일부 사업은 PCBs와 유기인 2개의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
해유기화합물 현지조사를 수행한 14개의 평가서 중 9건(65%)이 2~4개의 세부항목에 대

해서 조사하였다. 세부항목 조사를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 및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변

화되는 수질 상황 및 과거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만, 조사항목 수가 적으면 변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평

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구분 해양수질

일반항목
수온, 염분, pH, 부유물질, DO 농도 및 포화도, COD, TOC, 투명도, Chl-a, 

대장균군수 등

영양염류 T-N, T-P, DIN, DIP 등

중금속류 Cr, Cd, As, Pb, Zn, Cu, Ni, Hg, CN, Ni, Co, Fe, F 등

유해유기화합물
용매추출유분,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리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 PCE, TCE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항목은 세부항목 중 일부 조사를 실시함

표 2.3.3 환경영향평가서 해양수질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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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시기

해양환경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변동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계절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연 4회 이상 조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별 또는 계

절별로 조사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계와 하계 조사는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시기는 춘계의 경우 3월 말~5월 초, 하계의 경우 7월 초~8월 중

순, 추계와 동계의 경우 각각 9월 말~10월 말과 12월 말~1월 말에 가능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절별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8건(53%)으로 검토대상 평가

서의 반 이상이 사계절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3회 조사를 시행한 경우와 2회 조사를 시

행한 경우도 3건(20%)과 4건(27%)으로 파악되었다. 계절별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평가

서의 경우 주변해역의 이전 평가서 및 기타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의 서해와 남해의 경우 조석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해역으로 대조기와 소조기 등에 

따라서 해양환경이 달라진다. 평가서의 사업은 대부분 서해와 남해에서 사업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질 항목 측정 시 대부분 대조기 및 소조기 등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절별 1회 조사만 수행하였다.

④ 조사범위

해양생태계 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대상사업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해안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때에도 대상사업의 종

류와 규모 및 해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상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매립면적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고 조사범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결과, 해양수질 현황에 대한 최대조사범위는 1.5~5.5㎞로 

나타났다.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으로 최대조사범위 2㎞ 이내에서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1건(7%), 2~5㎞ 이내는 9건(60%), 5~8㎞ 이내는 5건(33%)으로 대부분 조사반경을 5㎞ 이

내로 설정하였으며(표 2.3.4), 대부분 사업은 최대 5㎞ 이내의 조사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 설정하도록 권고하지만 

분석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사업규모와 조사범위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최대조사범위 2㎞ 이내 2~5㎞ 이내 5~8㎞ 이내

시행건수 1 9 5

시행율(%) 7 60 33

* 최대조사범위는 사업구간을 기준으로 반경 몇 ㎞

표 2.3.4 환경영향평가서 해양수질 최대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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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는 사업규모(매립면적)와 최대조사범위를 나타낸다. 최대조사범위와 사업규

모(매립면적)를 비교 분석한 결과 뚜렷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매립면적이 약 150
만㎡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립면적이 약 40㎡인 사업의 최대조사반경과 동일하게 선

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사업’의 경우 매립면적

이 416.4만㎡로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서 중 가장 큰 매립면적으로 파악되었지만 매립

면적이 16만㎡인 ‘대산항 서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사업과 비슷한 최대조사범위를 

보였다. 

그림 2.3.2 사업규모(매립면적)에 따른 최대조사범위

⑤ 조사정점

해양수질 현황조사 시 조사정점은 사업의 특성과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에 따르면 조사정점 수는 조사범위 내 해양환경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정점을 가능한 많이 선정하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가능한 8지점 이상을 선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수질 조사 시 조사정점을 선정하는 데 있

어서 조사정점의 근거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임의로 

조사정점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조사정점에서 현황조사가 사업의 공사 시 또는 

운영 시에 따른 현황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기존 평가서의 조사정점 수는 4~14지점의 범위에서 현황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의 평가서는 6~8지점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사정점 

수가 달라질 수 있어 30만㎡를 기준으로 매립면적이 30만㎡ 미만인 사업과 3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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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사지점 수를 비교해 보았다.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의 

경우 매립면적이 약 8.1만㎡이지만 해양수질 현황조사는 14개의 지점에서 수행되어 15
개의 평가서 중 최대조사지점 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조성사업’의 경우 매립면적이 약 105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정점 수는 4개 지

점으로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에서 권고하는 8개 지점보다 적었다. 이들 조사정점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하지만 조사범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정점 수를 선정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3.3 사업규모(매립면적)에 따른 조사정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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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환경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사업 공사시행 또는 운영으로 인해 해양수질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양매립사업의 경우 매립

면적에 따라 부유사 확산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해양수질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부유사 확산 영향범위와 조사정점 수의 관계를 정리하여 표 2.3.6에 제시하였다.

번
호

환경영향평가서
매립면적

(만㎡)

부유사 
확산 

최소농도
(ppm)

최대 
확산거리

(㎞)

조사정점 수

총
정점 수

사업
지구 내

영향
범위 내

영향
범위 외

1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108 1 1.4 10 2 3 5

2
녹동 신항 일반 

모래부두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12 2 1.6 6 2 3 1

3 대산항 동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22.2 1 2.3 11 1 6 4

4 용기포항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9.3 1 0.8 10 0 5 5

5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8.1 1 2.1 14 0 8 6

6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사업 

416.4 1 6.6 9 0 0 9

7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180 2 2.0 7 1 1 5

8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 
배후단지 및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175.6 1 5.2 7 0 7 0

9 목포 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43.1 0.5 1.4 6 1 0 5

10
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조성사업 

105.3 1 0.7 4 0 2 2

11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7.2 0.1 1.7 6 1 5 0

12
부산신항 남 컨 부두 
배후지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건설 사업

192 1 4.3 8 1 6 1

13 대산항 서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16 1 0.8 4 0 1 3

14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사업

154 1 5.1 6 0 5 1

15 삼천포화력 제4회 
처리장 건설사업

55 1 2.2 8 0 1 7

표 2.3.6 부유사 확산 영향범위와 조사정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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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평가서는 부유사 확산 영향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해양매립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5) 를 참고하

였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해양생물에 미치는 부유토사의 최소농도는 해양생물 종에 따

라 다르지만 가장 민간한 생물의 경우 2~5㎎/L 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부유물질의 확산

범위 예측 시 최소농도기준을 1㎎/L로 예측하였다. 일부 평가서는 0.5㎎/L 또는 0.1㎎/L
처럼 더 낮은 농도를 기준으로 예측하였다. 매립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부유사의 확

산범위는 0.6~6.6㎞ 이내로 평균은 3.2㎞이고 최대범위는 6.6㎞로 파악되었다. 최대범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중 가장 매립면적이 가장 넓은 사업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사업’으로 매립면적이 416.4만㎡에서 기인하였다. 매립면적이 30만㎡ 이하일 때, 부유사

의 확산범위는 0.8~2.3㎞ 이내이며, 평균과 최대 확산범위는 각각 1.6㎞와 2.3㎞로 나타났다.
부유사 확산 범위를 참고하여 총 조사정점을 대상사업지구 내의 해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유사 확산 영향범위 내의 해역, 영향범위 밖의 해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

였다. 현황조사는 주로 영향범위 내외의 해역에서 수행되었고, 대상사업지구 내의 해역

에 조사정점을 선정한 평가서는 15건 중 7건뿐이었다. 15건 중 8건의 평가서에서 영향

범위 내 해역과 영향범위 밖 해역의 조사정점 수가 같거나 범위 밖의 해역의 정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 조사결과

해양수질에 대한 조사결과는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한 자료와의 비교 검토

를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기존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이에 대

한 원인을 기존 조사결과, 해양환경의 특성, 주변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평가서는 해양수질의 조사결과를 단순하게 결과값 만을 표로 나타내고, 해양환경

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제시하였다. 대상사업지역의 

주변해역에서 수행된 이전 사업에 대한 자료와의 비교도 이루어졌으나 해양수질 항목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 해양저질

① 조사방법

해양저질 분야의 조사는 해양수질 분야의 조사현황과 동일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15
건 모두에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평가서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며(11건, 73%), 일부 평가서는 현지조사만을 시행하였다(4건, 27%).

② 조사항목

해양저질의 경우 현황조사 항목으로 일반항목, 영양염류, 중금속류 및 유해유기화합물

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5건(33%), 일부 항목(일반항목, 영양염류 및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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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10건(67%)으로 주로 일반항목과 중금속류에 대한 조사가 수

행되었다. 해양수질 조사와 달리 해양퇴적물 조사에서 영양염류의 분석은 15건 중 5건
에서만 수행되었으며, 주로 일반항목과 중금속류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유해유기화

합물의 세부항목의 경우 해양수질과 달리 2~3개로 비교적 적은 항목이 조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해양저질

일반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pH, COD, TOC, 산휘발성황화물(AVS) 등

영양염류 T-N, NH3-N, NO2-N, NO3-N, T-P, PO4-P 등

중금속류 Cr, Cd, As, Pb, Zn, Cu, Ni, Hg, CN, Ni, Co, Fe, Li, Mn, Al 등

유해유기화합물 PCBs, 유기인, PAHs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항목은 세부항목 중 일부 조사를 실시함

표 2.3.7 환경영향평가서 해양저질 조사항목

일반항목의 경우 저질 환경을 평가하는 척도 및 오염 지표로 강열감량, COD, TOC 측
정이 주로 수행되었다. 저질의 입도는 저서생물의 서식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입도분

석을 시행한 평가서는 15건 중 9건으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조사기간

조사 횟수는 해양환경의 계절적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계절별 조사

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저질 조사기간 및 횟수는 해양수질 조사

와 같았다. 계절별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8건(53%)으로 분석한 평가서의 반 이상이 사

계절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3회 조사를 시행한 경우와 2회 조사를 시행한 경우도 3건
(20%)과 4건(27%)으로 파악되었다. 계절별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평가서의 경우 주변해

역의 이전 평가서 및 기타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④ 조사범위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15건에 대한 조사범위는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으로 최대조사범

위 2㎞ 이내에서 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1건(7%), 2~5㎞ 이내는 9건(60%), 5~8㎞ 이내는 

5건(33%)로 파악되었으며, 해양수질과 동일한 현황을 보였다.

⑤ 조사정점

해양저질의 경우 해저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도 및 해저지형도 등을 참

조하여 정점을 결정한다. 해양저질 조사의 경우 저질의 성상이 변화하는 지점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평가서에서는 해양저질 조사를 해양수질 조사정점과 동일한 

정점에서 수행하여 해양저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1):�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시설 조성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 개선(안)�및 기술기준 마련

●●● 85

⑥ 조사결과

해양저질의 조사결과 또한 해양수질과 동일하게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전 조

사자료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해양환경의 특성, 주변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평가서는 단순결과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 사업에 대한 자료와

의 비교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표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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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해양수질 및 저질 최대조사범위 및 조사 정점도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녹동 신항 일반 모래부두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1~2차 3~4차
대산항 동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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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항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1차 2~4차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1~2차 3~4차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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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항만배후단지 및 송도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목포 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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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서컨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조성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부산 신항 남 컨 부두 배후지 준설토투기장 가호안 건설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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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서측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축조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삼천포화력 제4회처리장 건설사업

최대조사범위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자료: 환경영향평가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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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물리

해양물리는 조석, 조류, 부유사 및 해저질(입경분포), 수질 등의 해양물리학적 영향평

가와 연관되는 항목을 위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3.9와 같다.

항목 현황 및 문제점

조석 관측

∙최근 자료 확보 미흡
∙실제 조석 관측 미수행
∙조석검증을 위한 조석 관측자료 부족
∙동해안 경계부 조석 관측 미수행

조류 관측
∙최근 자료 확보 미흡
∙4계절 및 30일 관측미흡, 2개소 이하 관측
∙조류검증을 위한 조류 관측자료 부족

부유사 관측

∙대조기 공간관측 위주, 층별 관측 미흡(주로 표층)
∙4계절, 30주야 연속부유사 관측 미흡
∙음향관측정보 이용 환산(보정관측 불충분), 
∙대조구 관측 미흡, 충분한 정점 미확보

해저질 관측 ∙충분한 공간분포 관측 미흡

수질 관측

∙충분한 공간분포 관측 미흡
∙대조구 관측 미흡
∙4계절, 30주야 연속수질 관측 거의 전무
∙대조기 공간관측 위주, 층별 관측 미흡(주로 표층)

표 2.3.9 해양물리 조사항목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장관측

① 조석 관측

조석 관측은 일부 평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실제 조석 관측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인용하여 대상해역의 조석특성 및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

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기존자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너무 과거

의 자료4)를 이용하거나 사업지역으로부터 먼 거리5)에 있는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평가서에서는 대상해역 특히 수치모형실험의 모델영역 내에서 충분

한 조석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해안의 경우에는 실제 

조석 관측자료를 이용한 수치모형의 경계조건 설정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평가서에서 모

델 경계부의 조석 관측을 수행하지 않았다.

4) 과거의 자료라고 특정한 시점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대상지역 주변에서 대규모 해상공사(매립, 교량, 
항만 등)로 인하여 조석이나 조류에 영향을 미칠만한 환경변화가 있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함

5) 먼 거리의 기준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연안의 특성상 해안선이 복잡하고, 도서(島嶼)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대상지역의 조석 및 조류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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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류 관측

조류 관측은 연속 또는 층별 관측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1개 정

점 이상에서 조류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수치모형에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는 대상해역 전면과 이를 중심으로 주 흐름방향의 위, 아래로 충분히 이

격된 위치에서 모델영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최소 3점 이상의 조사정점을 설정할 필요

가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평가서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반

영하여 4계절의 층별, 연속관측이 병행되어야 하나, 상당수의 평가서에서는 2계절 관측

만을 수행하였다. 관측기간의 경우에도 30일 연속관측이 아닌 15일 연속관측이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 부유사 관측

부유사 관측은 층별, 공간 및 연속 관측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부유사 관측은 대

상해역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4계절 관측 및 연속관측이 필요하나 대부분

의 평가서에서는 2계절 관측 및 단기관측(층별, 공간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단기관측 즉 층별 및 공간부유사 관측에 있어서도 일부 평가서에서는 표층 관측만 수

행하였거나 예상되는 영향범위를 포함하는 충분한 공간범위의 관측정점을 확보하지 않

았다. 
특히 영향범위에 들지 않는 대조구를 같이 상호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정점을 선정하

여 관측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전반적으로 연속부유사 관측의 정점 수와 관측기간이 

부족하고 공사지점 가까이에서의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관측기간의 경우에도 30일 관측보다는 15일 연속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특히 일부 자료에서는 연속조류 관측과 동시기에 맞추지 않아 면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도 일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층별 및 공간부유사 관측 정점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평가서에서 20개 

정점 이상의 공간관측을 수행하였으나, 일부 평가서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많은 

평가서에서 계절특성을 고려한 4계절 관측을 수행하지 않고 2계절만 수행한 사례가 나

타났으며,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대조기, 소조기 구분과 창조시, 고조시, 낙조시, 저조시 

등의 조시(潮時)6)를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자료가 제시된 바도 있다. 
한편, 부유사 관측자료는 대상해역의 부유사 확산 및 퇴적환경 영향분석에 활용되는 

중요한 관측항목이기 때문에 부유사 확산 및 퇴적물이동 예측 수치모형과 연계되어 경

계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측위치 및 층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를 만족하는 평가서

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6) 공간조사 시의 조시는 관측하고자 하는 관측항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임. 공
간조사 시에는 밀물 또는 썰물에 따라 부유사의 농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조시 
하에서 공간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조석위상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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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저질 관측

해저질 관측은 그 관측항목 자체만으로도 해저의 퇴적환경과 수리학적 특성을 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이지만 부유사확 산 및 퇴적물이동 예측 수치모형의 입

장에서도 중요한 입력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저질 관

측의 공간해상도 즉 충분한 공간범위의 관측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지역을 포함하여 

특히 공사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높은 해상도의 조밀한 해저질 관측을 수행하여

야 하나 충분치 못한 평가서들이 대부분이다.

⑤ 수질 관측

일반적으로 수질 관측 항목에 있어서는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COD, T-N, T-P 항목 

정도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측항목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 일반적 COD, T-N, 
T-P의 항목들은 환경영향평가 수질분야의 기본 조사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들은 

충족하고 있으나 수치모형의 계산영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공간범위(대조구 포함 

여부) 및 해상도를 만족하는 평가서는 거의 없었다. 특히 연속수질 관측은 거의 전무하

였으며, 대부분 대조기 공간관측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층별관측도 주로 표층에서만 이

루어지고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부유사 관측시와 마찬가지로 조시(창조시, 
고조시, 낙조시, 저조시)를 고려한 관측은 더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⑥ 기타

퇴적물이동 변화 예측 시 외해로부터 파랑에 의한 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해

역으로 내습하는 파랑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랑 관측이 시행되지 않는 

평가서가 대부분이었다.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관측하는 파랑 관측부이 자료와 

이격된 지역에서는 파랑 관측을 수행함이 타당하다.
영향 예측 시 담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온, 염분에 

대한 조사를 부유사 관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3차원 영향 예측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분석 및 결과제시

조사항목의 분석방법, 분석 결과 제시와 관련해서는 상당 수준에 올라 있어 보완내용

이 많지 않은 편이다. 

① 조석 관측

조석분석과 관련해서는 조석조화상수 분석 시 조석위상(그리니치 기준, 동경 135° 기
준, 로컬 기준7)에 대한 혼용이 일부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념 정립과 함께 통일

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7) 로컬 기준은 조석 관측점의 현재 경도에서 달이 최고 높은 위치에 도달했을 때(남중고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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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석조화 분석에 있어서는 사전 전처리 과정에 대한 기술(記述)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 조석 관측자료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압력보정, 기압보정 등)했는지에 대

한 면밀한 기술을 누락한 평가서가 다수 있으며, 조석 관측 장비의 특성상 표척을 통한 

조석보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누락한 평가서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조석조화분해는 관측기간에 대하여 분석해 낼 수 있는 조화상수가 정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측기간 내 분석될 수 없는 분조까지 분석

하고 있는 평가서도 일부 나타났다. 예를 들면 TASK package를 사용할 경우 30일 이상 

관측하여야 27개 주요분조 및 8개 상대분조의 35개 분조를 추출할 수 있지만 15일 관측

하고서 35개 분조를 추출하는 사례가 일부 평가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② 조류 관측

조류 관측 부분에 있어서는 잔차류 항목의 분석 누락, 최강유속, 경정유속 등 통계정

보 누락에 대한 보완내용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잔차류의 경우 물질수송의 이동방향

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분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는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결과제시에 있어서는 세로축의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 값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래프를 제시한 경우도 일부 나타난 바가 있으며, 결과를 상호 비교함에 있어 세로축 

스케일을 통일하지 않아 혼돈을 주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다.
조석 관측과 마찬가지로 조류조화분해 시 관측기간별 해상할 수 있는 분조수가 정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기간 내 분석될 수 없는 분조까지 분석하고 있는 평가서도 

일부 나타났다.

③ 부유사 관측

부유사 관측결과 분석시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불충분한 공

간분포로 인한 내삽(interpolation)정보 오류와 외삽(extrapolation)정보의 표기이다. 이는 대

상해역에서 충분한 공간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분포장을 그리기 

위해 무리하게 보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점과 관측점 사이의 지형지물(방파제, 섬 등)
을 고려하지 않은 보간결과가 도면에 그려지거나 보간결과가 내삽정보만 제시되어야 하

지만 신뢰도가 낮은 외삽정보까지도 함께 제시하는 사례가 상당수의 평가서에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검토의견 중 하나는 연속부유사 관측 시 음향관측정보

를 이용하여 부유사 농도 환산 시에 보정에 불충분한 자료를 이용한 사례를 들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연속부유사 관측 시에 획득되는 부유사 정보는 탁도정보 즉 NTU 정보

이며, 부유사 관측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L의 농도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부유사 농도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대상해역에서의 최대농도가 나타

나는 시기와 최소농도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부유사 관측이 수행되어야 만이 보다 정

확한 보정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서는 관측장비 설치 당일 또

는 회수 당일 정도의 관측으로만 보정자료를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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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사 관측결과의 경우에도 조류 관측과 같이 그래프 스케일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

타났다.

④ 해저질 관측

해저질 관측결과 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유사 관측결과 분석 시의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불충분한 공간분포로 인한 내삽정보 오류와 외삽정보의 표기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저질의 경우에는 퇴적물이동변화예측 수치모형실험의 매우 중요한 입력자료

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저질입경 제시 시 D5, D16, D50 및 D84이외에 유기물 함량, 
건조 습윤 밀도 및 조성비 정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않는 평가서가 많이 

나타났다.

⑤ 수질 관측

수질 관측결과의 제시에서도 부유사, 해저질 관측결과 분석시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불충분한 공간분포로 인한 내삽정보 오류와 외삽정보의 표기 문제가 나타났다. 

⑥ 공통

조사항목의 분석방법, 분석 결과 제시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관측항목에 대하여 결과 제시 시 단순 결과의 나열로 끝나는 평가서가 대부분이었으며, 
종합적인 고찰이나 각각의 관측항목과의 연계분석, 조사대상 지역의 해역특성에 대한 

기술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영향 예측 및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영향 예측 및 평가의 주요 항목은 해수유

동변화 예측, 부유사 확산 영향 예측, 퇴적물 이동변화 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예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해수유동변화 예측

해수유동변화 영향 예측과 관련하여 기존 평가서의 영향 예측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해수유동변화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격자체계와 검증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주

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 격자체계

격자체계의 경우 수평격자의 해상도 문제 즉,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 구조물과 비교하

여 구성된 계산격자가 너무 크게 설정되어 조성될 해양구조물과 해안선을 적절히 재현

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나타났으며(구조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필요 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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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격자까지 활용 필요), 연직격자의 해상도 문제에 있어서도 본 해수유동 변화예측 

수치모형실험이 부유사 확산, 퇴적물 이동변화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예측 수치모형

실험으로 연계될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10개층 이상의 해상도 유지가 필요하나 이에 못 

미치는 평가서가 상당수 나타났다.

(나) 검증문제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실험의 검증과 관련해서 앞서 해양조사(현황조사) 부분에

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석검증 정점 수가 1개소에 국한하여 검증한 평가서가 대부

분이었으며, 모델 영역 전반에 대한 조석검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 검증의 

결과제시에 있어서도 단순 관측치와 예측치를 시계열상에 중첩하여 제시함으로써 조고, 
조시차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한 결과를 보여주는 평가서도 일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증결과가 미흡함에도 정성적으로 검증이 잘된 것처럼 제시된 사례도 있었다. 이
러한 경향은 조류검증 부분에서도 공히 나타났다. 
조류검증은 방향성분으로 나누어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각 방향성분별로 조금의 위상

차가 발생하게 되면 전혀 다른 흐름이 재현됨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절대상대오차, 오
차 등의 값의 제시 없이 단순 시계열상에 관측치와 예측치를 중첩함으로써 정확도에 대

한 판단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단순 최강유속 만을 제시, 검증하는 사례도 일

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잔차류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평가서가 상당수 발견된다는 것

이다. 잔차류는 현상학적으로 가시화되어 관찰되어지는 현상은 아니나 물질의 이류방향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자로써 본 사안과 같이 부유사 확산이나 퇴적물이

동, 수질변화(오염물질) 확산의 이동패턴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검증 

인자가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의 모델영역을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여 수치모

델링을 수행하여 광역을 검증하였으나 상세역은 검증하지 않고 결과를 제시하는 평가서

도 있었다.
한편 동해안의 경우에는 조석류가 매우 미약하여 조류보다는 해류, 풍성류 및 파랑류

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이기 때문에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실험의 검증에 

있어서도 기존의 검증방법과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다. 과거 수치모형실험의 대부분은 

서해안과 같이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의 외력조건을 설정할 때 관측자료를 조화분

해한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대상해역의 해수유동을 재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관측치를 

조화분해하여 조화상수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으로

는 타당할지 모르나 동해안에서 실제 해역의 해수유동을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대상해역의 해수유동을 과소평가하여 본 사안과 같이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의 영향 예측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해안에서의 해수유동 검증 시에는 실제 조위를 경계조건으로 설정하고 재현

한 유동장을 실제 관측치로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실측치와 예측치를 

시계열 또는 1대1 그래프로 검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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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치모형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이 2차
원에서 3차원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평가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차원 해수

유동 수치모형은 조위, 유속, 수온, 염분 등의 변수를 풀어내기 위하여 연속방정식, 운동

량 방정식, 열염 방정식 등 7개의 복잡한 방정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해수유동변화예측 수치모형실험 초기부터 기존의 조석, 조류 뿐만 아니라 

수온, 염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실험 단계에서부터 수온, 염분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한 평가서는 전무하였다. 특히, 향후 본 해상최종처리장과 같이 운영 시 

우천이나 육상으로부터의 담수 유입이 유의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해

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실험 단계에서부터 수온, 염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유사 확산예측, 퇴적물이동 변화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부유사 확산예측, 퇴적물이동변화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에 있어서의 주

요 검토의견으로는 수치모형 구축 입력자료(영향 예측 자료), 검증, 영향 예측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 입력자료 구축

수치모형 구축 입력자료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수치모형에 입력한 자료의 근

거, 출처의 불분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대상해역에 적합한 입력자료인지에 대한 충분

한 검토도 없이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적용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는 대상해역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locality)을 무시하여 제 현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부유사 확산예측, 퇴적물이동변화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의 경우 해수유

동변화예측과는 달리 많은 입력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구축과 그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입력자료는 모델경계부에서의 층별 부유사 

농도 시계열, 층별 수질 농도 시계열, 또는 필요시 층별수온, 염분 시계열 및 각각의 공

간분포장, 해양-대기 열교환을 고려하기 위한 Heat flux시계열, 바람장시계열 및 파랑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구축 및 입력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동해안의 경우에는 서해안과는 달리 실제 조석 관측 시계열을 개방경계조건으로 설정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입력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검증문제

다음은 부유사 확산예측, 퇴적물이동변화예측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

형의 검증과 관련된 부분으로 앞서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과는 달리 보다 면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에도 기존 평가서에서는 이를 충족치 못하여 많은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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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사 검증 시에는 실제 관측치와 모델치를 1대1로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순 최고농도, 평균농도 등의 통계치로만 비교 검증한 사례도 있었으며, 부유사 검증 결

과, 관측 부유사와 모델 부유사 농도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도 추가적인 보정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다. 부유사 검증 시에는 관측정점에 대한 시계열 검

증도 필요하지만 부유사 공간분포 성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유사 검증은 

퇴적물이동변화예측과 연계된다. 수온, 염분에 대한 검증도 부유사와 동일하다. 다만 수

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운영 시에만 해당되므로 검증이 해당되지 않는다.

(다) 영향 예측

가장 다양한 검토의견이 제시되는 부분은 영향 예측 부분이다. 영향 예측은 수치모형

의 운영에서부터 결과 제시까지 수치모델링 전반에 대한 부분으로 부유사 확산 범위, 
퇴적물이동변화 범위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범위를 결정하고, 쉽게 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요 검토의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지역과 인접하여 기 완료된 해양개발지역(매립, 항만건설 등)이 존재할 경우 

기존 해양개발지역을 고려하여 중첩된 영향 예측을 실시함이 타당하나 국내 대부분의 

평가서에서는 이를 고려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안별로 조금씩 개발되어온 사안

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많은 환경변화가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첩영향 예측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부유사 확산 예측 시에는 이로 인한 층별 최대 확산범위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표층만 제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연직부유사농도 공간분포 특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계절별-실험안별 부유사 농도의 연직단면분포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평가서가 다수 있었다. 공사 시 부유사가 발생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방사형 또는 십자

형으로 층별 부유사 농도분포도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많은 보고서가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로 인한 부유사 농도의 층별 확산면적, 거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계

절에 따라 확산거리 방향이 일치하지 않거나, 흐름방향과 부유사 확산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함에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평가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는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3. 국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가. 해상폐기물처리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일본에서는 해상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

고,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조사, 예측 및 평가를 위한 방법 등을 결정한다. 아
래 표 2.3.10은 일본의 해상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과 처리장의 존재 및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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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는 건설기계 및 작업선의 가동에 따른 영향, 건설공사 부

산물의 운반으로 인한 영향, 호안 등의 시공에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처리장의 존재 

및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는 크게 처리장 존재로 인한 영향, 매립 기계의 가동으로 인한 

영향,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 및 배출에 따른 영향, 폐기물 운반에 따른 영향, 폐기물

의 존재에 의한 영향 등이 있다.
이 중 해양수질 및 저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호안 등의 시공, 최종처리장의 존

재가 있으며,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은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수질 영향으로는 부유물질 

오염(탁도), 오염물질 오염(COD, T-N, T-P 등), 유해물질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영향 요인

공사 시행

∙건설기계 및 작업선의 가동

∙자재, 기계 및 건설공사에 동반하는 부산물 운반 차량의 운행

∙호안 등의 시공

처리장의 존재 및 
운용

∙최종처분장의 존재

∙매립 복토용 기계의 가동

∙침출액 처리시설의 가동

∙폐기물 및 복토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의 운행

∙폐기물 및 복토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선박의 운행

∙폐기물의 존재 분해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

자료: 피닉스 3기 고베 앞바다 매립처분장(가칭) 설치사업에 관련된 계획단계 환경배려서(요약서)

표 2.3.10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따른 영향 요인

나. 피닉스 3기 고베 앞바다 매립처분장(가칭) 설치사업 관련 계획단계 환경배려서

오사카만 센터에서는 1기, 2기 사업으로 아마가사키 앞바다, 이즈미오즈 앞바다, 고베 

앞바다, 오사카 앞바다의 매립처분장을 설치하여 피닉스 권역에서 발생하는 일반 및 산

업폐기물, 재해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처분장의 폐기물 수용 종료에 맞추어 새로

운 매립처분장(매립면적: 75㏊, 매립용량: 1,200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사카만 광역

처리장 정비촉진협의회와 오사카만 센터가 협의를 통해 3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매립처분장 설치사업에서는 사업실시 상정구역 및 그 주변의 자연적 상황과 사회

적 상황 등 지역 특성에 대한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상정구역에는 2기 고베 

앞바다 매립지가 있어서 현재 폐기물을 매립처분 중이므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후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조사 보고서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이외에 최

근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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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3기 고베 앞바다 매립처분장(가칭)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의 특성, 지역 특성 및 

전문가 자문을 고려하여 배려사항을 선정하고 있다. 2기 고베 앞바다 매립지의 사후조

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본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SS와 COD 
T-N, T-P가 일부 구간에서 환경기준치 이상의 값을 보여 계획단계에서 호안 등의 시공

에 의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실시구역 주변에 중요한 종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호안 등의 시공에 따른 물의 

탁도 변화, 침출수의 배수에 따른 오염 등의 영향을 계획단계 고려사항으로 선정하고 

있다. SS와 유해물질의 경우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에 대한 영향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폐기물 매립 시 침출액은 배수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며, 처리수가 배수기준

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방류할 계획이고, 또한 사후조사 결과에서도 침출액 처리수는 

배수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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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2기 고베 앞바다 매립지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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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계획단계 배려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환경요소의 구분

영향요인의 
구분

수질

물의 오염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

∙사업 시행 상정구역 주변해역에의 COD, T-N, T-P는 2015년도의 
사후조사에 의하면 일부에서 환경 기준치를 웃돌고 있으며, 
2014년도의 공공용 수역 수질 측정 결과에서도 일부에서 환경 
기준치를 웃돌고 있음
∙사후조사 결과에 의하면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에 동반하는 주변
해역의 수질(물의 오염)에 대한 부하는 작을 것으로 상정되지만 
사업 시행 상정구역 주변해역의 수질(물의 오염)의 현상을 고려
하면 이 사업의 시행에 동반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물의 오염
호안 등의 

시공
[수면 매립]

∙2015년도의 사업 시행 상정구역 주변에서의 SS는 사후조사에 
의하면 일부에서 환경보전 목표(해역 특성치)를 웃돌고 있음
∙사후조사 결과에 의해 면 호안 등의 시공에 동반하는 주변해역
의 수질(물의 오염)에 대한 부하는 작을 것으로 상정되지만 사
업 시행 상정구역 주변해역에서의 수질(물의 오염)의 현상을 고
려하면 이 사업의 시행에 동반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2.3.12 계획단계 배려사항 선정 이유

계획단계 배려사항에 관한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이 사업에 의한 사업특성, 지역

특성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조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항목
조사방법 예측방법 평가방법환경요소의 

구분
영향요소의 

구분

수질 물의
오염

호안 등의 
시공

∙조사항목: 
수질 상황(SS)
∙조사방법: 
문헌 및 기타 
자료조사

∙예측 항목: 수질 농도(SS의 
기여농도)
∙예측 방법: 다층 침강 확산 
모델
∙예측 대상 시기: 최종처분
장의 공사 중(물의 오염 
발생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

사업 시행 상정구역과 SS의 
기여농도가 2㎎/L(수산용수 기
준)을 초과하는 해역에 주목
하여 비교하고, 환경 영향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
능한 회피 저감되고 있는지
를 검토함

침출액 
처리수의 
배출

∙조사항목: 
수질 상황
(COD, T-N, 
T-P)
∙조사방법: 문
헌 및 기타 
자료조사

∙예측 항목: 수질 농도(COD, 
T-N, T-P)
∙예측 방법: 다층 부영양화 
모델
∙예측 대상 시기: 최종처분
장의 존재 및 공용 시(사업 
활동이 정상 상태가 되는 
시기)

① 예측 결과와 ‘수질 오염에 
관련된 환경기준’과 비교함

② 사업 시행 상정구역과 수
질 농도가 상승하는 해역
에 주목하여 비교하고, 
환경 영향이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회피 저감되고 있는지를 
검토함

표 2.3.13 계획단계 배려사항에 관한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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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히비키나다 동부 처분장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히비키나다 동부 처분장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기타큐슈시, 2014.04)
의 환경영향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을 정리하였다. 사업에 관한 조사, 예측 및 평가기

술은 기술지침 및 기술 매뉴얼을 기반으로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

다. 해양수질과 저질의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영향요인 구분

환경요소 구분

공사의 
실시

토지 또는 
공작물의 
존재

호안 
공사

매립 
공사

매립지 존재

환경의 자연적 
구성요소의 

양호한 상태의 
유지

대기
환경

대기질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분진 등 ○

소음
건설작업 ○
도로교통 ○

진동
건설작업 ○
도로교통 ○

악취 악취 ○

수환경

수질
탁도 ○

수질오염 ○ ○
수저질 유해물질 ○
지하수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수상 유황 ○

토양
환경
기타
환경

지형 및 
지질

중요한 지형 및 지질 ○

지반 지반침하

토양 토양오염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동물
수생동물 중요한 종 및 주목할 만한 서식지 ○ ○
육생동물 중요한 종 및 주목할 만한 서식지 ○

식물
수생식물 중요한 종 및 군락 ○ ○
육생식물 중요한 종 및 군락 ○

생태계 지역을 특정짓는 생태계 ○ ○

사람과 자연의 
풍부한 만남의 

확보

경관 주요 조망점과 경관자원 및 주요 조망 경관 ○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의 활동의 장

주요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의 활동의 장 ○ ○

환경부하 양에 
따른 예측 

평가환경요소

폐기물 등 건설공사에 따른 부산물 ○

온실가스 등 이산화탄소

기타

일조 일조방해

풍해 강풍에 의한 풍해

저주파 저주파

표 2.3.14 선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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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질

폐기물 처리장 공사의 실시(호안 공사, 매립공사), 처리장 존재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해양수질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을 표 2.3.15에 정리하였다.

조사방법
(현황조사)

조사할 정보

가. 수질현황
∙생활환경의 보건에 관한 항목: 수소이온농도, COD, DO, 대장균
군수, n-헥산추출물질(해수면아래 0.5m에서만 실시), T-N, T-P, 총 
아연, 부유물질량, 노니페놀
∙건강보호항목: 카드뮴, 총 시안, 납, 육가 크롬, 비소, 수은, 알킬
수은, PCB, 디클로로 메탄, 사염화탄소, 1,2- 디클로로 에탄, 1,1- 
디클로로 에틸렌, 시스 -1,2- 디클로로 에틸렌, 1,1 1- 클로로 에
탄, 1,1,2- 트리클로로 에탄,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3- 디클로로 프로 펜, 티 우람, 시마 진, 찌오벤카루부, 
벤젠, 셀레늄, 질 산성 질소 및 아질산 성 질소, 1,4-디옥산
∙다이옥신류
∙클로로필a, 철, 수온, 염분

기본조사 방법

가. 수질현황(기존 자료조사)
∙대상사업 실시구역 주변의 수질현황에 대해 다음 자료 등의 조
사결과의 수집 및 해당 정보의 정리 및 분석을 실시
∙공공용수역 수질 측정 결과 (기타큐슈시 환경국)
∙ 항만계획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기타큐슈시 항망공항국)
∙ 히비키 나다 서부 지구 매립 공사 환경 모니터링 조사 (전원개
발주식회사 히비키나다 개발 주식회사)
∙ 히비키 나다 지역의 발전소 사업에 관한 환경 조사 (기타큐슈시 
환경국)
∙ NEDO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실증 연구(기타큐슈시 바다) 환
경 영향 평가서 (전원개발주식회사)

나. 수질현황(현지조사)
∙생활환경보전항목, 건강보호항목: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1971년 환경청 고시 제59호)에 정하는 방법을 따라함
∙생활환경보전항목: 채수층은 해수면 아래 0.5m 및 해수면 아래 7m
∙건강보호항목: 채수층은 해수면 아래 0.5m
∙다이옥신류: 다이옥신류에 의한 대기오염, 수질오염(해저의 저질
의 오염물 포함) 및 토양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1999년 환경청 
고시 제68호)에서 정하는 법을 따름(채수층은 해수면 아래 0.5m)
∙클로로필a, 철: 해양관측지침 (기상청), 공장배수시험법 (JISK 

0102) 등에 정하는 방법에 따름(채수층은 해수면 아래 0.5m 및 
해수면 아래 7m)
∙수온, 염분: 수온, 염분 측정기를 이용한 연직 관측 수행  

조사지역
∙오염물질의 확산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에 관한 환경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상 사업시실 지역 주변으
로 함

조사지점

가. 수질현황(기존 자료조사)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의 기존조사지점(31지점)
나. 수질현황(현장조사)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의 지점으로 함

표 2.3.15 폐기물 처리장 공사 시와 처리장 존재 시 해양수질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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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등

가. 수질현황(기존 자료조사)
∙공공용 수역 수질특정 결과에 대해 사용할 있는 최근 5년 기록
∙기타정보는 입수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
나. 수질현황(현장조사)
∙생활환경보전항목, 클로로필a, 철, 수온, 염분: 사계절 조사
∙건강보호항목, 다이옥신류: 봄철 1회 조사

예측방법

예측항목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의한 물의 탁도 영향
∙매립공사 중의 처리수 배출에 의한 수질오염 영향
∙매립지 존재에 따른 유황의 변화에 따른 물의 오염영향

예측의 
기본방법

가.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의한 물의 탁도 영향
∙공사계획에 따라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의 SS부하량을 산정하고, 
조류모델과 SS확산모델을 이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에 의해 SS농
도를 예측함

나. 매립공사 중의 처리수 배출에 의한 수질오염 영향
∙공사계획에 따라 매립공사 중의 처리수의 배출에 의한 COD, 

T-N, T-P 부하량을 산정하고, 조류모델 및 부영양화 모델을 이용
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COD, T-N, T-P 농도를 예측함

다. 매립지 존재에 따른 유황의 변화에 따른 물의 오염영향
∙사업계획에 따라 매립지의 형상을 상정하고 조류모델 및 부영양
화모델을 이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에 의해 유황 변화에 의한 
COD T-N, T-P의 농도 변화를 예측함

예측지역
∙오염물질의 확산특성을 고려한 수질에 관한 환경영향을 받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으로 함

예측지점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의한 물의 탁도 영향: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해역 및 대표지점으로 함
∙매립공사 중의 처리수 배출에 의한 수질오염 영향: 대상사업 실
시지역 주변해역 및 대표지점으로 함
∙매립지 존재에 따른 유황의 변화에 따른 물의 오염영향: 대상사
업 실시지역 주변해역 및 대표지점으로 함

예측대상 
시간 등

가.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의한 물의 탁도 영향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의한 물의 탁도 영향이 최대가 되는 시
기로 함

나. 매립공사 중의 처리수 배출에 의한 수질오염 영향
∙폐기물 등의 수입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시기로 함
다. 매립지 존재에 따른 유황의 변화에 따른 물의 오염영향
∙매립지가 완성된 시기로 함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예측항목으로 함

평가방법

∙조사 및 예측결과, 환경보전 조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
이 실시에 의한 환경영향이 사업자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회
피 또는 감소되어 있는지 견해를 밝힘으로 평가함
∙ 수산용수기준 (헤세이 25년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 및 수질오
염에 관한 환경기준 (쇼와 46년 환경청 고시 제59호)로 조사 및 
예측결과 사이에 정합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평가함

방법선정 이유
∙기술기침 및 기술 매뉴얼에 나타난 표준적인 방법을 참고로, 사
업특성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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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저질 분야

폐기물 처리장 공사의 실시(호안 공사, 매립공사), 처리장 존재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해양저질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을 표 2.3.16에 정리하였다.

조사방법
(현황조사)

조사할 정보

가. 저질현황
∙일반항목: 강열감량, COD, 황화뮬, T-N, T-P, 함수율, 입도조성
∙유해물질 항목: 알킬수은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납 또는 그 화합물, 유기 인산 화합물, 육가 크
롬 화합물,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시안 화합물, PCB,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아연 또는 그 화합물, 불소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
라 클로로 에틸렌,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바나듐 또는 그 화합물, 유기 염소 화합물, 
디클로로 메탄,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 에탄, 1,1-디클로로 에
틸렌, 시스 –1,2-디클로로 에틸렌, 1,1,1-트리클로로 에탄, 1,1,2-
트리클로로 에탄, 1,3-디클로로 프로펜, 티우람, 시마진, 싸이오벤
카브, 벤젠, 셀레늄 또는 그 화합물, 다이옥신류

기본조사 방법

가. 저질현황(기존 자료조사)
∙대상사업 실시구역 주변의 저질현황에 대해 다음 자료 등의 조
사결과의 수집 및 해당 정보의 정리 및 분석을 실시
∙공공용수역 수질 측정 결과 (기타큐슈시 환경국)
∙ 항만계획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기타큐슈시 항망공항국)
∙ 히비키 나다 서부 지구 매립 공사 환경 모니터링 조사 (전원개
발주식회사 히비키나다 개발 주식회사)
∙ NEDO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실증 연구(기타큐슈시 바다) 환경 
영향 평가서 (전원개발주식회사)

나. 저질현황(현지조사)
∙일반항목: 저질조사방법 (평성 24년 8월 환경부 물 대기환경국) 
및 흙의 입도시험방법 (JISA 1204)에 규정된 방법을 따름 
∙유해물질항목: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립장소 등을 배출하고자하는 폐기물
에 포함된 금속 등의 시험방법 (쇼와 48년 환경청 고시 제12호)
에 정하는 방법에 따름

조사지역
∙오염물질의 확산 특성을 고려하여 저질에 관한 환경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상 사업실시 지역 주변으
로 함

조사지점

가. 저질현황(기존 자료조사)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의 기존조사지점(18지점)
나. 저질현황(현지조사)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의 3지점으로 함

조사기간 등

가. 저질현황(기존 자료조사)
∙공공용 수역 수질특정 결과에 대해 사용할 있는 최근 5년 기록, 
기타정보는 입수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

나. 저질현황(현지조사)
∙하계 1회 조사

표 2.3.16 폐기물 처리장 공사 시와 처리장 존재 시 해양저질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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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물리 및 수질 분야 가이드라인(안)

가. 개요

(1) 작성 방향

본 장에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근간으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사업에 따른 영향을 과학적, 객관적 및 정량적으로 조사, 예측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가

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시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는 대상사업해역의 해양환경적 현황정보를 제

공하고, 공사시행 및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

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질과 저질의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수역의 물 순환 및 물질 순환, 대상수역의 생태계와 수질 및 저질

의 관계, 대상수역의 수질 및 저질의 변동 특성과 요인, 대상수역의 환경기준, 사업 시

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발생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중 해양물리 조사는 ① 사업대상해

역의 해양물리학적 현황정보 제공, ② 공사 전과 공사 중 및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해양환경변화 가능성 예측, ③ 해양물리학적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해양생태계 변

예측방법

예측항목
∙호안 공사와 매립공사에 따른 해저최적물의 교란에 의한 유해물
질의 영향

예측의 
기본방법

∙본 사업의 공사계획 및 유해물질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저
퇴적물의 교란에 의해 유해물질의 영향을 예측함

예측지역
∙오염물질의 확산 특성을 고려하여 저질에 따른 환경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으
로 함

예측지점 ∙대상사업 실시지역 주변의 대표지점으로 함

예측대상 시간 
등

∙호안공사와 매립공사에 따른 해저퇴적물의 교란이 최대가 되는 
시기로 함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예측항목으로 함

평가방법

∙조사 및 예측결과, 환경보전 조치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대상사업
이 실시에 의한 환경영향이 사업자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회
피 또는 감소되어 있는지 견해를 밝힘으로 평가함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
항에 규정하는 매립장소 등을 배출하려고하는 금속 등을 포함하
는 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1973년 총리부영 제6
호)에 정하는 저질토사에 간한 판정기준 과 조사 및 예측결과 
사이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방법선정 이유
∙기술기침 및 기술 매뉴얼에 나타난 표준적인 방법을 참고로, 사
업특성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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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원인 추적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관점에

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의 해양물리학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발전 증

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이 예정된 지

역 및 그 주변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와 함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객관

적, 정량적 평가 즉,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물리 분야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에 있어서는 당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연안에서는 이러한 해양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 연속적, 누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안에 대한 누적영향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검토 범위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상

해역 및 영향 비교를 위한 기준 자료 습득이 가능한 범위(대조구 범위)로 설정하되, 대
상해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불확실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조건 및 범위

를 선정하여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예측은 최적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적용방법,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예측방법, 예
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현황조사와 영향 예측 결과에 기반하여 해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영향 예측을 통하여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립된 검토안의 최소 3가지 안 이상이어야 하며, 각 안별 타당성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대상사업의 분류

본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규모(30만㎡)와 입지조건(① 육지

(항만 인접)에 연결[A], ② 도서에 연결[B] 그리고 ③ 해상 건설[C], 그림 2.3.5)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항목 및 조사밀도(정점, 빈도 등)를 조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사업규모 미

만 시에는 최소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사업규모 이상 시에는 최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사업규모(매립면적) 30만㎡를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 근거는 검토대상인 15

개 해상매립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매립 가능면적은 8.1～416.4만㎡이며, 15개 사업 중 

8개 사업(54%)은 100만㎡ 미만, 그 중 6개 사업은 30만㎡ 미만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3.6).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제31조제2항 및 47조제2항 관련)은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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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이 30만㎡ 이상 규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매

립면적이 30만㎡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폐기물최종처리장 사업은 면적이 30만㎡ 이상의 규모를 제1종사업으로 분류하여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2.3.5 해상최종처리장 입지조건에 따른 분류 

그림 2.3.6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서 매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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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는 해양수질과 해양저질 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정점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범위 및 조사정점 선정 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사업은 공사시행과 공사 후 처리장 존재 및 운영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호안 등의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영향, 처리장 존재로 

인한 해류의 변화에 따른 해양수질 오염, 처리장 운영 시 처리수 배출에 의한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 오염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해양수질 및 저질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해양수질과 저질의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에서 해안 또는 해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해

양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그 영향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환경 조사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해양수질 항목에는 수온, 염분, pH, DO, COD, SS, TOC, T-N, NO2-N, NO3-N, NH4-N, 

T-P, Si(OH)4, 유분, Cr, Ni, Co, Cu, As, CN, Hg, PCB, 유기인, Zn, Cd, Pb, 총대장균군수 

등이 포함된다. 해양저질 항목에는 유기오염의 지표 및 유해물질 관련 항목과 일반적으

로 해양저질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항목으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황화물, COD, 유분, As, Cd, Pb, Zn, Cu, Cn, Hg, Fe, Cr, Ni, Co, PCB, 
유기인 등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선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질 조사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

을 선정하지만, 새로운 유해화학 물질로 인식된 물질과 주민 등의 관심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해상최종처리장은 해상 또는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상재해로 인해 시설 내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환

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료조사 

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리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

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 PCE, TCE 등과 같은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전 조사자료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의 경우, 보
다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영향 예측과 평가에 이용하는 항목이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질의 오염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이 진행됨에 따라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강하고 퇴

적되어 오염이 진행된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대해 해양수질과 동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상처리장의 건설로 인해 유속이 감소하고 해류의 체류공간이 형성되면 국소적

으로 오염물질이 저질로 퇴적될 수 있다. 또한 중금속 및 유해물질의 경우 현재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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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유역 등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배출된 물질이 저질에 축적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필요에 따라 과거의 오염 등의 이력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조사시기

해양수질 및 저질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계절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연 4회 조사를 실

시하며, 사업별 또는 계절별로 조사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계와 하계 조사는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금속류와 유해유기화합물 항목은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며, 해상의 큰 이벤트가 발생하여 대상사업지 주변해역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조석에 의해 수괴의 특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석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조사범위 및 정점

해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질 저질

의 조사범위는 대상사업 실시지역과 그 주변해역으로 정하며, 해상처리장의 규모와 주

변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설정한다. 또
한 대상해역의 수질 환경에 가장 큰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유입 현황 등을 고려한 

대표점을 선택하며 해양 동 식물, 해양물리 등 다른 분야의 결과와 비교 및 분석이 가

능하도록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정점 수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예측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최대로 선정하며, 사

업예정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공사, 운영 시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에 따른 영향정

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업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조사정점을 많이 선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사업지 내에 20%, 영향범위권 내 50%를 선정하며, 대조구를 

포함하여 영향범위권 밖에 30%로 분포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2.3.7).

그림 2.3.7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정점 선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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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방법

해양수질 및 저질 조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에 따라 수행하며, 변질이 쉬운 조

사항목인 pH, DO(용존산소), 수온은 현장에서 샘플링하고 즉시 측정 및 분석한다. 또한 

비교적 측정 용이한 수온, 투명도, 탁도, 염분 등의 기초적인 항목에 대한 수질 조사 시 

항상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역의 수심 10m 이내일 경우 2개층(표층과 저층)에 

대해 시료채집 및 자료조사를 수행하며, 보다 깊은 수심 10m 이상의 수층에서는 표층, 
중층, 저층으로 나누어 수층별로 시료채집하고 자료조사를 수행한다.

(마) 결과제시

조사결과는 각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시기를 명시하고, 
각 정점별, 조사항목별로 분석을 통해 조사해역의 환경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결과가 기존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경우, 이
에 대한 원인을 기존 조사결과, 해양환경의 특성, 주변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

며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한 자료와 비교한다.
해양수질과 저질의 경우 항목별로 단순 결과 값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최대, 최소, 

평균, 편차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해양수질 및 저질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초과여부를 함께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영향파악이 용이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조사항목

• 해양수질

일반항목
수온, 염분, pH, 부유물질, DO 농도 및 포화도, COD, TOC, 투명도, 
Chl-a, 대장균군수 등

영양염류 T-N, T-P, DIN, DIP 등
중금속류 Cr, Cd, As, Pb, Zn, Cu, Ni, Hg, CN, Ni, Co, Fe, F 등

유해유기
화합물

용매추출유분,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리티온, 1.1.1-트리클로
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 PCE, TCE 등

• 해양저질

일반항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pH, COD, TOC, 산휘발성황화물(AVS) 등
영양염류 T-N, NH3-N, NO2-N, NO3-N, T-P, PO4-P 등
중금속류 Cr, Cd, As, Pb, Zn, Cu, Ni, Hg, CN, Ni, Co, Fe, Li, Mn, Al 등

유해유기
화합물

용매추출유분,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리티온, 1.1.1-트리클로
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ABS, PCE, TCE 등

• 유해유기화합물 항목은 해양수질과 저질에 동일하게 적용

조사시기

• 계절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계절별 조사 수행
• 조석차를 고려한 대조시 일부 조시에 조사 수행
• 중금속류와 유해유기화합물 항목은 계절별 조사 실시
  - 단, 해상의 큰 이벤트가 발생하여 대상사업지 주변해역에 변화 예상될 경우 

추가조사 실시 

표 2.3.17 환경영향평가서 해양수질 및 저질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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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물리

(1) 현황조사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하여 사업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reference) 설정, 해역특성 파악, 예측모델 입력 및 검증자료 확보, 사후조사와 비교 검증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로써, 영향 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조사범위, 조사항

목, 조사내용 등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현황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그림 2.3.8).

그림 2.3.8 현황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범위

• 해상처리장의 규모, 주변해역의 특성, 오염물질 확산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변으로 선정

• 처리수 배출구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선정
• 연속자료 비교를 위해 기존 측정정점을 우선적으로 선정
• 저질조사시 저질의 상이 변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정점 수 배치

대상사업지 내 영향범위권 내 영향범위권 밖

20% 50% 30%

조사방법

• 대상사업지 주변 해역 현황조사, 문헌조사, 현지조사 실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에 따른 조사수행
• 시료채집 및 자료조사: 수심 10m 이내-표층, 저층, 
                       수심 10m 이상-표층, 중층, 저층

결과제시
• 항목별로 최대, 최소, 평균, 편차 등을 함께 결과제시
• 제시 세부항목들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여부를 함께 작성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1):�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시설 조성 및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률 개선(안)�및 기술기준 마련

●●● 117

(가) 사전조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

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현황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

요하다. 즉 기존의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 및 현장답사 등의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현

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전조사의 주요 항목으로는 해상최종처리장의 사업규모, 배치형태, 배후의 토지이용

계획과 배치계획 등의 계획 전반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때에는 기존 인근지역의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개략적인 해양환경 영향범위(유속

변화, 부유사 확산 및 퇴적물이동, 수질변화 등의 예상 확산범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지역 주변의 해안특성, 기상특성, 해황특성 등을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사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안의 민감도, 특성 등에 대한 주민탐문, 지역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전조사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

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현황조사 조사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예비모델링을 수행할 시에는 예비관측(간이 유속관측, 조석표척관측 등)을 수행하는 것

을 권장한다.

(나) 현황조사

여기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해양조사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황조사의 개선방안은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정점 수, 조사방법, 조사결과 제시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① 조사범위

기존의 조사자료 및 문헌을 통해 해당사업 및 해당해역에 대한 사전평가(필요 시 예

비관측 실시) 및 예비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범위를 충분히 검

토한 후 조사범위를 결정한다.
조사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포

함하고, 동시에 영향 예측 모델링의 구성 검증, 생태계, 퇴적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

의 평가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수유동변화,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

동 및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범위와 변화가 없는 대조구를 포함한 충분한 조사범위를 선

정하여 수치실험 계산영역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계, 동

계를 포함한 2계절 이상8)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계절별 해역특성을 고려한다면 4계절 조사가 타당하나 현실적인 사업추진 일정(4계절 조사 
후 수치모델링 수행과 연계 시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 소요 문제) 및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2계절 이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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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해역의 현

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해양물리 조사항목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이라는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석 관측, 

조류 관측, 부유사 관측, 해저질 관측, 수질 관측(COD, T-N, T-P) 및 파랑 관측, 부표 추

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석, 조류, 부유사, 해저질 및 수질은 필수항목이며, 
부가항목으로 부표추적이 있다. 부표추적은 해역 특성상 지형이 복잡하고 기존 유속자

료만으로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에 수행할 수 있다(표 2.3.18). 

구분 조사항목 비고

해양물리

필수 조석, 조류, 부유사, 해저질, 수질 수질(COD, T-N, T-P)

부가

부표 추적 지형이 복잡할 경우

파랑 관측 외해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수온, 염분 관측 담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표 2.3.18 해양물리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경우 사업규모보다는 입지조건에 따라 조사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조사항목의 조사량의 증감에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해상최종처

리장이 해상에 건설될 경우에는 담수유입이나 배출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수온, 염분관

측과 같은 조사항목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표추적의 경우에도 도서연결이나 해

상건설의 경우에는 육지연결 입지조건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

다(표 2.3.19).

구   분
조사항목

조석 조류 부유사 해저질 수질 부표 파랑 수온 염분

육지연결
(A) ◯ ◯ ◯ ◯ ◯ △ △ △

도서연결
(B) ◯ ◯ ◯ ◯ ◯ × △ △

해상건설
(C)

◯ ◯ ◯ ◯ ◯ × △ ×

◯: 필수,  △: 상황에 따라,  ×: 필요 없음

표 2.3.19 해상최종처리장 입지조건에 따른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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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사정점 수

조사정점의 수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입지조건 보다는 사업규모의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라 조사정점 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가 30만㎡ 미만일 경우에

는 최소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최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으

로 분류하였다(표 2.3.20).

구   분
입지조건

평가방법
육지 연결 도서 연결 해상건설

사업규모
30만㎡ 미만 1-A 1-B 1-C 최소 평가

30만㎡ 이상 2-A 2-B 2-C 최적 평가

표 2.3.20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른 분류체계

조사정점은 조사규모에 따라 최소 평가방법과 최적 평가방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

라 조사항목에 따라 그 관측정점의 수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역 및 항목별 특

성을 고려하여 정점을 선정하여야 한다(표 2.3.21과 표 2.3.22).

항목 구분 정점 수 정점위치

조사
정점 수

조석
관측

서 남해안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동해안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조류
관측

전 연안
최소 1개소
(3개층이상)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부유사
관측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

최소 2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주요 부유사 확산 영향 범위 내 최소 1개소

공간부유사
관측

최소 10개소
(2개층)

∙사업지구 전면해역 및 부유사 영향이 전혀 없
는 대조구 지역 포함

해저질
관측

공간분포 최소 10개소
∙사업지구 전면해역을 중심으로 모델 영역에 골
고루 배치

수질
관측

공간수질
관측

최소 10개소
(2개층)

∙사업지구 전면해역 및 수질 영향이 전혀 없는 
대조구 지역 포함

파랑
관측

전 연안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부표
추적

조류 관측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수온,
염분
관측

전 연안 - ∙부유사 관측의 연속층별, 공간관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표 2.3.21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른 최소 평가방법 조사정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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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정점 수 정점위치

조사
정점 수

조석
관측

서 남해안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동해안 최소 3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남측 및 북측 경계 각 1개소

조류
관측

전 연안
최소 3개소

(3개층 이상)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남/북(동/서)측 주 흐름방향 2개소

부유사
관측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

최소 3개소+
개방경계부
1∼2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주요 부유사 확산 영향 범위 내 최소 2개소
∙수치모델 각 경계부 최소 1개소

공간부유사 
관측

최소 20개소
(2~3개층)

∙사업지구 전면해역 및 부유사 영향이 전혀 없
는 대조구 지역 포함

해저질
관측

공간분포 최소 20개소
∙사업지구 전면해역을 중심으로 모델 영역에 골
고루 배치

수질
관측

공간수질
관측

최소 20개소
(2~3개층)

∙사업지구 전면해역 및 수질 영향이 전혀 없는 
대조구 지역 포함

파랑
관측

전 연안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부표
추적

조류 관측 최소 1개소 ∙사업지구 부지 전면 1개소

수온,
염분
관측

전 연안 - ∙부유사 관측의 연속층별, 공간관측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표 2.3.22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른 최적 평가방법 조사정점 수

공간분포도를 작성하는 항목(수온, 염분 등)의 정점 간격은 일반적으로 정점 사이의 

측정치를 보간할 수 있는 거리(즉 decorrelation scale 이하)로 결정한다. 연안에서 보간 

가능거리는 등수심에 따라 길고 등수심의 경사에 따라 짧으므로, 등수심의 경사에 따른 

정점 간격이 등수심에 따른 간격보다 조밀하게 배치한다(환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2,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평가를 위한 기법 연구).

㉮ 조석 관측

조석 관측자료는 해역의 조석특성 파악과 해수유동변화 예측 수치모형의 구축 및 검

증에 활용되며,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해역의 조석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정점을 선정한다. 이를 감안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에서 최적 평가방법

을 기준으로 동해안에서는 최소 3개소 이상, 서 남해안에서는 최소 1개소의 조석 관측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동 서 남해안에서는 공히 최

소 1개소의 조석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적 평가방법 기준으로 기술해 보면, 조석 관측은 서해안과 남해안과 같이 조석성분

이 탁월한 해역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 1개소에서 관측을 해도 무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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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같이 조석성분 보다는 비조석성분이 큰 해역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 및 수치모델의 경계 부근에서도 관측을 해야 한다.
동해안의 경우 지형특성상 수치모델은 남측, 북측 및 동측의 3면을 외해경계로 설정

하기 때문에 동측경계인 외해역에서는 수심이 100m 이상으로 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남

측 및 북측경계의 각각 최소 1개소 이상에서 조석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해역에서의 관측자료 획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외해역에서의 해수위 자료는 연

안에서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연안자료를 이용하여 

외해에서의 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지형류 방정식을 이용한 이론적인 추산방법도 

있으나 신뢰성 있는 광역모델 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관측기간 

동안 광역모델(실시간 자료동화로 운용되는 모델)을 운영해야 한다.
외해역에서의 조석(해수위) 자료 추정에 활용되는 광역모델의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

이 확보되어야 하며, 광역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조류 관측

조류 관측은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해역의 유동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정점을 선정한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관측정점의 수 및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최적 평가방법과 최소 평가방법에 따라 각 정점을 설정하여 사업대상 해역의 유동특성 

및 영향 예측 모델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조류 관측자료는 사업해역의 유동특성 파악과 

해수유동 수치모형의 검증에 활용되며, 이를 감안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에

서 1개소 이상, 대상해역의 지형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2개소 이상에 연속 층별 관

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측정점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 및 남/북(또는 동/서) 측의 주 흐름방향에 

위치하여야 하며, 최소 3개층 이상(관측기기의 특성상 최상단 표층부, 저층계류시의 기

기높이와 관측기기의 첫 번째 관측층을 고려하여 층간격 조절 필요)에서 관측을 수행해

야 하며, 인근해역의 기존 조류자료와 광역모델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해수유동 방향의 

주축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유사 관측

부유사 관측은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과 공간부유사 관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속층

별 부유사 관측은 대상해역의 층별의 연속적인 부유사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부유사 확

산예측 및 퇴적물이동 변화예측 수치모형실험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

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해역에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 정점을 배치한다. 물론 부유사 확산 영향이 없는 대조구 지역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의 특성상 수치모델의 입력 및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바, 모델경계부

에서의 관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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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수치모델의 검증에 필요한 연속층별 부유사 관

측 자료는 층별 부유사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 1개소 및 

부유사 확산 영향범위 내 최소 2개소 및 부유사 확산 영향이 전혀 없는 대조구 지역 1
개소를 선정하여 층별(표 중 저의 3개층)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부유사 

확산 영향 예측 실험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모델 각 경계부 최소 1개소 

이상에서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간부유사 관측은 사업대상 주변해역의 부유사 농도의 3차원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항목과 서로 연계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사정점은 수평적인 변화

에 대응한 배치를 구성하되, 등수심 간격보다는 등수심의 경사 쪽으로 간격을 조밀하게 

관측하고 연직적으로는 성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측수층 간격을 조밀하게 설정한다.
공간부유사 관측은 최적 평가방법에서 최소 20개소 이상에서 수행하고 해상최종처리

장 조성부지 전면해역을 포함하여 부유사 확산 영향이 전혀 없는 대조구 지역을 포함하

도록 광범위하게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도 표 저의 2개층 또는 표 중 저의 

3개층 관측이 필수적이다.

㉱ 해저질 관측

해저질 관측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주변해역의 저질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

도록 선정하며, 앞서 언급한 부유사 관측과 마찬가지로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항목과 서

로 연계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점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공간관측은 최소 20개소 이상에서 수행하고 해

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해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만,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조밀한 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수질 관측

수질 관측은 공간수질 관측으로 이루어지며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는 해역에 관측정점을 배치한다. 물론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영향이 없는 대

조구 지역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공간수질 관측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주변

해역의 수질인자(COD, T-N, T-P) 농도의 3차원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

며,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항목과 서로 연계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정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사정점은 수평적인 변화에 대응한 배치를 

구성하되, 등수심 간격보다는 등수심의 경사 쪽으로 간격을 조밀하게 관측하고 연직적

으로는 성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측수층 간격을 조밀하게 설정한다.
공간수질 관측은 최적 평가방법에서 최소 20개소 이상에서 수행하고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해역을 포함하여 수질확산 영향이 전혀 없는 대조구 지역을 포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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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도 표 저의 2개층 또는 표 중 저의 3개층 

관측이 필수적이다.

㉳ 파랑 관측

파랑 관측은 현황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닌 부가항목으로써,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가 외해파랑에 노출되어 퇴적물 이동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랑 관측은 사업부지 전면해역에서 주변의 도서와 같은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 수심 30m 이상의 1개소에서 수행하여야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부표 추적

부표 추적은 해역 특성상 지형이 복잡하고 기존 유속자료만으로 해수유동 특성을 파

악하기 곤란할 경우에 수행하는 관측으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해역 1개소 이

상에서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표 추적은 현황조사의 필수 조사항목은 아니나 각각의 단일 부표에 대한 유속의 라

그랑지안(Lagrangian)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대유속, 평균유속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13
시간 이상의 관측 시에는 잔차류 패턴의 파악에도 용이하므로 관측을 권장한다.

㉵ 수온, 염분 관측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에서 강수나 주변 하천으로부터의 담수유입 영향이 예측된다

면 수온, 염분 관측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해상건설과 같은 입지조건에서는 수온, 염
분 관측은 필요하지 않다. 관측방법은 부유사 관측의 연속층별과 공간관측을 권장한다.

㉶ 공통

기존 자료가 존재할 경우에는 기존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나, 관측자료가 오래되었거

나 주변지형이 많이 바뀌어 대상해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없을 시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직접 관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주요 조사방법을 요약하면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평가방법(표 2.3.23),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최적 평가방

법(표 2.3.24)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방법론에 있어서는 최소 평가방법과 최적 평가방법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차이

가 나는 부분은 조사기간과 조사시기이다. 공간부유사 관측과 공간수질 관측의 최소 평

가방법에서는 대조기의 일부 조시(고조/저조)에 대해서만 관측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조사기간이 대조기의 모든 조시(창조/고조/낙조/저조)에 대하여 관측하도

록 명시하였다. 조사시기는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서 관측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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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관측

조석 관측은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

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기간

은 매 계절별로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류, 수온 및 염분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관측시간 간격은 관측기기의 설정에 따라 1분, 10분 등으로 관측이 가능하며, 조석의 

시간변동을 충분히 관측하기 위해서는 10분 이하의 관측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때에는 

관측시간 명기(time posting) 시 관측간격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즉, 00시 00분부

터 10분간 관측한 자료는 00시 05분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이는 조석의 경우 위상차 비

교 검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측기기는 주기적으로 전문 검교정 기관으로부터 검교정 확인을 득한 장비를 투입하

여야 하며, 조사 전 수조 등에서 장비 성능확인을 반드시 수행한 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류 관측

조류 관측도 조석 관측과 마찬가지로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

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기간은 매 계절별로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석, 수온 및 염분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관측방법은 초음파 유속계를 사용하여 다수의 층에서 동시에 층별조류 관측을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측자료의 질(quality) 확보 차원에서 저층계류방식을 권장한다.
관측시간 간격은 1분, 10분 등 기기설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적용하

는 10분 간격 관측을 권장한다. 이때 사용하는 초음파 유속계의 관측특성을 자세히 기

술해야 하며, 관측시간 명기시 관측기록 중앙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조류지각 차이의 

원인이 됨).

㉰ 부유사 관측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은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조석, 조류와 같이 

계절별 30일 이상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서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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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관측방법은 표층관측 시 해수면 하 1m 이내로 탁도계가 위치하도록 표층에 근

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층관측 시에는 최대한 해저면으로부터 가까운 곳

에서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층관측은 표층과 저층관측 탁도계의 중간위치에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의 관측간격은 매 10분 이하로 설정하고, 이때에도 관측시간 명

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측성과는 해역의 수직적 부유사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측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이 탁도계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방법보

다는 다층도플러형유속계(ADCP)의 음향관측정보를 이용하여 관측하는 방법이 많이 쓰

이고 있다. 탁도계와 음향관측정보를 이용하여 부유사 농도를 추산할 때에는 현장부유

사 관측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측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탁도센서의 경우 검교정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밀도가 현저히 달라지는 특성

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장비는 주기적인 사전점검 및 공인된 기관의 검교

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공간부유사 관측은 계절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

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최적 평가방법 기준으로 계절별(하계, 동계) 관측 시 대조기에 모든 조시(창조/고
조/낙조/저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동해안과 같이 조석의 주기성이 미약한 지역에서

는 창-낙조, 고-저조만을 관측할 수 있다.
공간부유사 관측의 경우 관측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1대의 조사선으로는 짧은 조시 

간격에 맞춰 조사정점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관측하여

야 한다. 단, 관측범위가 너무 넓어 4대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더라도 관측자료의 동시성

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2개 조시(고조/저조)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선박별로 투입되는 관측장비의 경우 반드시 검교정된 장

비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밀도가 서로 다른 관측센서가 투

입된 경우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석, 조류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공간부유사 관측은 해역의 수직구조 및 수평 공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측하

여야 한다.

㉱ 해저질 관측

해저질 관측의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1회 관측만으로 가능하며, 조사방법은 표준

공정시험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하는 것이 자

료분석 상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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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관측

공간수질 관측의 조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공간부유사 관측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계
절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
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최적 평가방법 

기준으로 계절별(하계, 동계) 관측 시 대조기에 모든 조시(창조/고조/낙조/저조)를 포함하

여야 한다. 단, 동해안과 같이 조석의 주기성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창-낙조, 고-저조만을 

관측할 수 있다.
공간수온 관측의 경우 관측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1대의 조사선으로는 짧은 조시 

간격에 맞춰 조사정점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관측하여

야 한다. 단, 관측범위가 너무 넓어 4대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더라도 관측자료의 동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2개 조시(고조/저조)에 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선박별로 투입되는 관측장비의 경우 반드시 검교정된 장

비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밀도가 서로 다른 관측센서가 투

입된 경우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석, 조류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공간수질 관측은 해역의 수직구조 및 수평 공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측하여

야 한다.

㉳ 파랑 관측

파랑 관측은 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가

급적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해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계절을 선택하여 30일 

이상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 시에는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

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관측방법은 가급적 저층에 계류하는 파향정보가 획득되는 파고계를 사용하여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표 추적

부표 추적은 해수유동의 계절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
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

본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최소 평가방법 기준으로 고조+6시간, 최적 평가방법 기준으로

는 고조+6시간, 저조+6시간을 관측한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석, 조류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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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추적 방법은 GPS를 탑재한 최소 2개 이상의 부표를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전면해역에서 투하하여 시간에 따른 이동궤적을 파악하는 것으로 양질의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바람과 파랑의 영향이 적은 정온한 시기에 조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수온 및 염분 관측

수온 및 염분 관측은 기본적으로 부유사 관측과 조사방법론이 동일하다. 연속층별수

온 및 염분 관측은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

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조석, 조류와 같이 계절별 

30일 이상 관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층별 관측방법은 표층관측 시 해수면 아래 1m 이내로 CTD가 위치하도록 표층에 근

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층관측 시에는 최대한 해저면으로부터 가까운 곳

에서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층관측은 표층과 저층관측 CTD의 중간위치에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속층별 수온 및 염분 관측의 관측간격은 매 10분 이하로 설정하고, 이때에도 관측

시간 명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측성과는 해역의 수직적 수온 및 염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측하여야 한다. 
수온 및 염분센서의 경우 검교정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밀도가 현저히 달라

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장비는 주기적인 사전점검 및 공인된 기

관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공간수온 및 염분 관측은 계절별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

(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관측을 

기본으로 하며, 최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기술하면, 계절별(하계, 동계) 관측 시 반드시 

대조기에 모든 조시(창조/고조/낙조/저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동해안과 같이 조석의 

주기성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창-낙조, 고-저조만을 관측할 수 있다.
공간수온 및 염분 관측의 경우 관측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1대의 조사선으로는 짧

은 조시 간격에 맞춰 조사정점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단, 관측범위가 너무 넓어 4대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더라도 관측자료

의 동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2개 조시(고조/저조)에 대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선박별로 투입되는 관측장비의 경우 반드시 검교정된 장

비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밀도가 서로 다른 관측센서가 투

입된 경우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하계에는 7~8월, 동계에는 1~2월에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조석, 조류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하여 관측하는 것이 향후 분석 및 활용에 

있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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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수온 및 염분 관측은 해역의 수직구조 및 수평 공간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측하여야 한다.

항목 구분 방법

조사
방법

조석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조류, 부유사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검교정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확인 장비 투입
∙조사 전 수조에서 장비성능확인

조류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1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초음파 유속계를 이용한 층별 조류 관측 수행
∙관측자료의 질 확보 차원에서 저층계류 권장

연속
층별
부유사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1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해당수층에 관측장비 설치 또는 음향관측기기 설치
∙음향자료 보정 및 검증을 위한 부유사 관측 병행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공간
부유사 
관측

조사기간 ∙대조기 일부 조시(고조/저조)
조사시기 ∙1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동시 관측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해저질
조사

조사기간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시기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공간
수질
관측

조사기간 ∙대조기 일부 조시(고조/저조)
조사시기 ∙1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동시 관측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파랑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시기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저층계류를 통한 파랑 관측으로 가급적 파향정보가 생산되는 
파고계 이용

부표
추적

조사기간 ∙고조+6시간

조사시기 ∙1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GPS를 탑재한 최소 2개 이상의 부표 투하
∙바람, 파랑 영향이 작은 정온한 시기 조사

수온, 
염분조사

조사기간 ∙부유사 관측과 동일하게 시행

조사시기 ∙부유사 관측과 동일하게 시행

조사방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표 2.3.23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른 최소 평가방법 조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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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방법

조사
방법

조석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조류, 부유사 등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검교정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확인 장비 투입
∙조사 전 수조에서 장비성능 확인

조류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2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초음파 유속계를 이용한 층별조류 관측 수행
∙관측자료의 질 확보 차원에서 저층계류 권장

연속
층별
부유사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조사시기 ∙2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해당수층에 관측장비 설치 또는 음향관측기기 설치
∙음향자료 보정 및 검증을 위한 부유사 관측 병행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공간
부유사 
관측

조사기간 ∙대조기 모든 조시(창조/고조/낙조/저조)

조사시기 ∙2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동시 관측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해저질
조사

조사기간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시기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공간
수질
관측

조사기간 ∙대조기 모든 조시(창조/고조/낙조/저조)

조사시기 ∙2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관측방법 ∙다수의 조사선박을 투입하여 동시 관측

검교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전문 검교정 기관의 검교정 득한 장비 투입

파랑
관측

조사기간 ∙30일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시기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저층계류를 통한 파랑 관측으로 가급적 파향정보가 생산되는 
파고계 이용

부표
추적

조사기간 ∙고조+6시간, 저조+6시간

조사시기 ∙2계절(상동) 이상, 타 조사항목과 병행관측

조사방법
∙GPS를 탑재한 최소 2개 이상의 부표 투하
∙바람, 파랑 영향이 작은 정온한 시기 조사

수온, 
염분조사

조사기간 ∙부유사 관측과 동일하게 시행

조사시기 ∙부유사 관측과 동일하게 시행

조사방법 ∙표준공정시험법에 따른 조사수행

표 2.3.24 해상최종처리장 사업규모에 따른 최적 평가방법 조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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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사결과 제시

현황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단순 분석 결과의 제시로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관측항목별 상호 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

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대상해역의 해양물리적 특성을 4차원(공간 및 시간)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표 2.3.25).
각 조사항목별로 그림 및 표를 이용하여 관측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관측항목 및 관측정점은 연안선 및 등수심도가 나타나는 그림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

여야 하며, 관측항목, 관측장비, 관측정점 위치, 관측기간 등은 별도의 표로 표기한다. 
조사시기는 계절별로 대조기, 소조기 및 창조시, 고조시, 낙조시, 저조시로 구분하여 명

시한다.
현지 조사결과와 기존문헌 조사결과를 서로 비교 검증하고, 일부 정점, 항목 또는 계

절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조사결과는 지점별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여 해역의 

조석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조석 관측

조석 관측 성과는 조석조화분석을 통하여 조화상수, 비조화상수 표, 조위면도 등을 도

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인근해역의 장기조석관측소(국립해양조사원) 자료와 비교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에는 조석위상의 기준을 통일하여 상호 비교 분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정점별로 비교하는 진폭, 분조의 크기 스케일도 동일하게 맞추

어 분석하여야 한다.
이상 관측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도면작성 시에도 상세히 확대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류 관측

조류 정점 관측성과는 매 수층별로 분석을 하고 원시자료, 최강유속, 평균유속, 조화

상수 및 잔차류 등에 대한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통계분석을 통하

여 매 수층별 유속 계급별, 유향별 출현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잔차류는 크기와 방향

을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도면에 벡터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상 관측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도면작성 시에도 상세확대를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유사 관측

연속층별부유사 관측결과는 관측기간 동안의 부유사농도 자료에 대한 연속시계열도를 

각 정점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간별 부유사농도 시계열도는 해역의 조석, 조
류와 시간적인 변동과 함께 부유사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동시 관측된 인근 정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각 정점에

서의 부유사농도 시계열 및 최소, 최대, 평균, 편차 등의 통계분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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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조구에서 관측한 부유사농도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

여야 한다.
공간부유사 관측결과는 시간 또는 공간적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

해야 한다. 대조기, 소조기 및 창조, 고조, 낙조, 저조 등의 관측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측조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시에 따른 부유사농도변화 

파악이 가능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정점에서의 조시별 수층별 부유사 농도의 수직구조를 파악하여 층별 공간분포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조구 지역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자료는 이상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

접시간 또는 인접거리의 자료와의 변화율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자료 유무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해저질 관측

해저질 관측결과는 공간적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결과제시 시에는 해저질관측위치도와 함께 저질의 모든 입경정보(D5, D16, D50 및 

D84)에 대하여 공간분포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퇴적물 이동예측 수치모형의 입력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기물 함량, 

건조 습윤밀도 및 조성비 정보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자료는 이상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접시간 또는 

인접거리의 자료와의 변화율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자료 유무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해

야 한다.

㉲ 수질 관측

수질 관측결과는 시간 또는 공간적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대조기, 소조기 및 창조, 고조, 낙조, 저조 등의 관측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

도록 관측조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시에 따른 수질항목의 변화 파

악이 가능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정점에서의 조시별 수층별 수질항목의 수직구조를 파악하여 층별 공간분포도를 제

시하여야 한다.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자료는 이상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

접시간 또는 인접거리의 자료와의 변화율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자료 유무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파랑 관측

조사결과는 지점별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하여 해역의 

대상해역의 파랑특성 및 현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통계분석을 통하여 원시자료, 최대파고,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파향 등 전반적인 내용

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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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관측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도면작성 시에도 상세확대를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부표 추적

각 부표의 이동경로도, 시간별 이동속도 및 방향 등을 표, 그림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결과 도시 시에는 관측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측조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

다. 또한 바람에 의한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근 기상대 바람자료를 같이 표

기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수온 및 염분 관측

연속층별수온 및 염분 관측결과는 관측기간 동안의 수온 및 염분자료에 대한 연속시

계열도를 각 정점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간별 수온 및 염분 시계열도는 해

역의 수온 및 염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동시 관측된 인근 정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각 정점에

서의 수온 및 염분시계열 및 최소, 최대, 평균, 편차 등의 통계분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대조구에서 관측한 수온 및 염분시계열 자료와 비교하여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 CTD 관측 결과는 시간 또는 공간적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

해야 한다. 대조기, 소조기 및 창조, 고조, 낙조, 저조 등의 관측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측조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시에 따른 수온 및 염분변

화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정점에서의 조시별 수층별 수온 염분의 수직구조를 파악하여 층별 수온 염분의 공

간분포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자료는 이상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

접시간 또는 인접거리의 자료와의 변화율 정도를 파악하고 이상자료 유무를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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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공통

∙사업대상해역의 해양물리특성을 4차원(시 공간)적으로 기술
∙관측항목별 상호 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 제시
∙관측항목 및 관측정점은 연안선 및 등수심도가 나타나는 그림에 일목요연하
게 표시
∙단순 분석 결과의 나열은 지양

조석 관측

∙조석조화분석을 통하여 조화상수, 비조화상수, 조위면도 등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
∙인근해역의 장기조석관측소(국립해양조사원)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
를 제시(조석위상의 기준을 통일)
∙관측조위, 예측조위 및 조석잔차에 대한 그림 제시

조류 관측

∙수층별로 원시자료, 최강유속, 평균유속, 조류조화상수 및 잔차류 등에 대한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
∙통계분석을 통하여 수층별, 계급별, 유향별 유속출현율 등 제시
∙조류타원도, 조류분산도, 연속조류벡터도 등 제시
∙잔차류 분석 및 도면 제시

부유사 관측

∙정점별, 수층별 연속부유사시계열도 제시
∙부유사농도 시계열의 최소, 최대, 평균, 편차 등의 통계분석자료 제시
∙대조구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시
∙조시별 수층별 층별 부유사농도의 공간분포도 제시

해저질 관측
∙해저질관측위치도 제시
∙저질입경의 공간분포도 제시 시 모든 입경정보(D5, D16, D50 및 D84) 제시
∙유기물 함량, 건조 습윤밀도 및 조성비 정보도 함께 제시

수질 관측
∙수질 관측항목의 공간적인 최소, 최대, 평균, 편차 등의 통계분석자료 제시
∙대조구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시
∙조시별, 정점별, 수층별 수질공간분포도 제시

파랑 관측
∙통계분석을 통하여 원시자료, 최대파고, 유의파고, 유의파주기, 파향 등 전반
적인 내용을 도표와 그림으로 제시

부표 추적 ∙각 부표의 이동경로도, 시간별 이동속도 및 방향 등을 표, 그림 등으로 제시

수온 및 
염분관측

∙정점별, 수층별 연속수온시계열도 제시
∙수온시계열의 최소, 최대, 평균, 편차 등의 통계분석자료 제시
∙대조구와의 비교, 분석 결과 제시
∙조시별 수층별 층별 수온 염분의 공간분포도 제시

표 2.3.25 해양물리 현황조사 항목별 결과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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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예측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 평가하

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모델구축 단계에서부터 모델보정, 현장검증 

및 재현을 한 후 다양한 저감방안 도입 전 후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한다(그림 2.3.9, 표 2.3.26). 

그림 2.3.9 영향 예측 개요

구분 세부내용

기본원칙 ∙정량적 평가

과정 ∙과학적, 객관적, 통합적 프로세스

방향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 또는 계획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
∙해수면 상승 등 향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시간적) 실시

대상지역
범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전체를 포함하도록 설정하되, 대상해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설정
∙기후변화, 불확실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 기반
의 예측범위 선정 

방법론

∙영향 예측은 최적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며(BAS: Best Available Science), 사
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적용방법,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예측방법,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의 선정근거 명확히 제시
∙해양시스템의 통합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항목별 상호연계된 영향 예측

대책 수립
∙저감방안 도출 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대책 수립

표 2.3.26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영향 예측 가이드라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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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연안역의 통합적 프로세

스를 감안하여 항목별(해수유동, 부유사, 퇴적물이동, 수질(오염물질) 변화)로 상호 연계

하여 영향 예측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사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예측 평가하기 위해 해역의 주요 해양물리학적 변화(조석, 조류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2차 영향(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과학적, 정량

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앞서 평가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인근에 개발된 해양개발사업(매립, 항만 등)에 대한 누적영향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영향 예측과 관련된 수치모형실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검토의견으로는 모

델구축 시 고려되는 사항(계산영역, 격자크기, 수직분해능, 외력조건), 모델검증에 관한 

신뢰성, 결과제시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다.

(가)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① 예측범위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에 있어 예측범위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해수유동 변화,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변화 및 수질 확산 등의 해양물리예

측의 경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예측항목(예를 들면, 해양생태계 등)의 기초자료로

도 이용되므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측범위는 해양물리 변화 범위를 포함

하는 해양수질 변화, 생태계 변화 등의 예측 규명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능한 넓게 

선정해야 한다(표 2.3.27).

항목 세부내용

예측범위

∙해수유동, 부유사, 퇴적물이동, 수질(오염물질) 변화를 포함하고 다른 예측항목
(해양생태계 변화 등)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선정

∙사전 모델링 및 사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을 보수적으
로 판단
∙수치모형 경계조건에 의하여 예측항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

∙당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 인근에 개
발된 해양개발사업(매립, 항만 등)에 대한 누적영향 포함

표 2.3.27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예측범위

예측범위는 사전 모델링 및 사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을 보수

적으로 판단하고, 그 범위 이상에 대하여 영향 예측을 수행하여 영향여부가 비교 가능

하고, 수치모형의 경계조건에 의하여 예측항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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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범위의 설정은 누적영향, 기후변화 등의 미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영

역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해수유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델링을 구축하여 유동특성(유속 크기,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

략적인 영향범위를 산정한 후 현황조사 영역 및 예측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② 모델선정

사업특성에 따라 해수유동 변화,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변화 및 수질변화(오염물질

확산) 등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고, 사업지역에 조간대가 위치할 경우 조간대 

침수/노출(wet/dry) 모의가 가능한 모형을 선정해야 한다. 국내 외적에서 범용적으로 사

용하는 수치모형을 권장하며, 신뢰성이 입증된 모형을 선정한다(표 2.3.28). 

항목 세부내용

모델선정

∙동일 모형에 해수유동 변화,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
산) 등 예측항목 전 기능(모듈)이 포함된 모형을 선정

∙사업지역에 조간대가 위치할 경우 조간대 침수/노출(wet/dry) 모의가 가능한 모
형을 선정

∙수치확산을 최소화하는 기법 등이 적용된 모형

∙외산의 상용코드를 우선 시 하기보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전세계적으로 검
증받은 모형 선정 필요

표 2.3.28 해수유동수치모델링 모델선정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최소 5개층 이상의 3차원 수치모델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최대한 높은 수평 및 수직해상도의 격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

하다.
수치모형의 경우 실제적인 이류 확산뿐만 아니라 수치계산 시 기대하지 않은 수치확

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치확산을 최소화하는 기법 등이 적용된 모형을 선정

한다.

③ 모델구축

수치모형의 구축은 현황조사, 초기 및 경계조건 설정, 모형수행, 보정 및 검증, 결과분

석의 단계로 수행되며, 모형구축 시에는 조석 및 부유사, 수질 등의 초기조건과 경계조

건, 오염부하량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실제 현상에 가까운 조건을 입력해

야 한다(표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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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세부내용

모델구축

영역설정

∙사전 예비평가를 통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향
이 없는 지역까지 모델영역 확장
∙계산영역은 최소 대조시 1조석 주기 동안의 조류행정 거리(tidal 

excursion length)보다 크게 설정
∙누적영향평가를 고려한 모델영역 설정

계산격자망 및 
등수심도

∙원역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최신해도를 사용하고, 해상최종
처리장 조성사업 인근해역에서는 최신의 수심측량 성과 활용
∙수심측량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 반경 5㎞ 이내에서 
수심측량 실시
∙구조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대상지역 주변은 최소 

50m 이하 격자해상도 유지(사업지역 구조물 규모에 연동하여 충
분히 해상시 100m 설정 가능)
∙표층에서는 1m 이하의 연직격자해상도 유지
∙시그마 격자체계에서는 최소 5개층 이상 유지

조석 
개방경계조건 

설정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경우에는 조석, 조류와 같이 주기적인 성분
이 탁월하므로 관측 조석 자료를 필터링(조화분석 등)한 주기적
인 성분(조석조화상수) 고려

  - 최소 5개 분조(주요 4개 분조 + N2분조) 이상 권장
∙동해안과 같이 해류 풍성류 파랑류와 같은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해역에서 이러한 비조석성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측 조석자료를 
직접 경계조건으로 입력

 - 현황조사 시 모델 경계부근에서의 조석 관측 필요
∙자료동화기법 등이 적용된 신뢰성이 높은 광역모델 자료 활용 가
능. 단, 검증결과 제시

부유사 초기 
및 

개방경계조건 
설정

∙부유사 농도 초기조건은 층별공간부유사 농도분포 조사결과(공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각 층별 격자에 내삽하여 부여
∙외해경계조건은 현황조사 시 관측된 연속층별부유사 관측자료를 
내삽하여 부여
∙공간분포자료를 활용하여 외해경계에서의 부유사의 연직구배 특
성 반영

수온 염분 
초기 및 

개방경계조건 
설정

∙수온 염분초기조건은 층별공간수온 염분분포 조사결과(공간 CTD 
결과)에 근거하여 각 층별 격자에 내삽하여 부여
∙외해경계조건은 현황조사 시 관측된 연속층별수온 염분관측 자료
를 내삽하여 부여
∙공간 CTD 자료를 활용하여 외해경계에서의 수온 염분의 연직구
배 특성 반영

수평 및 
수직확산계수

∙최신기법의 수평 및 수직확산계수 산정식 적용 및 근거제시

바람응력

∙계절별 모델수행기간에 대해 실제 관측 바람자료를 적용하여 수
치모형 검증
∙최근 10년간 월별 바람자료와 금회 각 계절별 바람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계절별 월최대바람자료를 선정해 입력 시계열 구성
∙바람자료는 해상풍으로 환산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바람응
력 산정식에 대한 근거 제시

모델 수행시기 
및 기간

∙영향 예측 모형은 최소안은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
적안은 2계절(하계 및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하여 수행
∙모델 수행기간은 예측항목이 준 정상상태(quasi-steady state)에 도
달하는지를 확인
∙모델 안정화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0일 이상 예측

표 2.3.29 해수유동수치모델링 모델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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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모델 영역 설정

수치모형의 구축은 사전 예비평가를 통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향

이 없는 지역까지 모델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계산영역은 최소 대조시 1조석 주기 동안

의 조류행정 거리(tidal excursion length)보다 크게 설정한다.

㉯ 계산격자망 및 등수심도

계산격자망 및 등수심도 작성을 위해서는 현황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최신자료를 적용

해야 하며, 적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원역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해도를 사용하고, 해상최종

처리장 조성부지 인근해역에서는 최신의 수심측량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부지 인근해역에서의 수심측량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반

경 5㎞ 이내에서 수심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수치모델의 적정 격자해상도는 사업해역의 부유사, 퇴적물이동 및 수질 확산특성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민감도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사업해역에 대한 기존 연구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치모델의 수평격자 해상도는 사업지역 구조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 50m 이하의 

격자 해상도를 유지하며, 사업지역 구조물 규모에 연동하여 충분히 해상 가능할 시에는 

100m 설정도 가능하다. 수직격자해상도는 표층에서는 1m 이하의 연직격자해상도를 유

지해야 한다. 시그마 격자체계에서는 최소 5개층 이상의 격자해상도를 유지할 것을 권

장한다.

㉰ 조석 개방경계조건 설정

해수유동 모델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조석 개방경계조건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수치모형의 조석 입력자료 구축에 있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경우에는 조석, 조류와 

같이 주기적인 성분이 탁월하므로 관측 조석자료를 필터링(조화분석 등)한 주기적인 성

분(조석조화상수)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동해안과 같이 해류 풍성류 파

랑류와 같은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해역에서 이러한 비조석성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측 

조석자료를 직접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조석성분이 탁월한 서해안과 남해안 해역에서는 비조석성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

하나 가능한 많은 분조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요 4개 분조(M2, S2, K1, O1)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다 엄밀한 해수유동 재현을 위하여 최소 5개 분조(주요 4개 분조+N2 
분조) 이상을 권장한다.
동해안과 같이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해역에서는 관측 조석을 직접 경계조건으로 부여

하여 비조석성분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황조사 시 모델 경계부근에서의 조

석 관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상 모델 경계는 남측, 북측 및 동측에 외해경

계를 구성하게 되며, 개방경계에 관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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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결과와 남 북 연안역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치를 입력할 수 있다. 
단, 광역모델은 자료동화기법 등이 적용되어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적용

된 광역모델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부유사 초기 및 개방경계조건 설정

부유사 초기조건은 층별공간 부유사 농도 분포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각 층별 격자에 

내삽하여 부여해야 한다. 공간부유사 농도 조사결과가 수치모델의 부유사 초기조건 설

정 시 내삽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관측점 간의 내삽을 위한 최소거리를 유

지하여 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외해경계는 현황조사 시 관측된 연속층별 부유사 관측 자료를 내삽하여 부여한다. 외

해경계에서는 수치모델에서 구성한 수직격자 각 층에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델 외해경계 위치(또는 모델 경계위치에 인접한 정점)에서의 공간부유사 농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위치에서의 연직구배 특성을 반영하여 입력해야 한다.

㉲ 수온 염분 초기 및 개방경계조건 설정

수온 염분 초기조건은 층별 공간수온 염분 분포 조사결과(공간 CTD 결과)에 근거하여 

각 층별 격자에 내삽하여 부여해야 한다. 공간 CTD 조사결과가 수치모델의 수온 염분 

초기조건 설정 시 내삽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각 관측점 간의 내삽을 위한 최

소거리를 유지하여 관측을 실시해야 한다.
외해경계는 현황조사 시 관측된 연속층별 수온 염분관측 자료를 내삽하여 부여한다. 

외해경계에서는 수치모델에서 구성한 수직격자 각 층에서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델 외해경계 위치(또는 모델 경계위치에 인접한 정점)에서의 공간 CTD 자료를 활용하

여 해당 위치에서의 수온 염분의 연직구배 특성을 반영하여 입력해야 한다.
외해에서 연속층별 수온 염분관측 자료를 획득함에 있어 파랑 및 어로활동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측장비 유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외해경계에서의 현황조사자

료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석 경계자료 설정에서 활용한 방법(자료동화기법이 적

용된 광역모델 결과)을 적용하여 외해경계의 수온 염분을 설정할 수도 있으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그 사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평 및 수직확산 계수

일반적인 확산모형의 경우 수치모형 상에서 격자크기, 유속 등과의 관계식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확산 계수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수평 및 

수직확산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식이 수치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

신기법의 수평 및 수직확산 계수 산정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

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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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응력

계절별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 대상해역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 바람응력의 

고려는 필수적이며, 계절별 모델수행 기간에 대해 실제 관측 바람자료를 적용하여 수치

모형을 검증하여야 한다.
바람응력 고려 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 월별 바람자

료와 금회 각 계절별 바람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계절별 월최대 바람자료를 선정해 입력 

시계열을 구성한다. 바람자료는 해상풍으로 환산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하며, 바람응력 

산정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델 수행시기 및 기간

영향 예측 모델은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

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모델 수행기간은 예측항목

이 준 정상상태(quasi-steady state)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모델 안정화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30일 이상 예측하여야 한다.

④ 모델검증

조석 및 조류에 대한 검증은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주기적인 성분이 우세한 해역

에서는 조화분석 등의 기법을 통하여 필터링된 관측값과 모델값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동해안과 같이 비주기적인 성분 즉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해역에서는 필터링되지 않은 

실제 관측값과 모델값을 비교하여야 한다. 조류의 경우에는 잔차류(특정 시간 동안의 평

균값)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여야 한다. 앞서 모델구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안에서

는 각 계절별 실제 관측조위를 개방경계조건으로 설정하여, 실제 관측 바람장 하에서 

관측조위, 유속, 유향 및 관측부유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표 2.3.30).
부유사 검증은 모든 정점에 대하여 관측값과 모델값을 시계열 형태로 비교하여 제시

하고, 각 계절별로 관측값과 모델값의 일대일 대응(1 to 1) 그래프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계절별 부유사농도의 검증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RMS 오차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항목 구분 세부내용

모델검증

조석 및 
조류검증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주기적인 성분이 우세한 해역에서는 조화
분석 등의 기법을 통하여 필터링된 관측값과 모델값을 비교하여 검증
∙동해안과 같이 비주기적인 성분 즉 비조석성분이 탁월한 해역에서는 
필터링되지 않은 실제 관측값과 모델값을 비교
∙잔차류(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값)에 대한 비교를 수행

부유사
검증

∙모든 정점에 대하여 관측값과 모델값을 시계열 형태로 비교하여 제시
∙각 계절별로 관측값과 모델값의 일대일 대응(1 to 1) 그래프를 작성
∙각 계절별 부유사농도의 검증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RMS 오차 등을 산출하여 제시

표 2.3.30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모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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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제시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전 후의 대/소조기 고 저조 분포도 

및 그 변화 정도(변화량 및 변화율)를 숫자, 등치선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소조

기 창/낙조류도(최강유속 및 평균유속 분포) 및 그 변화 정도(변화량 및 변화율)를 숫자, 
등치선으로 제시하여야 한다(표 2.3.31).

항목 구분 세부내용

결과제시

조석
∙고조위 및 저조위 분포도 제시
∙각 분조별 조석도 제시
∙해상최종처리장 사업에 따른 고 저조위 변화량 제시

조류

∙최강 창조류 및 낙조류도 제시
∙조시별 해수유동 벡터도 제시
∙최강유속 분포도 제시
∙잔차류 분포도 제시

표 2.3.31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결과제시

㉮ 조위

조위에 대한 모델 결과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조위 및 저조위 분포도를 제시한다.
  • 각 분조별 조석도를 제시한다.
  • 해상최종처리장 사업에 따른 고 저조위 변화량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고 저조위 분포도 및 조석도를 통하여 해수유동 수치모델의 재현

성 등을 정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석도를 통하여 해역의 해수유동 특성을 파

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 조류

해수유동 수치모델에 대한 조류 결과 제시는 다음과 같다.
  • 최강 창조류 및 낙조류도를 제시한다.
  • 조시별 해수유동 벡터도를 제시한다.
  • 최강유속 분포도를 제시한다.
  • 잔차류 분포도를 제시한다.

최강 창 낙조류도를 통하여 해역의 해황특성을 파악하고 모델의 재현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해황특성과 모델의 재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조기 1시간 간

격(또는 2, 3시간) 해수유동 벡터도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잔차류 벡터도를 제시함으로써 해역의 평균적인 물질수송(부유사 확산양상)에 대

한 개략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부유사 확산예측 및 퇴적물이동 확산 수치모델의 해수유

동장 제공을 위한 해수유동 모델이라면 특히나 잔차류에 대한 결과 제시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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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사 확산 및 수질 변화(오염물질확산) 예측의 경우는 잔차류의 크기 및 방향에 따

라 확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 예측 모델링 전에 개략적인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링

① 개요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 및 저감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영역구축, 모델구축 및 검증방안을 해역별 특

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시 구체적인 작성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② 모델선정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예측 수치모델 선정방안은 해역

별로 적용 가능한 수치모델에 대한 기준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해의 

해양환경 특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영향 예측 수치모델별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해역특성에 맞는 수치모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치모델 선정 시 기본적으로 사업 및 평가의 목적을 파악하고 해역특성을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모델은 다음에 제시한 최소기준을 만족해

야 한다. 수치모델의 선정 시 주요 기준안은 표 2.3.32와 같다.

항목 세부내용

모델선정

∙순환 및 확산모델의 연계성 유무 확인

∙수평격자의 가변격자 허용여부 또는 곡면격자 사용여부 확인

∙수평 수직점성계수 및 확산계수 계산의 다양한 옵션제공 유무 확인

∙부유사의 침강, 재부유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선정

∙저질의 공간적 특성 고려 가능 모형

∙개방경계조건 설정의 다양한 기능제공 유무 확인

∙해역별 특성에 따른 모델 선정(조간대 모의 가능 모델)

∙퇴적물이동에 따른 수심변화 갱신 가능 모형

∙외산의 상용코드를 우선 시 하기 보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검
증받은 모형 선정 필요

표 2.3.32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링 모델선정

전술한 모든 기능을 포함한 수치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자는 대상해

역의 특성, 해상최종처리장의 영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많은 기능들이 포함

된 수치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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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및 확산모델의 연계성 유무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수치실험을 위해서는 대상해역을 

포함하는 모델링 전체 영역에 대한 해수유동장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에서 영향 예측에 

적용되고 있는 수치모델들은 대부분 순환(해수유동)과 확산모델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몇몇 모델들은 해수유동모델을 통하여 해당영역의 평균적인 해수유동장을 재현

한 후, 이를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 예측모델에 제공하여 

모델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 수평격자의 가변격자 허용여부 또는 곡면격자 사용여부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실험들은 해상최종처리

장의 구조물의 크기 등을 감안하고 수치모델의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50m 내외의 격자

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조밀한 계산격자망을 모델영역 전체에 대해 

구성할 경우 과도한 계산시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상최종처리장 부근에서는 조밀한 격자를, 해상최종처

리장과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성긴 격자를 사용함으로써 계산시간에 대한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치모델이 가변격자 또는 곡면격자체계의 적용이 가능해

야 한다.

㉰ 수평 수직 점성계수 및 확산계수 계산의 다양한 옵션 제공 유무

수치모델에서 확산은 수평과 수직, 점성계수(viscosity)와 확산계수(diffusivity)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또 운동량 확산과 물질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량 확산은 유속

이 확산되는 것을, 물질 확산은 부유사, 수질 및 수온 염분 등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방향 확산은 대부분의 모델들이 Smagorinsky식을 적용하며, 수직방향 확산은 

Meller-Yamada의 난류종결모델(turbulence closer scheme)을 적용한다. 수직방향 확산은 

Meller-Yamada의 난류종결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된 식들이 발표되

고 있다. 수직확산계수는 관측이 어려운 반면, 적용 계수값에 따라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 수치확산 최소화기법 적용 유무

수치모델링 시 계산기법에 따라 수치확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는 실제적

인 현상이 아닌 수치계산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기법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질보전방정식의 이류항을 전방차분(upwind-difference)으로 해석하면 안정적인 결과를 

주고 음의 농도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수치확산(numerical diffusion)이 과도

하게 발생하고 공간적으로는 1차의 낮은 정확도를 갖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앙차분법

(centered-difference)으로 계산하면 2차의 정확도를 갖지만 농도 경사가 큰 해역에서는 불

안정한 결과를 보이고 음의 농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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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PDATA 기법이 개발되어 다수의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 MPDATA 
기법은 1차의 정확도를 갖는 전방차분법을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와 수치확산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 공간에 대하여 적어도 2차의 정확도를 가지며, 
시간에 대하여 최대 3차, 공간에 대하여 최대 5차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델수행자가 의도하지 않고 수치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산을 억제시키

는 기법이 적용된 수치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

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의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부유사의 침강, 재부유 등의 영향 고려 유무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예측 수치실험에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부유사는 해수유동에 의하여 이류, 확산되어 간다. 이때 부유사의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유사는 침강하거나 재부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

유사는 입경에 따라 침강속도가 결정되어 침강하게 되나 유속이 일정 속도 이상에 다다

르면 재부유하게 된다. 이러한 부유사의 거동은 확산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만이 보다 정량적이 확산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부유사가 바닥에 가라앉아 퇴적되었을 경우에도 유속이 일정속도에 다다르면 

재부유할 수 있도록 침식한계 전단응력, 퇴적한계 전단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수치

모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저질의 공간적 특성 고려 여부

해양에서의 저질은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저질

관측을 통하여 얻어진 저질입경 정보는 수치모델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퇴

적물이동 예측 수치모형의 결과값을 좌우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과거의 수치모형들은 해저질의 입경분포를 공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단일의 대푯

값으로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최신모형들은 이러한 공간분포

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저질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수치모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 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변화 갱신 기능 여부

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변화 갱신 기능의 여부는 최근 들어 관심을 가지는 기능으로 

구조물 건설로 인하여 과도한 수심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그 변화된 수심에 의해서 조

석, 조류 등이 다시 피드백(feedback)되어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최근 개발되는 모형부터 적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적용된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남겨두며, 향후의 모델선택에서는 중요한 선택인자로 

고려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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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경계 조건 설정의 다양한 기능제공 유무

수치모델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방경계 조건(수위, 부유사, 수온, 염분 등)을 설

정하는 방법은 수위의 경우 조석조화상수 값을 입력하여 실험하는 경우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수위관측 자료(실시간 수위관측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 남해안의 경우는 조석성분이 탁월하여 조석조화상수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해안의 경우에는 조석성분 뿐만 아니라 잔차성분의 크기도 커서 조석조화상수값의 입

력만으로는 실제 해역의 수위 변동을 정확도 높게 산출할 수 없다. 즉 수치모델에서도 

실시간 수위 관측자료의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이 포함

된 수치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외

해경계 조건의 설정이 가능한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현상태의 재현 및 예측모델의 신뢰

도를 향상시킨다.

㉶ 해역별 특징에 따른 모델 선정

연안에서 발생되는 물질이동,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확산(오염물질확산) 등
의 영향인자는 기본적으로 해수유동이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각 해역별 특징에 

따른 모델 선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은 조석에 의한 영향보다 계절적 해류, 바람에 의한 풍성류, 연안에 영향을 미

치는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에 의한 연안류 등 다양한 외력에 의해 복잡한 해수흐름 

양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동해안의 경우는 조석 및 비조석성분(잔차성분)을 고

려하여 수치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해안은 조석의 영향이 커서 해역 전체에 걸쳐 

조간대가 넓게 분포할 수 있다. 서해안의 경우는 반드시 조간대 처리기법이 적용된 수

치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남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내만에서 조석의 영향이 지배적이지

만, 조석의 크기는 서해안 보다 작게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 평균적인 해류가 존재할 수 

있다. 남해의 경우 조간대 처리기법이 적용된 수치모델을 선정해야 하며, 조간대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필요치 않을 수 있다.

③ 모델구축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영향인

자(흐름, 부유사, 퇴적물이동 및 수질 등)의 변화를 일괄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범용모델

을 사용해야 되며, 다양한 모델 입력자료(지형, 수심, 부유사, 하천유입, 수온, 염분) 및 

경계조건(조석성분, 비조석성분) 그리고 조간대 모의가 가능하고 다양한 격자를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모델을 선정해서 실험을 해야 한다(표 2.3.33). 
모델구축 시 모델의 특성, 영향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3차원 격자체계(수평 

및 수직)를 구성하여야 한다. 계산영역도 외력조건, 사업의 규모 및 영향범위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모델 입력자료(지형, 수심, 조석, 부유사, 하천 유입, 수온, 염분 등)는 최신자료를 이용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문헌/관측)를 제시한다. 모델 수행기간은 평가항목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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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의 시간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모델수립 시 사업특성별 평가요소, 대상해역별 

적용외력을 고려한다.
수치모델의 구축과정은 수치모델의 선정, 대상영역 설정, 격자망 구성, 개방경계 및 

초기조건 설정, 수치모델의 보정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항목 세부내용

대상영역 
설정

∙해수유동 수치모형과 동일한 영역 유지

격자망 및 
격자수심 
작성

∙해수유동 수치모형과 동일한 체계 유지

실험안 설정

∙계절별 해황특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2계절(하계, 동계) 실험을 수행한 
후 그 영향을 중첩하여 평가
∙인근지역에서 준설, 매립 등 연안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중복영향 검토

경계조건 
설정

∙경계조건은 수위, 부유사, 수온 염분, 파랑 경계조건 등이 있음
∙서해안, 남해안에서는 관측자료를 필터링하여 입력하고 동해안에서는 관측 원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 
설정

∙모델에 입력되는 상수값의 결정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해
야 하며, 관측자료나 모델의 보정실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단순 해외사례, 타 지역에서 사용한 예를 근거로 제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대
상 지역의 해역특성을 재현함에 타당함을 근거로 제시

표 2.3.33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링 모델구축

㉮ 대상영역 설정

기본적으로 해수유동변화에서부터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

산)예측 모델이 모두 연계되어 하나의 모델에서 모듈화되어 운영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대상영역은 기존 해수유동예측 수치모형과 동일한 영역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격자망 및 격자수심 작성

격자망 및 격자수심의 작성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기존 해수유동예측 수치모형과 동

일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실험안 설정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의 영향범위 산출은 계절별 

해황특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2계절(하계, 동계) 실험을 수행한 후 그 영향을 중

첩하여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실험안 선정 시 대상해역의 해황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실험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인근지역에 준설, 매립 등 연안개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중복영향도 검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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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조건 설정

영향 예측 수치모델에서 경계조건은 수위, 부유사농도, 수온 염분, 하천 및 파랑 경계

조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경계조건의 설정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해안, 
남해안에서는 관측자료를 필터링하여 입력하고 동해안에서는 관측 원시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위 경계조건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외해경계 면에서 연안쪽에서는 관측을 수행하

고, 외해쪽에서의 추정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해쪽에서의 추정치는 광역

모델에서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 설정

수치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상수값을 입력하게 되며, 이러한 각종 상수

값들은 수치모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즉 상수값의 결정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모델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상수값으로는 수평 및 수직 점성계수, 확산계수, 침강

속도, 침식한계전단응력, 퇴적한계전단응력, 바닥마찰계수 등이 있다. 이러한 상수값의 

결정은 관측자료나 모델의 보정실험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 해외사례나 타 지역에서 사용한 예를 근거로 제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대상지

역의 해역특성을 재현함에 타당함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모델검증

㉮ 검증기준

수치모델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근사과정(Approximation)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

현상을 100% 완벽히 재현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향 예측 시 대상사업, 영향

인자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선정 수립한 수치모델은 대상해역의 목적하는 자연현상을 

재현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수립된 수치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보정 및 검증 과정은 수치모델 결과의 신뢰수

준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보정 및 검증에 사용되는 관측자료는 기존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용하며,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항목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대표

성을 갖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표 2.3.34).

㉯ 필수 검증항목 

ⓐ 조석

조석에 대한 모델 검증방법은 먼저 관측 조위와 모델로 계산된 조위 시계열을 비교하

고, RMS 오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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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Observed
Model  Observed  × 

Error  Model  Observed

제시된 관측치 및 모델치 조위 비교를 통하여 해수유동 수치모델의 재현성 등을 정성

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석도를 통하여 해역의 해수유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

우 유용하다.

ⓑ 조류

조류에 대한 모델 검증방법은 조석과 동일하다. 다만, 잔차류에 대한 검증결과(유속, 
유향)를 제시하여야 한다.

항목 구분 세부내용

모델
검증

검증
기준

∙대상해역의 목적하는 자연현상을 재현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수립된 수치모델의 신뢰성을 확보
∙보정 및 검증에 사용되는 관측자료는 기존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
보하여 적용
∙대상사업에서 관측한 자료를 최우선으로 하며, 기존자료 이용 시 최신, 장기
간 자료 우선
∙기존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며, 대상해역의 지형이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 관측 실시

필수
검증
항목

조석,
조류

∙관측치와 모델로 계산된 조위 시계열 비교 및 검증
∙관측치와 모델치를 비교하여 RMS 오차 제시

    ARE  Observed
Model  Observed  × 

Error  Model  Observed

부유사
∙관측부유사와 모델치 시계열을 비교 및 검증
∙관측부유사와 모델치를 비교하여 RMS 오차 제시

퇴적물
이동

∙사업대상지역 인근에서 관측된 과거 수심자료로 부터의 비교 검토
를 통하여 퇴적물 이동량 또는 퇴적률을 검증하여야 함(필요시 과
거 자료가 있는 곳에서 현장관측 수행 필요)
∙정량적인 퇴적률의 검증이 어려울 때에는 상세한 등심선의 변화를 
검토, 제시할 필요 있음

표 2.3.34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링 모델검증

ⓒ 부유사

부유사에 대한 모델 검증방법은 관측부유사 농도와 모델치 시계열을 비교 및 검증하

고, RMS 오차를 제시한다.
제시된 관측치 및 모델치 부유사 농도 비교를 통하여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주변

해역의 부유사 거동, 확산 재현성 등을 정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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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물이동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 인근지역에서 관측된 과거 수심자료로부터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퇴적물 이동량 또는 퇴적률을 검증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지구 부근에 과거 수

심관측자료가 있다면 검증을 위해 수심관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량적인 퇴적률의 검증이 어려울 때에는 상세한 등심선의 변화를 검토하여 정성적인 

패턴으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결과제시 및 평가서 작성방안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 시, 자료조사, 모델선정, 모델수립, 모델

보정 및 검증을 마친 수치모델을 통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영향정도 및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과 해역별 특성에 따라 예측인자별 예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표 2.3.35).

항목 세부내용

부유사 확산 
범위

∙계절별, 조시별 부유사농도 확산범위, 최대 부유사농도 확산범위 등을 제시
∙부유사 농도에 대한 단면분포도를 각 조시(창/고/낙/저조)별, 최대확산범위에 
대하여 제시
∙최대 부유사농도 확산범위는 최소안은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
적안은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계절별 누적영
향을 포함, 최대확산범위를 산정

퇴적물이동 범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침퇴적 변화량 제시
∙각 계절별로 침퇴적 변화량을 제시하고 연간 최대침퇴적변화 공간분포를 제시

수질확산
(오염물질)

범위

∙계절별, 조시별 수질항목(오염물질: COD, T-N, T-P) 확산범위, 최대 수질항
목 확산범위 등을 제시
∙수질항목 농도에 대한 단면분포도를 각 조시(창/고/낙/저조)별, 최대확산범위
에 대하여 제시
∙최대 수질항목 확산범위는 최소안은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안은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계절별 누적영향
을 포함, 최대확산범위를 산정

표 2.3.35 부유사 확산, 퇴적물이동 및 수질변화(오염물질확산)예측 수치모델링 결과제시

㉮ 부유사 확산 범위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시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범위 결과는 조시별 부유사 농도공간

분포, 계절별 부유사 농도 확산범위, 최대 부유사 농도 확산범위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조시별 부유사 농도 공간분포는 부유사 농도의 거동 및 확산특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

하다. 또한 계절별 부유사 농도확산 범위의 제시는 계절별 특성을 상호 비교하기에 용

이하며, 이러한 계절별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부유사 농도 확산범위가 도출된다. 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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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농도 확산범위는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

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계절별 누적영향을 

포함, 최대확산범위를 산정한다.

㉯ 퇴적물이동 범위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시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주변해역의 공간적인 침 퇴적 변화량

(변화율)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각 계절별로 침 퇴적 변화량을 제시하고 연간 

최대침퇴적변화 공간분포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질확산(오염물질) 범위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완료후 운영 시에 유출되는 오염물질(COD, T-N, T-P)로 인한 수

질변화 확산범위 결과는 조시별 수질항목 농도 공간분포, 계절별 수질항목 농도 확산범

위, 최대 수질항목 농도 확산범위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최대수질항목농도 확산범위는 최소 평가방법에서는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 평가방법에서는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계절별 누적

영향을 포함, 최대확산범위를 산정한다.

(3) 저감방안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실험안(최소 3개안 이상)을 구성하고 그 저감효율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표 

2.3.36). 
저감방안의 결과제시는 각 실험안에 대한 저감 전과 후를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세부적으로 영향인자의 공간범위 및 영향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실험안 선정
∙다양한 저감방안에 대한 실험안을 설정하고 저감방안 도입 전 후에 대한 영향을 
예측 평가
∙최소 3개안 이상을 검토하여 저감효율 및 대안을 제시

결과제시

∙각 실험안에 대한 저감 전과 후를 비교하여 결과 제시
∙최소안은 1계절(하계 또는 동계 포함) 이상, 최적안은 2계절(하계, 동계 포함) 이
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 계절별 누적영향을 포함, 최대확산범위 산정
∙각 수층별, 계절별 및 최대 영향범위 공간분포를 기존 현재안과 비교하여 상세
히 제시

표 2.3.36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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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제1절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1. 연구 개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며 그 성상도 다양해져 폐기물 처리 및 적정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점차 커져가

고 있다.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

경기초시설임과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

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폐기물매립지의 입지선정 

및 설치에는 많은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매립지의 사용연한이 임박한 지자체에서는 신규 매립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입시선정 평가 단계에서부

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규 매립부지 확보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상 최종처

리시설에 대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상 최종처리는 육해상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폐기물을 해상에 최종 매립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직 국내 시공 사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해상최종처리장 국내 도

입을 위한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

이다.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 수립 절차에 따라 총 3개년(2016~2018년)간 연구가 진행중

에 있다. 2단계인 당해연도에는 해상 최종처리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고 본격적

인 사업화 추진를 위한 정책적 판단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 상세 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을 예측하여 각 권역별 해상 최종

처리장 조성시 요구되는 시설용량을 검토하였으며, 권역별 후보지에 대한 적지평가를 

통해 신규 매립시설 확보가 시급한 권역과 대량의 매립수요가 발생하는 권역을 대상으

로 최적 후보지 선정 및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아울

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상최종처리장 조성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

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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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마스터플랜 수립 절차

2. 폐기물 수요 예측

가.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6년간(2000~2015년) 환경부에

서 발생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국내 평균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평균 331,597.4톤으로 조사기간내 꾸준한 증가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가정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41,602.4톤으로 

12.5%,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289,995.0톤으로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분

류에 따른 평균 폐기물 발생량의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8.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7.0%, 가정생활폐기물 12.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4% 순으로 나타났다.

(a) 발생량 (b) 발생율

그림 3.1.2 연별(2000~2015년)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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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폐기물 종류별 발생 비율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 서울, 경북 순으로 많으며, 이들 3개 시 도가 국내 전

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40.1%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생활폐기물의 전국 1일 평균 발생

량 41,602.4톤 중 48.2%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 사업장폐기물의 전국 1일 평균 발생량 289,995.0톤 중 39.2%가 경기, 경북, 서울 순

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전국 1일 발생량 122,649.2톤 중 50.1%가 

경북, 전남, 충남 순의 3개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전국 1일 발생량 

159,378.3톤 중 45.4%가 경기, 서울,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림 3.1.4 지역별 평균 폐기물 발생량(2000~2015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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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한 방법은 재활용으로, 지난 16년간 평균 재활용률은 

80.0%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 평균 매립률은 2000년대 초반 20.0% 전
후의 처리율을 나타내다 점차 감소하여 2010년 이후에는 10%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지
난 16년간 연평균 매립률은 약 11.9% 이다. 나머지 처리 방법 중 소각, 해양처리, 기타 

처리방법의 연평균 처리율은 각각 5.7%, 1.9%, 0.4%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a) 처리량 (b) 처리율

그림 3.1.5 연별(2000~2015년)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추이

그림 3.1.6 폐기물 종류별 발생 비율

나.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결정 등 폐기물관리 중, 장기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선

행되어야 할 것이 발생량 및 성상의 예측이며 그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경향법(trend법) : 과거 5년 이상의 처리실적 경향을 가지고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



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 157

∘다중회귀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 : 하나의 수식으로 여러 가지 인자들의 효과

를 총괄적으로 나타내어 복잡한 시스템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동적 모사모델(Dynamic simulation model) : 경향법과 다중회귀모델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 모든 인자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각 영

향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경향법과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발

생량을 예측하였다. 분석시 활용된 주요 자료로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통
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제공 자료이다. 단, 지정폐기물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

물 발생량의 약 3.3%, 매립률은 발생 총량의 0.6%에 불과하여 분석시 제외하였다.

그림 3.1.7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절차

(1)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장래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조성법에 의한 장래 인구 추정치와 과거 10년간 발생

원단위 추이 분석자료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장래 인구 추정은 조성법을 

적용하였다. 성 및 연령별 인구조성 표본(2016년 자료)을 설정하고, [연령별 출산율], [성 

및 연령별 지역간 이동율], [성 및 연령별 생존율], [사망률], [외국인 비율] 등을 반영하

여 장래 인구조성의 자연적 변화추이를 산출하였다. 단, [사회적 증가 인구]는 장래 개발

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효과는 불확실성이 크고 지역간 이동율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계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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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절차

(2)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

장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정시에는 2010년 이후의 발생량 추세를 근거로 장래 발

생량을 예측하는 다중회귀모델과 경향법 중 선형 및 로그법 추세를 적용하였다. 다중회

귀모델 적용시 종속변수로는 과거 폐기물 발생량을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GRDP, 경제성장율, 제조업 비중, 건설업 비중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9 사업장폐기물 예측 절차 및 독립변수

(3) 장래 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 추산

전술된 절차에 따라 예측된 장래 패기물 발생량 중 해상 최종처리장 반입량과 지자체

별 매립시설 잔여용량 평가를 위한 매립량은 가정생활폐기물의 소각재 발생량과 안정화

된 무기성폐기물(건설폐기물) 매립량 추정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가정생활폐기물의 소각률은 재활용 및 음식물을 제외한 양이 소각되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각 시도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반영하였다. 단 제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최근 5년간 성상별 평균값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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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의 매립량은 2014년 전국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토대로 평균 바닥재 

발생률(14.8%)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직매립량의 경우 불연성 폐기물(생활폐기물) 및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반영(배출시설계 및 건설폐기물)하였다.
다음은 주요 시도별 장래 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 추정치를 도시한 것으로 폐기물 발

생량은 인천, 울산,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
기물 매립량은 서울, 경기 지역은 상승 추세, 그 외 지역은 점차 감소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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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부산

(c) 대구 (d) 인천

(e) 광주 (f) 대전

(g) 울산 (h) 세종

(i) 경기 (j) 강원

그림 3.1.10 시도별 장래 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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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충북 (l) 충남

(m) 전북 (n) 전남

(o) 경북 (p) 경남

(q) 제주

그림 3.1.10 (계속)

(4) 육상 매립시설 운영 완료시기 평가 및 해상최종처리장 시설용량 산정

시도별로 운영중인 매립지의 운영 완료시기는 운영중인 매립지의 잔여매립가능량에서 

매년 산정된 폐기물 매립량(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 안정화된 무기성폐기

물(건설폐기물))을 차감하여 산술적으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소

요 용량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매립량을 산출하였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 인
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지역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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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토하였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지 않는 경기도 내 7개 시군(용인, 이천, 안
성, 여주, 연천, 가평, 양평)의 폐기물 발생량(경기도 폐기물 발생량의 17.0% 차지)은 검

토시 제외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운영중인 매립시설은 총 287개소이며, 잔여 매립가능율은 47.4% 

가량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매립시설은 총 225개소(잔여용량 52.5%)이
며, 자가처리업체 30개(잔여용량 33.4%), 최종처분업체 32개(잔여용량 35.4%) 이다.

그림 3.1.11 지방자치단체 운영 매립시설 현황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의 운영 완료시기를 검토한 결과, 충청권의 세종특별자치시, 충
청북도,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울산광역시의 매립시설은 2030년 전후로 운영 완료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외 시도는 충분한 매립용량이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3.1.12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 운영 완료시기

시도별 폐기물 매립량 추정치를 토대로 6개 권역별(1차년도 지정)의 향후 해상 최종처

리장 조성시 소요용량을 산정한 결과, 수도권이 연간 150만m3 내외로 가장 많고 그 외 

권역은 50만m3 이내의 매립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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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권역별 해상 최종처리장 시설용량         

(단위 : 만m3)

권역

연도

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남해서부권 남해중부권 부산권

연
매립량

누적
용량

연
매립량

누적
용량

연
매립량

누적
용량

연
매립량

누적
용량

연
매립량

누적
용량

연
매립량

누
적용량

2020 155 155 43 43 14 14 20 20 24 24 17
(47) 

17 
(47)

2025 155 929 41 252 13 81 19 116 22 140 17 
(45)

102
(278) 

2030 155 1,704 39 452 13 148 19 210 22 250 17 
(44)

186 
(502)

2035 153 2,472 37 640 13 213 18 302 21 358 16 
(43)

268 
(720)

2040 148 3,223 35 818 13 277 18 391 21 462 
15 

(41)
346 

(929)

2045 143 3,948 33 986 12 338 17 477 20 563 14 
(39)

420 
(1,128)

주) 괄호( )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동부권의 매립량
수도권매립지 연간 매립량 : 316만m3(2014년 기준)

그림 3.1.13 권역별 20년간(2026~2045년) 운영시 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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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적지 평가

가. 권역별 후보지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입지 후보지는 6개 권역 총 28개 후보지로, 1차년도 연

구 수행시 검토된 20개소 후보지에 신규로 8개소의 후보지를 추가 지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림 3.1.14 권역별 후보지(6개권역 28개 후보지)

(1) 수도권역

(가) 영종도 북측1, 2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통한 육로수송이 가능하며 기존 수도권매립지 집수구역에서 접

근성이 높다. 영종도 투기장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며, 항계선 내측에 위치하고 있어 개

발에 유리하다. 영종도-투기장 간 수로 차단 등으로 주변 해양생태환경 및 지형변화 가

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매립 가능용량이 작으며 전 지역이 연약층으로 차수호안 건

설을 위해 지반개량 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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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영종도 북측 후보지

(나) 영종도 남측

접근성이 우수하고 육상운송을 통한 직접 투기 가능하다. 장기간 발생되는 수도권역

의 폐기물 수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통해 연계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해안선 변화로 인근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하늘도시, 국제업무지역 등과 인접해 있고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

고 있어 민원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그림 3.1.16 영종도 남측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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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렴도(영종도 남측) 해상

영종도 및 무의도 연계 도서로 개발이 가능하며, 수도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

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중 차수호안 구조를 택할 경우 외곽에 준설토투기장과 연계 

개발하여 신규 투기장 확보가 가능하다. 영종도-무의도간 통수단면적 축소에 따른 주변

해역 유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해양생태환경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 

지역이 연약층으로 차수호안 건설을 위해 지반개량 시행으로 공사비가 증가 및 육로 수

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운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림 3.1.17 사렴도 해상 후보지

(라) 인천신항

이중 차수호안 구조를 채택하여 서해중부권역 광역준설토 투기장 후보지(확장구역 포

함)를 해상최종처리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대규모 매립장 조성이 가능해 장기간 발생

하는 수도권역의 폐기물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항계선 내측에 위치하여 개발이 용이하

고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경기남부 및 인천지역은 육로수송이 가능하나 서울 및 경

기 북부지역은 장거리 육상 운송이 불가피함에 따라 별도의 반입기지 조성을 통해 해상

운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근에 송도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이격될 수 있는 평면배치안 검토가 요구되며, 항만개발

계획 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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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인천신항 후보지

(마) 장봉도

매립 가능용량이 작고 연약층 지반으로 지반개량 시행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육로 

수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운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수간만

의 차가 큰 지역으로 해상운송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진입항로의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필

요하다. 

그림 3.1.19 장봉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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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도

매립 가능용량이 작고 지역이 연약층으로 지반개량 시행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육로 

수송이 불가능함에 따라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종도를 통한 육상 운송시 해상운송거리 단축이 가능하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으로 

해상운송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진입항로의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필요하다. 

그림 3.1.20 신도 후보지

(사) 대부도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경기 북부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은 반입기지 조성을 통해 해상운송을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양레저 및 

휴양 단지가 발달되어 있고,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 지
반이 연약층으로 지반개량 시행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와 해안선 변화에 따른 주변 해양

생태환경 및 조간대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3.1.21 대부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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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흥도

육상운송이 가능하나,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장거리 운송으로 운송비 부담 크며 서울, 
경기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져 반입기지 조성 및 해상운송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근에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높고, 연악지반 처리를 위한 

지반개량 시행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3.1.22 영흥도 후보지

(자) 자월도

인천해역 남부 도서지역으로 접근성이 낮고 해상운송 체계 구축 및 장거리 해상운송

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매우 크다. 매립 가능용량이 작고 해안선 변화에 따른 주변 해

양생태환경 및 조간대 지형변화가 예상된다. 해양외력의 영향이 큰 해역에 위치하고 있

어 충분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3 자월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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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풍도

서울, 경기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해상운송 체계 구축 및 장거리 해상운송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매우 크다. 매립 가능용량이 작고 섬을 중심으로 어장이 분포하고 

있어 개발 시 민원발생 우려가 높다. 해양외력의 영향이 큰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

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4 풍도 후보지

(2) 충청권역

(가) 내파수도

주민 밀집지역, 어장 및 보호구역과 이격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 낮은 장점

이 있으나 해양외력의 영향이 매우 큰(설계파고 5.9m)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구

조물 안정성 확보 및 월파량 저감을 위해 호안 마루높이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매립 

가능용량이 매우 작고, 해상운송 체계 구축 및 장거리 해상운송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크다.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천연 몽돌 해변이 약 200m
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입지 지정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그림 3.1.25 내파수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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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가도

천수만 내측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외력이 약해 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며, 충분

한 매립용량 확보가 가능해 충청권역에서 발생되는 발생량의 장기간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양식 어장이 분포하고 있어 민원발생에 취약하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

정되어 있어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진다. 해상운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보령신항 인근

에 반입기지를 조성할 경우 해상 운송거리가 왕복 20km 이내로 짧은 장점이 있다.

그림 3.1.26 오가도 후보지

(다) 보령신항

보령신항 개발예정지 북측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벗어난 항만권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육상 운송을 통한 매립이 가능하다. 해양외력(설계파고 1.50m)이 

약해 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며, 충분한 매립용량 확보가 가능해 충청권역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매립이 가능하다. 어업권은 후보지 북측으로 마을 어업권

이 9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항계선 내측을 제외한 천수만 해역이 대부분 수자원보호구

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

하며, 항만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3.1.27 보령신항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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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산방조제

서산방조제 외측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육상 운송을 통한 매립이 가능하며 충분한 매

립용량 확보로 충청권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매립이 가능하다. 해양외

력(설계파고 1.60m)이 약해 구조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나, 방조제 담수 방류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다수의 어장 분포로 입

지 지정시 민원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그림 3.1.28 서산방조제 후보지

(3) 전북권역

(가) 개야도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전북권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매

립이 가능하다. 해양외력의 영향이 큰(설계파고 4.60m) 해역으로 충분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월파량 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해상 운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섬을 중심

으로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에 우려가 높으며, 후보지 남측과 북측

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유부도 갯뻘 및 서천 서면갯뻘이 위치하고 있어 입지 지정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그림 3.1.29 개야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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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경도

횡경도는 고군산 군도에 속한 무인도로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해양외

력의 영향이 큰(설계파고 4.00m) 해역으로 충분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월파량 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해상 운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양식어업 및 낚시 관광객이 모

여드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특정 도서 제

107호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림 3.1.30 횡경도 후보지

(다) 새만금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확장성이 우수하고 해양외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안전한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육로 수송이접근

성이 뛰어나며 전북권역내 육로 수송이 가능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입지 

후보지 남측으로 신시 이미 관광레져용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는 생태환경

용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개발시 개발계획 조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 필

요하다. 장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시설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주

변 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31 새만금 방조제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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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만금신항

새만금신항에 계획된 2단계 광역준설토 투기장 남측안벽에 접하도록 조성하는 방안으

로 항계선 내측에 위치하여 개발이 용이하고 충분한 매립용량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장래 확장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 새만금 방조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내 집

수구역에 포함되는 시 군에서 육로를 통한 운반 및 매립처분이 매우 용이하다. 개발시 

항만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

그림 3.1.32 새만금신항 후보지

(4) 남해서부권역

(가) 구례도

다수의 섬으로 차폐되어 해양외력의 영향은 적으나, 개발시 만내로 유출입하는 수로

의 통수단면 축소로 인해 조류속 변화 및 해양생태환경과 지형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육상 반입기지 조성 등 해상 운송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하나 해상 운반거리가 
1km 내외로 매우 짧아 운반비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매립 가능용량이 작아 권역내 

발생량 수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호안 증고를 통해 매립용량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3.1.33 구례도 후보지



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 175

(나) 외달도

외해에 인공섬으로 조성하는 방안임에도 해양외력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권역내 발생 폐기물을 장

기간 동안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장래 확장성 또한 우수하다. 인공섬으로 조성함에 따

라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연약지반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지반개량 시공이 필수적이다. 통수단면 축소로 인한 조류속 변화로 인근 해양생태환경 

및 지형변화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에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

가 높다.

그림 3.1.34 외달도 후보지

(5) 남해중부권역

(가) 창선도

만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외력의 영향이 적으며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권역내 발생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장래 확장성 또한 우수하다.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삼천포항 인근에 반입기지를 조성할 

경우 원활한 해상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근에 양식어업이 크게 발달되

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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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창선도 후보지

(나) 남해도

만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외력의 영향이 적으며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권역내 발생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장래 확장성 또한 우수하다.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인근에 130개소 이상의 대규모 양식

어업권이 인가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그림 3.1.36 남해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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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기도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권역내 발생 폐기물을 장기간 동안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섬을 중심으로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가 높다.

그림 3.1.37 향기도 후보지

(라) 난초섬

하동항 남측에 위치한 난초섬과 행기섬을 연결해 소규모로 조성하는 안으로 육상 반

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만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외력의 영향은 

크지 않아 안정적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림 3.1.38 난초섬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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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막만

가막만 내측의 금죽도와 소죽도를 연결해 조성하는 안으로 매립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해상 운반거리가 길어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섬을 중심으로 대규모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그림 3.1.39 가막만 후보지

(6) 부산권역

(가) 가덕도

충분한 매립용량 확보가 가능한 후보지로 부산권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의 장기간 매립

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매립지 사용연한 도래시기가 임박한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경남

동부권의 반입량까지 매립이 가능하다. 확장성 또한 유리하며, 항만권역내 위치하고 있

어 향후 부산항 메가포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육상운송이 가능하나 진입도로 정비가 필요하며, 대규모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어 

개발시 민원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해양외력의 영향이 큰(설계파고 6.80m) 해역으

로 충분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월파량 저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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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가덕도 후보지

(나) 중죽도

거가대교 해상부 시점인 중죽도에 조성하는 방안으로 매립 가능용량이 작고 확장성도 

다소 불리하다. 육상 반입기지 등 해상 운송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거가대교를 통한 진

입도로 개설시 육상투기도 가능하다. 

그림 3.1.41 중죽도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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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보지 우선순위 평가

해상최종처리장의 입지 후보지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1차년도에 수립된 평가지표 

및 AHP 분석을 통해 결정된 평가지표별 가중치 자료를 활용하여 6개 권역내 28개 후보

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참여연구원을 비롯해 국내 및 국

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AHP 설문 실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적 조건, 환경적 조건, 경제적 조건

으로 구성된 3개 대분류 아래, 13개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대상자 응답결과,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가 0.1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분류 항목의 우선순위는 환경적 조건(0.434), 사회적 조건(0.352), 경제적 조건(0.214)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부 평가지표의 경우, 해양생태도(0.169), 보호구역과 이격거리

(0.118)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입지선정시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2 평가지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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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평가지표별 가중치

대분류 평가지표 가중치 우선순위

사회적
조건

(0.353)

이해당사자와
갈등방지

(0.579)

주거지와 이격거리 0.061 8

어장, 양식장 등 분포 0.095 3

관련 지자체 및 주민 수 0.048 12

대체매립지
확보의 시급성

(0.421)

육상 매립지 사용연한 0.075 5

수용 폐기물 발생량 및 증감 추이 0.074 6

환경적
조건

(0.434)

해양생태도
(0.662)

해양생태도 0.169 1

보호구역 이격거리 0.118 2

해양지질
밀 물리환경

(0.338)

지반조건(불투수층) 0.060 9

재해 안정성 0.060 10

수심조건 0.027 13

경제적
조건

(0.198)

공사비 0.068 7

육상 운송거리(집수구역-반입기지) 0.058 11

해상 운송거리(반입기지-해상처리장) 0.087 4

그림 3.1.43 평가지표별 가중치 순위

우선순위 재평가 결과, 28개 후보지 중 충청권역 입지후보지인 내파수도의 우선순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파수도 후보지는 어업권 및 보호구역, 주거 밀집지

역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으며,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무인도이다. 또
한 충청권역내 포함된 충북, 충남, 세종시 등의 육상 매립지 사용연한이 2025~203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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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해양외력의 영향

이 매우 큰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 가능용량이 작은 단점이 있다. 또한 장거리 해

상운송에 따른 운송비 부담이 크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천연 몽돌 해변이 조성

되어 있어 입지 지정시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역의 인천신항, 전북권역의 새만금신항 등 항만구역내 후보지의 경우 항계선 

내측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며, 충분한 매립용량 확보가 가능하고 확장성이 우

수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만개발계

획에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후보지는 수도권역의 경우 인천신항(2.376), 충청권역

은 내파수도(2.417), 전북권역 새만금신항(2.372), 남해서부권역 외달도(2.028), 남해중부권

역 창선도(1.859), 부산권역은 가덕도(1.968)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 권역 중 매립지 사용연한 도래가 임박한 충청권역과 전북권역, 그

리고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매립수요가 예상되는 수도권

역 및 부산권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선정된 대상 권역별 입지 후

보지는 AHP 평가결과 우선선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인천신항, 내파수도, 새만금신항, 
가덕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3 입지 후보지 평가 결과

순위 후보지명 권역 평가 순위 후보지명 권역 평가

1 내파수도 충청권 2.417 15 풍도 수도권 1.855

2 인천신항 수도권 2.376 16 구례도 남해서 1.825

3 새만금신항 전북권 2.372 17 향기도 남해중 1.775

4 영종도 북측-북 수도권 2.336 18 남해도 남해중 1.775

5 새만금매립지 전북권 2.224 19 오가도 충청권 1.738

6 외달도 남해서 2.028 20 신도 수도권 1.619

7 영종도 북측-남 수도권 2.024 21 가막만 남해중 1.591

8 영종도 남측(사렴도) 수도권 2.002 22 자월도 수도권 1.579

9 가덕도 부산권 1.968 23 서산방조제 충청권 1.563

10 보령신항 충청권 1.958 24 대부도 수도권 1.563

11 개야도 전북권 1.958 25 장봉도 수도권 1.562

12 중죽도 부산권 1.952 26 난초섬 남해중 1.551

13 횡경도 전북권 1.908 27 영종도 수도권 1.520

14 창선도 남해중 1.859 28 영흥도 수도권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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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수도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그림 3.1.45 충청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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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전북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그림 3.1.47 남해서부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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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남해중부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그림 3.1.49 부산권역 후보지별 우선순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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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계획 수립

가. 수도권역

(1) 폐기물 매립용량 산정

해상 최종처리장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 인허가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

여 장래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 및 운영 시점을 2026년으로 가정하고 조성 후 20년간 운

영시 소요되는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시설용량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안정화된 무기

성폐기물(생활계, 건설폐기물)을 해상에 최종 매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하였으며, 
수중에 매립을 실시하는 해상 최종처리장의 특성상 복토량은 제외하였다. 단, 최종복토

량의 경우 전체 매립량에 비해 그 양이 크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도권역의 시설용량은 3,018.6만으로 6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시

설용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3.1.4 수도권역 연별 매립량

연도 연별 매립량(만m3) 누적 매립량(만m3)

2026 +1 155.2 155.2 

2027 +2 155.2 310.4 

2028 +3 155.1 465.5 

2029 +4 154.9 620.4 

2030 +5 154.7 775.0 

2031 +6 154.4 929.4 

2032 +7 154.1 1,083.5 

2033 +8 153.6 1,237.2 

2034 +9 153.1 1,390.3 

2035 +10 152.5 1,542.8 

2036 +11 151.9 1,694.7 

2037 +12 151.1 1,845.8 

2038 +13 150.2 1,996.0 

2039 +14 149.3 2,145.4 

2040 +15 148.3 2,293.7 

2041 +16 147.3 2,441.0 

2042 +17 146.2 2,587.2 

2043 +18 145.0 2,732.2 

2044 +19 143.8 2,876.1 

2045 +20 142.6 3,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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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검토

(가) 평면계획 수립

후보지역의 지형 및 수리현상, 폐기물 매립용량, 주변세력, 항로 등을 고려하여 최적

의 평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도권역 폐기물 발생량(3,018.6만㎥) 수용이 가능한 면적

으로 항계선 내측에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신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예정지 내에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을 계획하여 준설토 

투기장 호안으로 외력을 차단하고 인천 제1항로 인근에 100m의 접안시설을 별도로 배

치함으로써 폐기물 해상운반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1.50 인천신항 평면배치계획

(나) 호안형식 검토

호안의 단면형식은 대상지역의 지반특성과 이용조건, 시공조건 및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형식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지반여건은 인근자료를 참

고하였으나, 향후 상세설계시 지반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반여건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래 준설토투기장 호안이 파랑에 의한 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외력보다는 

차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단면형식을 구상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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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면형식 비교

표 3.1.5 인천신항 폐기물 해상처리장 호안 단면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단면도

구조형식 스틸파이프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마루높이 DL(+)14.00 DL(+)14.00

차수공법 Sheet Pile 차수시트+DCM(심층혼합처리공법)

단면특성

ㆍ공종이 단순하고 시공성이 양호하여 
경제성 유리
ㆍ시트파일에 의한 차수효과 우수
ㆍ지반여건에 따라 파일 항타시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약지반일 경
우 대규모 지반개량 필요

ㆍDCM공법으로 지반개량을 하여 지반
의 차수효과 우수

ㆍ공종이 복잡하고 유지보수 불리
ㆍ준설선, 해상크레인 등 대형장비 투입 

필요
ㆍ별도의 케이슨 제작장 필요
ㆍ지반개량에 따른 경제성 불리

공사비
(m당) 50백만원 137백만원

선정 ◎

선정사유
ㆍ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제1안인 스틸파이프 시트파일식을 
선정

주) 파랑, 수심, 지반조사 등에 의해 단면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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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안단면 선정

그림 3.1.51 호안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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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상반입기지 계획

폐기물 해상처리장 후보지가 수도권 남측인 인천신항 준설토투기장 후보지 내로 계획

됨에 따라 서울권 및 수도권 북측의 폐기물의 육상운송은 상당한 거리가 소요되므로 해

상운송에 필요한 육상반입기지를 계획하였다.
경인항 반입기지 예정지는 경인항 항계내에 있으며 항로 준설이 불필요하고 배후 인

프라가 양호하여 아라뱃길을 통한 수도권북부지역의 폐기물 운송이 용이하므로 경인항

에 육상반입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3.1.52 수도권 육상반입기지(경인항) 위치도

(라) 해상운송비 산정

국내 해상운반비 산정은 2017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17년 6월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시 약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인선으

로 운송될 바지선의 톤급별, 거리별 운반비용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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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국내 바지선 해상운반비 산정

           거리

바지선
5km 10km 15km 20km

1,500톤
(750㎥)

1,575,000원
(2,100원/㎥)

2,325,000원
(3,100원/㎥)

3,075,000원
(4,100원/㎥)

3,900,000원
(5,200원/㎥)

2,000톤
(1,000㎥)

2,000,000원
(2,000원/㎥)

2,900,000원
(2,900원/㎥)

3,800,000원
(3,800원/㎥)

4,700,000원
(4,700원/㎥)

3,000톤
(1,500㎥)

3,300,000원
(2,200원/㎥)

4,950,000원
(3,300원/㎥)

6,600,000원
(4,400원/㎥)

8,250,000원
(5,500원/㎥)

주) 해상운송비는 2,000톤(1,000㎥)급 바지선을 적용하였으며, 경인항에서 인천신항 폐기물 해상처리장까지 
거리는 약 25km로 운송비는 5,600천원/회로 산정함

(마) 반입계획 수립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폐기물은 아라뱃길 등을 통하여 경인항 육상반입기지로 

운송후 해상(바지선)으로 해상처리장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수도권 남측의 폐기

물은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하여 육상으로 직접 해상처리장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으며 운송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53 수도권 폐기물 운송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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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리수위 설정 및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① 관리수위 설정

해상최종처리장의 내부는 보유수를 남긴 채 일정 수위로 유지 관리되는데 반해 외해 

수위는 조수에 의한 승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보유수 수위를 어느 수

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조위변동에 따른 내외 수압차를 줄여 

차수호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상강우 및 월파에 의한 보유수 누출 방지를 위해 적정 

수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림 3.1.54 조위변동에 따른 수압변화

해상 최종처리장은 보유수 누출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관리수위는 가능한 낮게 삭망평

균저조위(L.W.L) 부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호안 안정성 측면과 강우에 의한 영향으

로 처분장 내 수위는 평균해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Adachi, Kazumi, 2014).
남해안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조차를 보이는 해역으로 평균해면 수준으로 설정하더

라도 내외부 수위차가 크지 않아 수압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조차가 큰 

서해안의 경우 관리수위 설정에 따라 구조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조위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요코하마에 조성된 미나미혼모쿠 

해상 최종처분장과 같은 이중호안 형식의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인천신항은 광역준설토 투기장 예정지 내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외곽호

안이 존재하는 이중호안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조차가 큰 해역임에도 외해 조

위 승강에 따른 호안 내외부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변화를 저감시켜 제체를 보다 안정적

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신항 입지 후보지의 내부 관리수위는 평균해면으로 유지하도록 설정하고자 

하며, 다만 향후 수위변화에 따른 호안 구조물 안정성은 보다 엄밀한 해석해 도출 과정

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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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일본 해면처분장 관리수위 설정

표 3.1.7 국내-일본(해상 최종처분장 조성 위치)의 조위면 비교

한국
조위면 (m)

일본
조위면 (m)

M.S.L A.H.H.W M.S.L A.H.H.W

인천 4.635 9.27 도쿄 1.527 3.054

보령 3.818 7.636 요코하마 2.155 4.311

군산 3.623 7.246 오사카 2.172 4.345

목포 2.43 4.86 고베 1.852 3.704

여수 1.81 3.62 오키나와 1.762 3.525

부산(가덕도) 0.953 1.906 미카와 1.329 2.659

②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보유수 등 계획처리수량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량, 강수량 및 증발산량, 
기초지반에서의 침투수량, 월파량 등을 고려해 설정하게 된다(권오순 등, 2012). 계획 강

우량은 평균강우, 5년 확률강우, 과거 최대강우 등이 이용되며, 해상최종처리장의 사용

기간, 이상 강우시 대응방법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계획강우량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강수량과 폐기물 매립처분에 따른 제외 수량만을 활용하여 수처

리시설 용량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호안 마루높이는 월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계획처리수량 산출시 고려하지 않았으며, 표면유출수량 및 증발수량의 

경우에는 차년도 시범사업지 설계단계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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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여기서,  : 계획 강수량 ()

 : 월파수량 ()

 : 표면유출수량 ()

 : 증발수량 ()

 : 폐기물의 매립처분에 따른 제외 수량 ()

인천신항 후보지의 일 강우량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관측 최대강우량은 기상청 

관측자료이며, 확률강우량은 국토교통부 한국확률강우량정보를 활용하였다.

표 3.1.8 인천신항 후보지 일 강우량

권 역
일 강우량(mm)

관측소
관측 최대 5년 확률 20년 확률 30년 확률

수도권
347.5

(1922-08-22)
205.1 285.2 309.3 인천

인천신항 후보지의 연간 평균 매립량과 일평균 매립량은 다음과 같다.

표 3.1.9 인천신항 후보지 일평균 매립량

권 역
소각재 + 무기성 폐기물

비고
연간 평균 매립량(만) 일평균 매립량()

수도권 150.9 4,135.1

계획처리수량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만을 배제하는 경우와 강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경우로 산정하였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은 1일 평균 매립량

과 동일한 4,135.1이며, 5년 확률의 강우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373,583.6로 90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즉, 강우시 차폐된 해상 최종처리장내 수위 상승량은 약 

20cm에 불과하나 관리수위를 평균해면으로 유지하기 위한 처리수량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수처리시설 도입비용 및 운영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

로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신항 후보지의 계획처리수량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만으로 

설정하고 강우시 유입유량은 유수지 설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천신항 후보지의 수처리시설용량은 일평균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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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량에 10% 가량 여유 처리량을 더하여 4,600로 산정하였다. 아울러 후술되

는 부산권역, 충청권역, 전북권역의 계획처리수량 또한 인천신항 후보지와 동일한 방식

을 적용하여 계획처리수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표 3.1.10 인천신항 후보지 계획처리수량

권 역
1일 계획처리수량()

비고
일평균 매립량 배제시 일평균 매립량+강수량 배제시

수도권 4,135.1
373,583.6
(5년 확률강우 고려)

(3) 사업비 산출 및 공정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총사업비는 조사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및 보상비를 모두 합한 비용으로 산출하였으

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보상비 항목은 금번 사업비 산정시 미포

함 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반영토록 한다.
공사비 산정시 자재별 단가는 인근 설계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방법과 표준품셈

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처리 시설은 침출수 처리장 공사비를 참조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일본 고베반입

기지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비는 지반조사와 수심 및 지형측량 등으로 지반조사는 1공당 400만원 100m간격

으로 적용하고 수심 및 지형측량은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품셈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

의 1.4배)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책임감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는 전면 책임감리 

요율 중 호안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공종 또는 보통의 공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폐기

물 차수공법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공종의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후환경조사는 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로 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산출은 호

안단면비교 2개안에 대하여 모두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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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대비 산출

표 3.1.11 인천신항 부대비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시트파일식) 2안(케이슨식)

책임감리비 9,428 18,299 ㆍ요율(1안:3.08%, 2안:2.23%)

설계VE 100 100

사전재해영향검토 55 55

환경영향평가 1,400 1,400

수치모형실험 200 200

해상교통안전진단 300 300

해역이용협의 100 100

에너지이용계획 200 200

도시계획 200 200

사후환경영향조사 3,250 3,250 ㆍ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

합계 15,233 24,104

(다) 총사업비 산출

표 3.1.12 인천신항 총사업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시트파일식) 2안(케이슨식)

조사비 298 298 ㆍ지반조사, 수심 및 지형측량 등

설계비 11,657 30,588 ㆍ요율(1안:2.72%, 2안:2.67%)

공사비 306,116 818,973

보상비 - -

부대비 15,233 24,104 ㆍ부대비(직접경비) 산출 참조

수처리시설 22,757 22,757

육상반입기지 43,907 43,907

총사업비 399,968 940,627

(라)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기간은 조사 및 설계가간 1년과 공사기간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공사시작 시 제작장으로 건설하여 공사기간동안 사용하고 마지막 년도에 상부 육상반입

기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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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안(스틸파이프 시트파일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13 1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
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11,955
11,955

2. 시설부대경비 15,233
5,805 1,886 1,886 1,886 1,886 1,886

3. 호안공사 306,116
61,223 61,223 61,223 61,223 61,223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43,907
26,344 17,563

5. 투자사업비 17,760 89,453 63,109 63,109 81,314 85,223 399,968

② 2안(케이슨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14 2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
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30,886
30,886

2. 시설부대경비 24,104
5,805 3,660 3,660 3,660 3,660 3,660

3. 호안공사 818,973163,79
5

163,79
5

163,79
5

163,79
5

163,79
5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43,907
26,344 17,563

5.투자사업비 36,691 193,799 167,454 167,454 185,660 189,569 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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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청권역

(1) 폐기물 매립용량 산정

장래 20년간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안정화된 무기성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는 

충청권역 해상 최종처리장의 시설용량은 734.6만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3.1.15 충청권역 연별 매립량

연도 연별 매립량(만m3) 누적 매립량(만m3)

2026 +1 40.6 40.6 

2027 +2 40.3 80.9 

2028 +3 40.0 120.8 

2029 +4 39.7 160.5 

2030 +5 39.4 199.9 

2031 +6 38.8 238.7 

2032 +7 38.3 277.0 

2033 +8 37.8 314.8 

2034 +9 37.3 352.1 

2035 +10 36.7 388.8 

2036 +11 36.3 425.1 

2037 +12 35.9 461.0 

2038 +13 35.5 496.4 

2039 +14 35.0 531.4 

2040 +15 34.6 566.0 

2041 +16 34.3 600.3 

2042 +17 34.0 634.3 

2043 +18 33.7 668.0 

2044 +19 33.4 701.5 

2045 +20 33.2 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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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검토

(가) 평면계획 수립

후보지역의 지형 및 수리현상, 수심, 폐기물 매립용량, 주변세력, 항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면계획을 수립하였하였다.
내파수도와 연계하여 파랑 등 외력의 영향이 작은 구역에 해상최종처리장을 계획하여 

폐기물 해상운반선의 접 이안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1.56 내파수도 평면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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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안형식 검토

호안의 단면형식은 대상지역의 지반특성과 이용조건, 시공조건 및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형식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지반여건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f.kr) 의 자료에서 대상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반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 지반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반여건 적용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피복재 중량검토는 허드슨식, 다니모토식 등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검토를 수행

하나 금번 검토는 대상지역 및 구역에 대한 상세한 파랑산출 결과가 없는 개략적인 검

토이므로 허드슨 공식을 이용하여 파랑에 대한 피복재 중량을 산정하여 단면계획에 적

용하였다.

① 단면형식 비교

표 3.1.16 내파수도 폐기물 해상처리장 호안 단면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단면도

구조형식 사석경사 +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마루높이 DL(+)15.50 DL(+)15.50
피복재 피복재 20ton급 적용 피복재 20ton급 적용

단면특성

ㆍ공종이 단순하고 시공성이 양호하여 

경제성 유리

ㆍ시트파일에 의한 차수효과 우수

ㆍ지반여건에 따라 파일 항타시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약지반일 경

우 대규모 지반개량 필요

ㆍ반사파 저검효과 우수

ㆍDCM공법으로 지반개량을 하여 지반

의 차수효과 우수

ㆍ공종이 복잡하고 유지보수 불리

ㆍ대형장비 투입 필요

ㆍ별도의 케이슨 제작장 필요

ㆍ지반개량에 따른 경제성 불리

ㆍ직립식 구조로 별도 안벽설치 불필요

공사비
(m당) 83백만원 93백만원

선정 ◎

선정사유 ㆍ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제1안인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을 선정

 주) 파랑, 수심, 지반조사 등에 의해 단면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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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안단면 선정

그림 3.1.57 호안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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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상반입기지 계획

폐기물 해상처리장 후보지가 외해인 내파수도로 계획됨에 따라 해상운송에 필요한 육

상반입기지를 계획하였으며, 해상처리 후보지와 근거리에 있으며 파랑 및 수심여건이 

양호하고 육상진입이 용이한 보령항 관리부두 예정지에 육상반입기지를 건설하는 것으

로 계획하였다.

그림 3.1.58 충청권 육상반입기지(보령항 관리부두 예정지) 위치도

(라) 해상운송비 산정

국내 해상운반비 산정은 인천신항 후보지의 국내 바지선 해상운반비 산정과 같으며, 
해상운송비는 2,000톤(1,000㎥)급 바지선을 적용하여 보령항 육상반입기지에서 내파수도 

폐기물 해상처리장까지 거리는 약 30km로 운송비는 6,500천원/회로 산정되었다.

(마) 반입계획 수립

충청권 내의 폐기물은 각 시도에서 육로로 보령항 육상반입기지로 운송 후 해상(바지

선)으로 해상처리장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송경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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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충청권 폐기물 운송경로

(바) 관리수위 설정 및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① 관리수위 설정

내파수도의 내부 관리수위는 평균해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약최고고조기시 조차가 

6.88m임 감안할 때 고조기시 내외부 수위차는 최대 3.44m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일본의 

평균적인 조차보다 1m 가량 높은 수준으로 호안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면 설

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내파수도 후보지의 차수호안은 사석경사식 차수호안(외부)과 시

트파일(내부)을 조합하여 이중 차수를 통해 내부 보유수 및 폐기물 유출이 차단하고 내

외부 수위차에 따른 압력변화에 대응해 제체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추후 수위변화에 따른 호안 구조물 안정성은 보다 엄밀한 해석해 도출 과정을 통한 검

토가 필요하다.

②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내파수도 후보지의 일 강우량과 연간 평균 매립량 및 일평균 매립량을 다음 표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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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내파수도 후보지 일 강우량

권 역
일 강우량(mm)

관측소
관측 최대 5년 확률 20년 확률 30년 확률

충청권
341.5

(1995-08-25)
194.2 267.3 288.0 보령

표 3.1.18 내파수도 후보지 일평균 매립량

권 역
소각재 + 무기성 폐기물

비고
연간 평균 매립량(만) 일평균 매립량()

충청권 36.7 1,006.4

계획처리수량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만을 배제하는 경우와 강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경우로 산정하였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은 1일 평균 매립량

과 동일한 1,006.4이며, 5년 확률의 강우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32,585.5로 크

게 증가하게 된다. 
내파수도 후보지의 수처리시설용량은 일평균 폐기물 매립용량에 10% 가량 여유 처리

량을 더한 1,200로 산정하고,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수처리시설 도입비용 및 

운영비 경감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외된 강우시 유입유량은 유수

지 설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표 3.1.19 내파수도 후보지 계획처리수량

권 역
1일 계획처리수량()

비고
일평균 매립량 배제시 일평균 매립량+강수량 배제시

충청권 1,006.4
32,585.5
(5년 확률강우 고려)

(3) 사업비 산출 및 공정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총사업비는 조사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및 보상비를 모두 합한 비용으로 산출하였으

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보상비 항목은 금번 사업비 산정시 미포

함 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반영토록 한다.
공사비 산정시 자재별 단가는 인근 설계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방법과 표준품셈

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처리 시설은 침출수 처리장 공사비를 참조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일본 고베반입

기지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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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는 지반조사와 수심 및 지형측량 등으로 지반조사는 1공당 400만원 100m간격

으로 적용하고 수심 및 지형측량은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품셈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

의 1.4배)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책임감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는 전면 책임감리 

요율 중 호안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공종 또는 보통의 공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폐기

물 차수공법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공종의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후환경조사는 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로 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산출은 호

안단면비교 2개안에 대하여 모두 산정하였다.

(나) 부대비 산출

표 3.1.20 내파수도 부대비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시트파일식) 2안(케이슨식)

책임감리비 4,268 4,570 ㆍ요율(1안:4.55%, 2안:4.43%)
설계VE 100 100

사전재해영향검토 25 25
환경영향평가 1,400 1,400
수치모형실험 200 200

해상교통안전진단 300 300
해역이용협의 100 100
에너지이용계획 200 200

도시계획 200 200
사후환경영향조사 3,250 3,250 ㆍ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

합계 10,043 10,345

(다) 총사업비 산출

표 3.1.21 내파수도 총사업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사석+파일식) 2안(케이슨식)

조사비 98 98 ㆍ지반조사, 수심 및 지형측량 등

설계비 3,677 4,030 ㆍ요율(1안:2.80%, 2안:2.79%)

공사비 93,797 103,169

보상비 - -

부대비 10,043 10,345 ㆍ부대비(직접경비) 산출 참조

수처리시설 22,757 22,757

육상반입기지 43,907 43,907

총사업비 174,279 18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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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기간은 조사 및 설계가간 1년과 공사기간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공사시작시 제작장으로 건설하여 공사기간동안 사용하고 마지막 년도에 상부 육상반입

기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① 1안(사석경사+시트파일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22 1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3,775
3,775

2. 시설부대경비 10,043
5,775 854 854 854 854 854

3. 호안공사 93,797
18,759 18,759 18,759 18,759 18,759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43,907
26,344 17,563

5. 투자사업비 9,550 45,957 19,613 19,613 37,819 41,727 174,279

② 2안(케이슨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23 2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4,128
4,128

2. 시설부대경비 10,345
5,775 914 914 914 914 914

3. 호안공사 103,169
20,634 20,634 20,634 20,634 20,634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43,907
26,344 17,563

5. 투자사업비 9,903 47,892 21,548 21,548 39,753 43,662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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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북권역

(1) 폐기물 매립용량 산정

장래 20년간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안정화된 무기성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전북권역 해상 최종처리장의 시설용량은 257.4만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3.1.24 전북권역 연별 매립량

연도 연별 매립량(만m3) 누적 매립량(만m3)

2026 +1 13.4 13.4 

2027 +2 13.4 26.8 

2028 +3 13.3 40.1 

2029 +4 13.3 53.4 

2030 +5 13.3 66.7 

2031 +6 13.2 79.9 

2032 +7 13.2 93.1 

2033 +8 13.1 106.2 

2034 +9 13.1 119.3 

2035 +10 13.0 132.3 

2036 +11 12.9 145.2 

2037 +12 12.8 158.0 

2038 +13 12.8 170.8 

2039 +14 12.7 183.5 

2040 +15 12.6 196.0 

2041 +16 12.5 208.5 

2042 +17 12.4 220.9 

2043 +18 12.3 233.1 

2044 +19 12.2 245.3 

2045 +20 12.1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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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검토

(가) 평면계획 수립

후보지역의 지형 및 수리현상, 수심, 폐기물 매립용량, 주변세력, 항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북권역 폐기물 발생량(257.4만㎥) 수용이 가능하며 

확장성이 유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신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투기장 호안에 붙여서 계획함으로써 

육상진입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1.60 새만금신항 평면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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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안형식 검토

호안의 단면형식은 대상지역의 지반특성과 이용조건, 시공조건 및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형식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의 호안단면은 전국 광역준설

토 투기장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설계된 호안단면 및 지반여건을 참고하여 단면형

상을 구상하고, 인근 시설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향후 친수시설 등의 도입이 용이

하도록 단면을 계획하였으며 호안단면의 m당 공사비는 89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그림 3.1.61 호안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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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상반입기지 계획

폐기물 해상처리장 후보지가 새만금신항 배후의 준설토 투기장계획과 연결되게 계획

하여 새만금신항 개발시 새만금 방조제와 새만금신항 항만부지가 교량으로 연결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육상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육상반입기자는 건

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라) 반입계획 수립

전북권 내의 폐기물은 각 시도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거쳐 육로

로 해상처리장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송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62 전북권 폐기물 운송경로

(마) 관리수위 설정 및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① 관리수위 설정

새만금신항 후보지의 내부 관리수위는 평균해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약최고고조기시 

조차가 6.85m임 감안할 때 고조기시 내외부 수위차는 최대 3.43m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일본의 평균적인 조차보다 1m 가량 높은 수준으로 호안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면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새만금신항 후보지의 차수호안은 사석경사식 차수호안(외
부)과 시트파일(내부)을 조합하여 이중 차수를 통해 내부 보유수 및 폐기물 유출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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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내외부 수위차에 따른 압력변화에 대응해 제체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추후 수위변화에 따른 호안 구조물 안정성은 보다 엄밀한 해석해 도출 과정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새만금신항 후보지의 일 강우량과 연간 평균 매립량 및 일평균 매립량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3.1.25 새만금신항 후보지 일 강우량

권 역
일 강우량(mm)

관측소
관측 최대 5년 확률 20년 확률 30년 확률

전북권
310.0

(2000-08-26)
171.0 230.7 248.6 군산

표 3.1.26 새만금신항 후보지 일평균 매립량

권 역
소각재 + 무기성 폐기물

비고
연간 평균 매립량(만) 일평균 매립량()

전북권 12.9 352.5

계획처리수량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만을 배제하는 경우와 강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경우로 산정하였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은 1일 평균 매립량

과 동일한 352.5이며, 5년 확률의 강우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94,402.5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새만금신항 후보지의 수처리시설용량은 일평균 폐기물 매립용량에 10% 가량 여유 처

리량을 더한 400로 산정하고,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수처리시설 도입비용 및 

운영비 경감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외된 강우시 유입유량은 유수

지 설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표 3.1.27 새만금신항 후보지 계획처리수량

권 역
1일 계획처리수량()

비고
일평균 매립량 배제시 일평균 매립량+강수량 배제시

전북권 352.5
94,402.5
(5년 확률강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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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산출 및 공정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총사업비는 조사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및 보상비를 모두 합한 비용으로 산출하였으

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보상비 항목은 금번 사업비 산정시 미포

함 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반영토록 한다.
공사비 산정시 자재별 단가는 인근 설계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방법과 표준품셈

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처리 시설은 침출수 처리장 공사비를 참조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일본 고베반입

기지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비는 지반조사와 수심 및 지형측량 등으로 지반조사는 1공당 400만원 100m간격

으로 적용하고 수심 및 지형측량은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품셈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

의 1.4배)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책임감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는 전면 책임감리 

요율 중 호안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공종 또는 보통의 공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폐기

물 차수공법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공종의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후환경조사는 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로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나) 부대비 산출

표 3.1.28 새만금신항 부대비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책임감리비 11,515 ㆍ요율 : 2.84%

설계VE 100

사전재해영향검토 40

환경영향평가 1,400

수치모형실험 200

해상교통안전진단 300

해역이용협의 100

에너지이용계획 200

도시계획 200

사후환경영향조사 3,250 ㆍ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

합 계 1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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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사업비 산출

표 3.1.29 새만금신항 총사업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조사비 250 ㆍ지반조사, 수심 및 지형측량 등

설계비 15,383 ㆍ요율 : 2.71%

공사비 405,464

보상비 -

부대비 17,305 ㆍ부대비(직접경비) 산출 참조

수처리시설 22,757

육상반입기지 -

총사업비 461,159

(라)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기간은 조사 및 설계가간 1년과 공사기간 5년으로 계획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1.30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
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15,633
15,633

2. 시설부대경비 17,305
5,790 2,303 2,303 2,303 2,303 2,303

3. 호안공사 405,464
81,093 81,093 81,093 81,093 81,093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

5. 투자사업비 21,423 83,396 83,396 83,396 101,601 87,947 4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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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권역

(1) 폐기물 매립용량 산정

장래 20년간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안정화된 무기성폐기물 발생량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권역 해상 최종처리장의 시설용량은 317.9만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여기

에 울산, 경남 동부권의 발생량을 포함하는 경우 849.7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31 부산권역 연별 매립량

연도 연별 매립량(만m3) 누적 매립량(만m3)

2026 +1 16.9 (45.3) 16.9 (45.3) 

2027 +2 16.9 (45.1) 33.8 (90.4) 

2028 +3 16.8 (44.9) 50.6 (135.3) 

2029 +4 16.7 (44.7) 67.3 (179.9) 

2030 +5 16.6 (44.4) 83.9 (224.4) 

2031 +6 16.6 (44.2) 100.5 (268.5) 

2032 +7 16.5 (43.9) 116.9 (312.4) 

2033 +8 16.4 (43.6) 133.3 (356.1) 

2034 +9 16.2 (43.3) 149.5 (399.3) 

2035 +10 16.1 (42.9) 165.6 (442.2) 

2036 +11 16.0 (42.5) 181.6 (484.8) 

2037 +12 15.8 (42.1) 197.4 (526.9) 

2038 +13 15.7 (41.7) 213.1 (568.7) 

2039 +14 15.5 (41.3) 228.5 (609.9) 

2040 +15 15.3 (40.9) 243.9 (650.8) 

2041 +16 15.2 (40.5) 259.0 (691.3) 

2042 +17 15.0 (40.1) 274.0 (731.4) 

2043 +18 14.8 (39.8) 288.8 (771.2) 

2044 +19 14.6 (39.4) 303.5 (810.6) 

2045 +20 14.5 (39.0) 317.9 (849.7) 

주) 괄호( ) : 부산, 울산, 경남 동부권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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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검토

(가) 평면계획 수립

후보지역의 지형 및 수리현상, 수심, 폐기물 매립용량, 주변세력, 항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산권역 폐기물 발생량 뿐 아니라 울산, 경남동부권

의 발생량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확장성 또한 유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덕도 동측지역에 육상과 붙여서 평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육상진입이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1.63 가덕도 평면배치계획

(나) 호안형식 검토

호안의 단면형식은 대상지역의 지반특성과 이용조건, 시공조건 및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형식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지반여건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f.kr) 의 자료에서 대상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반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 지반조사 및 분석을 통한 지반여건 적용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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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 중량검토는 허드슨식, 다니모토식 등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하여 검토를 수행

하나 금번 검토는 대상지역 및 구역에 대한 상세한 파랑산출 결과가 없는 개략적인 검

토이므로 허드슨 공식을 이용하여 파랑에 대한 피복재 중량을 산정하여 단면계획에 적

용하였다.

① 단면형식 비교

표 3.1.32 가덕도 폐기물 해상처리장 호안 단면비교

구 분 제1안 제2안

단면도

구조형식 사석경사 +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마루높이 DL(+)14.00 DL(+)14.00

피복재 피복재 30ton급 적용 피복재 30ton급 적용

단면특성

ㆍ공종이 단순하고 시공성이 양호하여 

경제성 유리

ㆍ시트파일에 의한 차수효과 우수

ㆍ반사파 저검효과 우수

ㆍDCM공법으로 지반개량을 하여 지반

의 차수효과 우수

ㆍ공종이 복잡하고 유지보수 불리

ㆍ대형장비 투입 필요

ㆍ별도의 케이슨 제작장 필요

ㆍ지반개량에 따른 경제성 불리

공사비
(m당) 88백만원 96백만원

선정 ◎

선정사유 ㆍ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제1안인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을 선정

주) 파랑, 수심, 지반조사 등에 의해 단면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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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안단면 선정

그림 3.1.64 호안 표준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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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상반입기지 계획

폐기물 해상처리장 후보지가 가덕도 동측지역에 육상과 연결되게 계획하여 인근 도로

를 활용하여 육상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육상반입기자는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라) 반입계획 수립

부산권 내의 폐기물은 각 시도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육로로 해상처리장까지 운송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송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65 부산권 폐기물 운송경로

(마) 관리수위 설정 및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① 관리수위 설정

가덕도 후보지의 내부 관리수위는 평균해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약최고고조기시 조차

가 1.91m로 고조기시 내외부 수위차는 최대 0.86m이다. 이는 일본 해상 최종처리장의 

평균 조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수위변화에 따른 압력변화가 제체에 미치는 영향은 타 

입지 후보지와 비교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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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처리시설 용량 평가

가덕도 후보지의 일 강우량과 연간 평균 매립량 및 일평균 매립량을 다음 표에 제시

하였다.

표 3.1.33 가덕도 후보지 일 강우량

권 역
일 강우량(mm)

관측소
관측 최대 5년 확률 20년 확률 30년 확률

부산권
439.0

(1991-08-23)
212.4 292.5 315.8 부산

표 3.1.34 가덕도 후보지 일평균 매립량

권 역
소각재 + 무기성 폐기물

비고
연간 평균 매립량(만) 일평균 매립량()

부산권
15.9

(42.5)
435.5

(1,163.9)

주) 괄호( ) : 부산, 울산, 경남동부 지역 발생 폐기물 매립량

계획처리수량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만을 배제하는 경우와 강우 

조건을 함께 고려한 경우로 산정하였다.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은 1일 평균 매립량

과 동일한 435.5이며, 5년 확률의 강우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91,094.5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울산 및 경남동부권 발생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 매립에 따른 

상승량은 1,163.9이며, 5년 확률의 강우량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91,822.9이다.
가덕도 후보지의 수처리시설용량은 일평균 폐기물 매립용량에 10% 가량 여유 처리량

을 더해 500.0로 산정하고,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시 수처리시설 도입비용 및 운

영비 경감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울산 및 경남동부권 

발생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도 여유 처리량을 더해 1,300.0으로 산정하였다. 
단, 제외된 강우시 유입유량은 유수지 설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방안을 마련하

여 처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표 3.1.35 가덕도 후보지 계획처리수량

권 역
1일 계획처리수량()

비고
일평균 매립량 배제시 일평균 매립량+강수량 배제시

부산권
435.5

(1,163.9)
91,094.5
(91,822.9)

5년 확
률강우 고
려

주) 괄호( ) : 부산, 울산, 경남동부 지역 발생 폐기물 매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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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산출 및 공정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기본방향

총사업비는 조사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및 보상비를 모두 합한 비용으로 산출하였으

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보상비 항목은 금번 사업비 산정시 미포

함 하였으며, 향후 상세설계시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반영토록 한다.
공사비 산정시 자재별 단가는 인근 설계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방법과 표준품셈

을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처리 시설은 침출수 처리장 공사비를 참조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일본 고베반입

기지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비는 지반조사와 수심 및 지형측량 등으로 지반조사는 1공당 400만원 100m간격

으로 적용하고 수심 및 지형측량은 5,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품셈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

의 1.4배)의 요율을 적용하였고, 책임감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는 전면 책임감리 

요율 중 호안구조물의 경우 단순한 공종 또는 보통의 공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폐기

물 차수공법 등을 고려하여 복잡한 공종의 요율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사후환경조사는 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로 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산출은 호

안단면비교 2개안에 대하여 모두 산정하였다.

(나) 부대비 산출

표 3.1.36 가덕도 부대비 내역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사석+파일식) 2안(케이슨식)

책임감리비 5,760 6,165 ㆍ요율(1안:3.94%, 2안:3.83%)

설계VE 100 100

사전재해영향검토 25 25

환경영향평가 1,400 1,400

수치모형실험 200 200

해상교통안전진단 - -

해역이용협의 100 100

에너지이용계획 200 200

도시계획 200 200

사후환경영향조사 3,250 3,250 ㆍ공사시(4억/년), 운영시(2.5억/년)

합계 11,306 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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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사업비 산출

표 3.1.37 가덕도 총사업비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1안(사석+파일식) 2안(케이슨식)

조사비 122 122 ㆍ지반조사, 수심 및 지형측량 등

설계비 5,760 6,242 ㆍ요율(1안:2.78%, 2안:2.77%)

공사비 147,994 160,956

보상비 - -

부대비 11,306 11,640 ㆍ부대비(직접경비) 산출 참조

수처리시설 22,757 22,757

육상반입기지 - -

총사업비 187,939 199,648

(라)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공사기간은 조사 및 설계기간 1년과 공사기간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육상반입기지는 

공사시작시 제작장으로 건설하여 공사기간동안 사용하고 마지막 년도에 상부 육상반입

기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① 1안(사석경사+시트파일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38 1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5,882
5,882

2. 시설부대경비 11,306
5,475 1,166 1,166 1,166 1,166 1,166

3. 호안공사 147,994
29,599 29,599 29,599 29,599 29,599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

5. 투자사업비 11,357 30,765 30,765 30,765 48,971 35,316 18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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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안(케이슨식) 연차별 투자계획

표 3.1.39 2안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Year

합 계
1 2 3 4 5 6

1. 조사 및 설계 6,364
6,364

2. 시설부대경비 11,640
5,475 1,233 1,233 1,233 1,233 1,233

3. 호안공사 160,956
32,191 32,191 32,191 32,191 32,191

4. 기타
공사

수처리시설 22,757
18,206 4,551

육상반입기지 -

5. 투자사업비 11,839 33,424 33,424 33,424 51,630 37,976 201,717

마. 시범사업지 선정

시범사업지는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4개 입지 후보지 중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단, 항목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동등한 수준으로 가정하고 검토하였다.
- 주변 해양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

- 육상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시기가 임박한 입지

- 폐기물 반입 수요량이 충분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 장래 시설 확장성이 용이한 입지

- 반입구역내 주요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한 입지

- 해상 운송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

- 매립 단계 및 완료 후 다양한 부대시설 운영이 가능한 입지

-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입지

- 대상 권역내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높은 입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 후보지별로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인천신항 후보지의 해당도

가 가장 높고 이어서 가덕도, 새만금신항, 내파수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도가 높은 인천신항과 가덕도 후보지를 가장 유력한 시범사업 입

지로 선정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천신항 후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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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꾸준히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

는 수도권역에 해상으로 육상 매립시설 이전시 우선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가덕도 후보지는 육상 매립시설 도래시기가 임박한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경남동부권

의 반입량까지 수용이 가능한 광역 매립시설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표 3.1.40 입지별 시범사업지 선정 평가

구 분 인천신항 내파수도 새만금신항 가덕도

해양생태환경 영향 최소화 ● ◯ ● ●

매립시설 사용연한 임박 - ● ● ◯

경제적 타당성 확보(매립 수요) ● ● ◯ ●

장래 확장성 용이 ● ◯ ● ●

접근성 용이 ● - ◯ ◯

해상 운송비 부담 최소화 ◯ - ● ●

기반시설 확충 ● ◯ ● ◯

부대시설 운영 ● ◯ ◯ ●

개발 계획과 연계 ● - ● ●

개발 의지 ● - - ●

주) 해당되는 정도 : ● 높음, ◯ 보통, - 낮음

5. 경제성 평가

가. 편익추정

(1) 편익추정방법

(가) 편익항목의 개요

환경분야 사업이 대부분 필수시설이라 해도 필수가 아닌 시설도 존재하고 필수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편익산정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편익이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유익함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성적인 의미의 편익을 계량화하여 시설 확보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다. 본 조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편익산정과 조사대상 

시설의 특성에 부합한 편익항목과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특성에 부합한 편익항

목으로 대별될 것이다. 경제적 편익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할 경우(with case)와 동 시

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존의 형태나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without case)와의 처

리비용차액(with-without principl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본 조사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기존조사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본 조사는 큰 방향에서 볼 때 환경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면서 또한 해양

항만분야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과도 유사한 특성을 띄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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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대부분 기존조사들은 without case 경우를 외해투기에 두고 이들의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와 토지조성효과 등을 위주로 편익항목을 적용하였다. 환경분야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기존조사들은 적정성 검토에 머물고 있어 경제성 분석을 생략되어 편익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 사례에서는 특정지자체에 국한되어 본 조사보다는 협의의 사업

범위이고 without case경우도 비교적 명확히 존재하는 조성사업이다.

표 3.1.41 기존연구에 적용된 편익항목 비교

구분 편익항목 비고

부산항 신항 
신규준설토 

투기장(2구역)호안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4)

-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
- 토지조성효과 

▸동 연구는 투기장 건설을 통해 외해에 
투기될 준설토사를 인근 투기장에 투
기함으로써 절감되는 효과인 운송비용
절감과 투기 완료 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전
환될 때 창출되는 토지조성효과도 편
익으로 추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
설 적정성 검토

(2015)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써 
경제성분석부문이 제외되
면서 편익산정은 미포함

▸동 연구는 적정성 검토로써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사업이며 총사업비에 대한 
결과 검토만을 위주로 하고 참조할 부
문이 매우 제한적

제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적정성 
검토(2015)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써 
경제성분석부문이 제외되
면서 편익산정은 미포함

▸동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
로 상기 조사와 같이 참조할 부문이 
매우 제한적 
▸without case 경우 비교하여 본 조사에 
생략되는 매립의 일부과정에 대한 절
감효과 산정에 필요한 단위비용을 참조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5)

-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
- 토지조성효과 

▸동 조사는 투기장 건설을 통해 외해에 
투기될 준설토사를 인근 투기장에 투
기함으로써 절감되는 효과인 운송비용
절감과 투기 완료 후 적절한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전
환될 때 창출되는 토지조성효과도 편
익으로 추정

미나미혼모쿠 
부두 제5블럭 
폐기물처분장 
정비사업

(2011)

- 준설토사 처분비용 절감효과
- 건설발생토 처분비용 절감

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
- 신규 토지조성효과

▸동 조사는 요코하마시내에서 향후 폐
기물, 건설발생토, 준설토를 장기적이
고 안정적으로 수용할 거점 개발사업
으로써 기존 내륙과 해안 처분장을 대
신할 해상처분장
▸without case는 상당히 이격된 시외의 
대안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운송비용과 
처분비용 절감효과를 주된 편익항목으
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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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편익 부문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 및 특성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을 감량화, 안정화하여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폐기물의 환경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능적으로 중간처리시설 및 최종

처리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 중간처리는 파쇄, 압축, 고형화, 여과, 중화, 소각, 흡착, 소화 등의 물리 화학 생물

학적 공정에 의해 최종처리(매립)의 대상 폐기물을 안정화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최종처리는 육상 또는 해양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것

을 일컫음

- 폐기물처리시설은 에너지 회수를 위한 공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간 및 최종처리

를 한 시설에서 복합 설치할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투입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주 처리방식, 처리목적 및 부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생활폐기물 처리 매립시설, 소각시설, 
고형연료화시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4가지로 구분함

폐기물의 매립은 폐기물을 자연계의 대사기능을 이용하여 무해화하여 주변 환경에 나

쁜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이나 해양과 같은 안정화된 물질로 전화시키는 처리

과정을 말하며 폐기물의 최종처분방법이다.
- 폐기물의 특성상 소각이나 소화 등의 중간처리를 거치더라도 처리과정에서 잔재물

이 남기 때문에 최종처리로서의 매립은 불가피함

- 매립은 매립처리의 과정에서 침출수와 매립가스 등이 배출되어 주변 토양 및 지하

수, 대기의 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매립처리가 종료된 후에도 직 간접적인 오

염 등의 이유로 해당부지의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적, 경제적으

로 문제를 야기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과 같이 협소한 국토에서 고밀도의 경제활동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소각, 소화 등의 중간처리를 통해 매립처리의 대상 폐기

물을 최소화하는데 폐기물정책의 주안점을 둠

소각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으로써 최종처리 대상 폐기물의 무

게와 부피 등을 줄이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소각연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각시설의 공정은 크게 저장 및 투입설비, 소각설비, 어염방

지설비 및 배출설비, 소각여열 회수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화는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가연성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여 파쇄

응용 등의 성형과정을 거쳐 연료로써 발열량 등 상품가치를 갖는 고형연료제품(Refuse 
Derived Fuel)을 제조하는 과정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중

간처리시설로써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부피 감소 및 안정화, 병원균 

사멸, 퇴비 및 에너지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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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편익의 구분 

최근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안정화에 국한되지 않고 물질 및 에너지 

자원의 회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복합 

설계되는 추세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도 폐기물처리 편익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자

원 및 에너지의 회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따른 다양한 편익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정책연구 보고서)  (KDI, 2011)에 따르면 

관련 편익은 폐기물처리편익, 자원에너지생산편익, 온실가스감축편익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 폐기물처리편익은 폐기물처리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으로 세부 구분됨

- 자원에너지생산편익은 재생자원판매편익, 에너지대체편익으로 세부 구분됨

- 온실가스감축편익에는 CDM사업편익, 온실가스감축의 사회적 편익으로 추가 구분됨

그림 3.1.66 편익유형분류 및 산정인자(KD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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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처리의 주요 편익항목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기존 또는 다른 처리방식에 

의해 처리될 경우(without case)의 폐기물처리비용과 환경피해비용을 저감, 방지하는 정

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비용에는 신규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처리방법 또는 시설운영에 소

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포함되며 환경피해비용은 대체되는 기존의 처리방법 또는 시설운

영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환경피해에 따른 비용이 포괄적으로 감안된다.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편익은 신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 또는 다른 

대안의 처리방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설의 설치계획에 의해 기존 폐기물처리 흐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대체되는 시설 또는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필요하다. 
대체시설의 규정여부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처리시설이 무

엇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가폐기물관리기본계획과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without case 경우는 육상폐기물처리장의 유지와 확충으로 가정하지만 중

간처리 등의 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육상폐기물처리장의 처리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절감되는 과정의 처리비용 절감편익을 의미한다. 
환경비용절감편익은 기존시설의 운영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정도와 환경오염의 배출

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며 비시장재화인 환경재의 가치산정이 객관화될 

수 있다.
일부 EU국가들의 경우 매립이나 소각 등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환경적 영향(외부효

과)의 정량화에 내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의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매립세 등을 부과하

고 있으며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매립세 등을 사회적 외부비용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갈등비용 절감편익으로 확대

하여 최근 지상 혐오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 줄임말)이 심

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9)비용을 포함시킨다. 
육상폐기물처리장이 해상폐기물처리장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개

연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갈등유발 저감효과를 시장가치로 산정하여 절감편익으

로 포함시킨다. 

9)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의미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윤(Pay off) 추구로 인해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정책
이 도출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상태를 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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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편익부문

해상폐기물처리장도 해당 처리장의 매립용량이 완료된 후 매립면허를 득한 자가 이용

할 수 있는 토지가 조성됨으로 향후 조성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을 일반적으로 토지조성효과라 하고 이는 조성원가 또는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조성된 토지의 편익을 산출한다. 항만부문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3판) (KDI, 2014)에 따르면 조성된 부지의 활용도에 따라 부가

가치 창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 수행 항만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부지 활용도에 따른 부가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를(운영 초기년도에) 편익으로 반영한 다수

의 사례가 있다.
본 조사는 해상폐기물매립장으로써 준설토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항만

시설 외 부지로 인정됨으로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추정한다. 실제 이와 같은 

부지는 상당한 지반개량과정기간과 비용 등이 필요함으로 매립완료 후 지반개량기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 가능연도에 토지 적정 가치를 반영한다. 다만, 매립토지의 향후 이용

계획 등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반개량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고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토지이용 가능연도에 적용한다. 

(2) 편익산정

(가)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

① 가정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는 본 조사의 without case경우 육상폐기물처리장밖에 달리 방

안이 없지만 그 후보지와 규모를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육상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중간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5m 매립할 때마

다 산토로 중간복토를 시행 후 다음 매립을 진행시켜야 하는 중간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해상폐기물처리장에서 생략되는 과정이다. 
육상매립장이건 해상매립장이건 최종복토, 내부도로 등에 토사를 투입하여 중간공정

을 거쳐서 매립이 완료되고 전체공정은 동일하지만 중간복토과정만이 해상매립장의 경

우 생략된다.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생략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효과로 간

주하여 절감편익으로 산정한다.
대체안인 육상처리장의 경우 후보지와 그 규모가 존재한다면 매립복토과정 절감효과

도 보다 확대되어 산정할 수 있다. 산토를 육상의 특정장소에서 육상처리장까지 내륙 

운송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내륙운송비 절감효과도 산정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로

써는 육상처리장의 소재와 규모도 미정이며 산토의 출토지에서도 전혀 정보가 없는 조

건에서는 이 부문은 산정하기 불가능함으로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2017) 에 의하며 현재 매립율이 94%에 이르는 제2매

립장에 대한 차수별 사업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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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28부터 1차 공사가 시작되어 2016년 말까지 17차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는 18차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거의 매년 공기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표 3.1.42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차수별 사업비 및 매립현황

구분

매립량(㎥)
사업비

(천원)폐기물

토사

중간

(매일)복토
최종복토 내부도로

외곽 

흙 제방

계 81,697,945 11,779,232 348,209 2,077,718 3,089,849 447,832,920

1차공사 3,348,478 472,872 　 　 44,479 7,584,030

2차공사 8,920,978 1,193,809 　 226,117 161,420 23,008,489

3차공사 8,704,009 1,211,357 　 238,683 201,237 23,549,347

4차공사 4,810,811 729,948 1,262 118,655 148,557 16,153,610

5차공사 4,547,951 609,938 50,352 116,221 　 18,075,761

6차공사 5,114,806 895,495 　 90,615 149,975 15,527,625

7차공사 5,450,397 796,809 　 115,545 172,945 15,958,291

8차공사 5,676,405 795,006 　 132,467 312,132 20,370,306

9차공사 4,708,982 706,144 　 101,694 408,881 15,048,200

10차공사 4,847,894 718,701 39,741 123,923 319,078 18,512,200

11차공사 4,224,667 544,616 23,759 91,384 208,643 18,660,540

12차공사 4,952,273 611,260 52,437 91,917 326,952 25,169,429

13차공사 3,155,294 455,556 88,356 141,161 378,996 41,158,000

14차공사 3,340,127 570,837 40,872 92,843 102,736 32,530,269

15차공사 3,175,401 517,479 30,959 89,123 41,092 41,293,895

16차공사 3,273,084 461,655 　 150,450 34,850 29,176,422

17차공사 3,446,388 487,750 20,471 156,920 77,876 29,638,000

② 편익 산정절차

본 조사의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는 매립과정 가운데 생략되는 중간과정의 공사비만

큼의 절감효과에 국한하여 편익으로 산정한다. 동 절감편익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존 유

사사례를 들어 중간복토과정과 공사비를 토대로 개발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방법

과 별도의 중간복토과정의 공사비를 추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산정식대로 추정된 절감효과를 매립이 시작되어 완료되는 연도까지 적용한다.

 ××     (3.1.2)

여기서,   : 중간복토과정 절감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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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장시설의 단면적(㎡)
         : 복토 원단위 비용(㎡ 당)
        CC   : 매립복토 횟수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처리장의 경우를 감안하여 반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간복토과정의 공사비 추정은 공정이나 작업과정을 감안하

지 않고 단순한 매립단가에 의존한 추정한 결과임으로 실제 사례의 투입규모와 사업비

를 토대로 매립용량과 매립면적의 비중을 적용한 공사비 추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어 이를 적용한다.  
중간복토과정 절감편익을 산출한 결과, 인천신항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연간 53.9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도별 절감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43 중간복토과정 절감편익 산정

(단위 : 원)

연도 인천신항 부산 가덕도

2026 2,263,472,163 558,909,711 

2027 6,866,939,394 1,695,624,612 

2028 7,028,359,777 1,735,483,472 

2029 4,821,084,116 1,190,450,129 

2030 5,394,754,748 1,332,104,218 

2031 4,634,257,373 1,144,317,783 

2032 4,762,790,687 1,176,055,976 

2033 6,079,567,273 1,501,202,109 

2034 4,491,171,818 1,108,986,266 

2035 5,525,011,027 1,364,267,856 

2036 5,569,283,460 1,375,199,862 

2037 7,511,877,182 1,854,876,402 

2038 12,283,705,008 3,033,163,881 

2039 9,708,737,748 2,397,337,990 

2040 12,324,263,201 3,043,178,746 

2041 8,707,773,970 2,150,174,192 

2042 8,845,533,044 2,184,190,464 

2043 8,845,533,044 2,184,190,464 

2044 8,845,533,044 2,184,190,464 

2045 8,845,533,044 2,184,19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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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갈등 절감효과

① 가정

최근 국내에서 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의 입지, 노동, 산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국방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을 유발하여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육상에 마련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개연성이 높으며 

대신해 해상폐기물처리장으로 마련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어 이를 

사회적갈등 절감편익으로 간주한다.

② 편익 산정절차

국내 외 연구결과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많은 사회

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결론 도출이 대부분이며 이의 경제적 비용가치에 관한 연구 가운

데 유형별로 세부 집회 및 시위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적용손실비용으로 적용한다.  
조병구(2006)에서 2005년 기준으로 집회, 행진, 연좌 및 점거 등 유형별로 요일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표 3.1.44 집회시위 사회적 손실비용(2005년 기준)

구분 집회 행진 연좌 및 점거 계

건수 138 126 98 362

토요일
합법

2,385,369
956,299,291 606,941,899 1,565,626,559

불법 1,687,858,917 1,082,468,131 2,772,712,417

일요일
합법

1,817,424
5,490,135 4,007,419 11,314,978

불법 5,490,135 4,007,419 11,314,978

평일
합법

23,953,738
2,743,034,207 2,623,181,352 5,390,169,297

불법 4,849,925,931 4,661,150,916 9,535,030,585

전체
합법

28,156,531
3,704,823,633 3,234,130,671 6,967,110,835

붑법 6,543,274,983 5,747,626,467 12,319,057,980
자료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 (2006)

상기 연구는 2005년 기준 집회시위 등을 유형별 요일별 합법여부를 구분하여 집회시

위 참가들에 의한 생산손실, 동원된 전 의경 비용 등의 공공비용, 교통지체 비용, 인근

사업체의 영업손실, 일반 시민의 직간접 피해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추정했다.
본 개발사업의 without case 경우 상기의 사회적 손실 비용 가운데 건당 합법부문 연 

19,447.8백만원을 토대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간 5건의 집회 시위를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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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용손실비용(추정치)를 공사기간 6년에 걸쳐 시작연도에 100%, 다음연도부터는 

80%, 이후에는 10%씩 줄어드는 것을 가정했다.
인천신항 경우와 부산 가덕도 경우 1인당 지역총소득의 비중을 감안하여 각각 +5.6%, 

-23.1% 가중치를 적용하고 원단위가 2005년 기준임으로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2016년 

기준으로 보정시켜 적용했다.

  ×     (3.1.3)

여기서,   : 사회적갈등 절감효과

 LC    : 연간 적용손실비용

 AR   : 적용율

사회적갈등 절감효과를 산출한 결과, 인천신항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1.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도별 절감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45 중간복토과정 절감편익 산정

(단위 : 원)
연도 인천신항 부산 가덕도

2020 52,891,539,344 38,516,463,890 
2021 42,313,231,475 30,813,171,112 
2022 37,024,077,541 26,961,524,723 
2023 31,734,923,607 23,109,878,334 
2024 26,445,769,672 19,258,231,945 
2025 21,156,615,738 15,406,585,556 

(다) 주민지원사업 절감편익

① 가정

수도권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매립이 시작된 2000년부터  주

변 영향권지역을 설정하여 해당 기초단체에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의 경우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에 따라 오류동, 왕

길동, 경서동, 양촌면 등 49개 통 리를 영향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으로는 

학교지원 및 장학재단지원, 노인회지원, 주민건강진단, 체육시설 지원, 해외견학지원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지회관 건립, 마을회관 및 아파트 시설보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의 법정동별사업 그리고 마을회관건립공사, 아파트환경개선사업, 조명교체공사, 보도

블럭교체사업, 노인복지관신축공사 등 마을가꾸기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제2매립장에 대한 상기의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기의 주민지원사업

과 별도로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녹색 숲 조성사업도 시행에 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

원예산규모도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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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6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영향권별 지원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연도
공동사업

가구별

사업 녹색숲 조성사업 합계

전체공동사업 법정동별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통(리)별사업

2001 　 2,935 　 6,848 657 19,566 

2002 516 2,580 　 7,222 836 20,777 

2003 1,358 2,717 　 9,506 1,310 26,640 

2004 2,183 2,160 　 10,132 1,302 28,077 

2005 1,537 1,520 　 7,132 1,454 20,143 

2006 1,405 1,390 　 6,523 1,533 18,685 

2007 7,745 3,660 1,625 12,938 

2008 7,459 3,670 2,430 12,754 

2009 7,257 3,670 3,168 13,357 

2010 8,299 3,407 2,746 14,874 

2011 7,576 3,104 4,194 13,426 

2012 10,407 4,318 2,829 18,919 

2013 7,525 3,225 3,040 13,579 

2014 9,889 4,238 1,413 17,167 

2015 5,023 11,720 18,156 

자료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7 , (2017)

② 편익 산정절차

기존 매립지에서 매립이 시작된 후에 인근 영향권내의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

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인근 주변환경에 대해서도 녹색 숲 조성사업

과 같은 광범위 사업도 지속하는 각종지원사업 등을 감안하여 해상폐기물매립지의 경우 

이와 같은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대상사업이 미 시행 시 그 대안일 수밖에 없는 육상폐기물매립장들은 향후에도 

이러한 주민지원사업 등은 지속되어야 하거나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대상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사업들은 생략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절감편익으로 포함시켰다.
- 기존의 지원규모와 지원시기 등을 토대로 본 시설의 규모와 매립량을 감안하여 절감

편익으로 추정한다.
주민지원사업 절감편익을 산출한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연간 9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도별 절감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234 ●●●

표 3.1.47 주민지원사업 절감편익 산정

(단위 : 원)

연도 인천신항 부산 가덕도

2026 8,475,301,307 2,092,770,690 

2027 8,999,863,808 2,222,298,713 

2028 11,539,508,680 2,849,402,595 

2029 12,161,966,411 3,003,103,479 

2030 8,725,237,362 2,154,486,354 

2031 8,093,683,171 1,998,539,320 

2032 5,604,285,409 1,383,842,747 

2033 5,524,583,097 1,364,162,189 

2034 5,785,781,435 1,428,658,801 

2035 6,442,892,346 1,590,916,449 

2036 5,815,669,802 1,436,039,011 

2037 8,195,043,720 2,023,567,857 

2038 5,881,944,008 1,452,403,823 

2039 7,436,139,095 1,836,174,713 

2040 7,864,539,024 1,941,957,715 

2041 7,864,539,024 1,941,957,715 

2042 7,864,539,024 1,941,957,715 

2043 7,864,539,024 1,941,957,715 

2044 7,864,539,024 1,941,957,715 

2045 7,864,539,024 1,941,957,715 

(라) 토지조성효과

① 가정

해상폐기물처리장도 준설토 투기장과 같이 매립이나 투기가 완료된 후에는 미래의 주

위환경에 부합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토지로 재탄생되는 것이 전형이다. 매립완료가 되

기까지 불확실성과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노출된 육상폐기물처리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재정적 부담과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해상폐기물처리장도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인

근 부두와 같이 항만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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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경우 준설토까지 포함하여 매립하는지 여부는 현재 미정이지만 생활폐기물

의 중간처리물을 본 시설에 매립하는데 따라 매립 완료 후 새로운 부지가 마련되는 것

은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 완료 후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해상

폐기물처리장은 해당 시설의 매립용량이 완료된 후 매립면허를 득한 자가 이용할 수 있

는 토지가 조성된다. 

② 편익 산정절차

이는 해상폐기물처리장의 편익으로 간주되어 향후 조성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항만건설사업과 같이 해당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인근 지역의 공

시지가를 적용하여 조성된 토지의 편익을 산출하다. 

  × (3.1.4)

여기서,   :  토지조성효과

    :  시설별 증가면적(㎡)
     :  인근지역의 ㎡ 당 공시지가

사실 매립이 완료된 후 만들어 질 토지의 경우 지반이 무르고 특정 기능을 위한 시설

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립사업과 

같이 매립직 후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이와 같은 부지를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성비용에 버금가는 지반개량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조사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조성효과를 매립이 완료된 후 토지의 가치

가 창출된다고 가정하여 매립 완료 마지막 연도에 적용하기로 한다. 매립기간은 1일매

립량과 매립장의 매립용량을 감안한다면 매립가능 연수가 도출될 수 있어 이를 매립기

간으로 간주한다. 본 조사의 토지조성효과는 2045년에 인천신항의 경우 1592.1억원, 부
산 가덕도의 경우 377.5억원에 이르는 것을 추정한다.

(마) 편익산정 결과

본 조사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대전제는 without case 시 기존 육상폐기물매립장을 계

속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경제성분석에 적용되는 편익항목은 사회적갈등 절감

효과,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 주민지원사업 절감효과 그리고 토지조성효과가 포함된다. 
상기의 추정과정에 따라 연도별 편익항목별 산정된 편익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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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8 해상최종처리장 조성기반 구축사업 편익 종합(인천신항) 

(단위 : 원)

연도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

사회적갈등 

절감효과

주민지원사업  

절감편익
토지조성효과 합계

2020 52,891,539,344 52,891,539,344 

2021 42,313,231,475 42,313,231,475 

2022 37,024,077,541 37,024,077,541 

2023 31,734,923,607 31,734,923,607 

2024 26,445,769,672 26,445,769,672 

2025 21,156,615,738 21,156,615,738 

2026 2,263,472,163 8,475,301,307 10,738,773,471 

2027 6,866,939,394 8,999,863,808 15,866,803,201 

2028 7,028,359,777 11,539,508,680 18,567,868,456 

2029 4,821,084,116 12,161,966,411 16,983,050,528 

2030 5,394,754,748 8,725,237,362 14,119,992,111 

2031 4,634,257,373 8,093,683,171 12,727,940,545 

2032 4,762,790,687 5,604,285,409 10,367,076,096 

2033 6,079,567,273 5,524,583,097 11,604,150,370 

2034 4,491,171,818 5,785,781,435 10,276,953,254 

2035 5,525,011,027 6,442,892,346 11,967,903,373 

2036 5,569,283,460 5,815,669,802 11,384,953,262 

2037 7,511,877,182 8,195,043,720 15,706,920,902 

2038 12,283,705,008 5,881,944,008 18,165,649,016 

2039 9,708,737,748 7,436,139,095 17,144,876,844 

2040 12,324,263,201 7,864,539,024 20,188,802,224 

2041 8,707,773,970 7,864,539,024 16,572,312,993 

2042 8,845,533,044 7,864,539,024 16,710,072,068 

2043 8,845,533,044 7,864,539,024 16,710,072,068 

2044 8,845,533,044 7,864,539,024 16,710,072,068 

2045 8,845,533,044 7,864,539,024 159,208,400,000 175,918,472,068 

합계 143,355,181,123 211,566,157,377 155,869,133,794 159,208,400,000 669,998,87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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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9 해상최종처리장 조성기반 구축사업 편익 종합(부산 가덕도)      
(단위 : 원)

연도
중간복토과정  

절감효과

사회적갈등 

절감효과

주민지원사업  

절감편익
토지조성효과 합계

2020 　 38,516,463,890 　 　 38,516,463,890 

2021 　 30,813,171,112 　 　 30,813,171,112 

2022 　 26,961,524,723 　 　 26,961,524,723 

2023 　 23,109,878,334 　 　 23,109,878,334 

2024 　 19,258,231,945 　 　 19,258,231,945 

2025 　 15,406,585,556 　 　 15,406,585,556 

2026 558,909,711 　 2,092,770,690 　 2,651,680,401 

2027 1,695,624,612 　 2,222,298,713 　 3,917,923,326 

2028 1,735,483,472 　 2,849,402,595 　 4,584,886,068 

2029 1,190,450,129 　 3,003,103,479 　 4,193,553,608 

2030 1,332,104,218 　 2,154,486,354 　 3,486,590,572 

2031 1,144,317,783 　 1,998,539,320 　 3,142,857,103 

2032 1,176,055,976 　 1,383,842,747 　 2,559,898,723 

2033 1,501,202,109 　 1,364,162,189 　 2,865,364,298 

2034 1,108,986,266 　 1,428,658,801 　 2,537,645,067 

2035 1,364,267,856 　 1,590,916,449 　 2,955,184,305 

2036 1,375,199,862 　 1,436,039,011 　 2,811,238,873 

2037 1,854,876,402 　 2,023,567,857 　 3,878,444,259 

2038 3,033,163,881 　 1,452,403,823 　 4,485,567,704 

2039 2,397,337,990 　 1,836,174,713 　 4,233,512,703 

2040 3,043,178,746 　 1,941,957,715 　 4,985,136,461 

2041 2,150,174,192 　 1,941,957,715 　 4,092,131,907 

2042 2,184,190,464 　 1,941,957,715 　 4,126,148,179 

2043 2,184,190,464 　 1,941,957,715 　 4,126,148,179 

2044 2,184,190,464 　 1,941,957,715 　 4,126,148,179 

2045 2,184,190,464 　 1,941,957,715 37,746,800,000 41,872,948,179 

합계 35,398,095,058 154,065,855,561 38,488,113,031 37,746,800,000 265,698,8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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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기법

개발사업의 평가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개발사업 평가에 가장 

많이 적용되어 온 비용-편익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다. 이 방법은 분

석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비용과 편익이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하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보여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물류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편익을 계량

화하여 편익/비용(B/C ratio), 순현재가치(NPV) 분석 그리고 내부수익률(IRR) 등을 통하여 

각종절감효과를 분석한다.

(가) 편익/비용 비율(B/C비율) 산정

편익/비용 비율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로써 장래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 ≥ 1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 비율 
  







  






(3.1.5)

(나) 순현재가치(NPV) 산정방법

순현재가치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순현재가

치 ≥ 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순현재가치
  







  






(3.1.6)

(다) 내부수익률(IRR) 산정방법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

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서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IRR ≥ 사회적 할인율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율  
  

′




  

′

 의 조건을 만족하는  (3.1.7)

여기서,   : t년도 편익 흐름,   : t년도 비용 흐름,    : 사회적 할인율

   : 투자사업기간,  ′  : IRR을 파악하고자 하는 특정연도

   : 편익현가의 합과 비용현가의 합을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 239

(2) 기본 전제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과 편익은 모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시설의 경우 비용은 실질적으로 투자되어 소요된 비용을 계상하는 

반면 편익은 회수방법을 통한 실제수익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한다.
- 첫째, 경제성분석의 모든 비용과 편익은 2016년도 불변가격(2016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환율도 이와 같은 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둘째, 편익의 발생기간은 매립가능시점부터 매립가능 연수를 감안하여 이를 전제로 

20년으로 한다.
- 셋째, 현재가격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용하고, 항만개발

은 사업의 성격상 비용은 초기에 집중발생하고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 동안 발생

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로 환산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비용으로 분석한다.
- 넷째, 비용 산정에 있어 운영유지비는 공사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공사가 완공되어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3) 비용 추정

(가) 비용 산정 기준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에 적용되는 비용 산정은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비용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총 비용으로 분석한다.
비용부문은 크게 총공사비와 유지관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사업비는 항목별

로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사비, 부대비(설계, 감리비), 보상비 항목이 동일

하게 적용되어 있다.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2001) 와 도로 철도부

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2011) 에서는 유지운영비, 
유지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2011년 정책

연구 보고서) (KDI, 2011) 등 환경부문 표준지침 등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본 사업이 환경부문 개발사업이지만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과거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2001) 의 투자누계액의 1~2%
를 적용한 것을 근거로 본 조사에서도 1%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비용 산정

본안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은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

며 연차별 투자사업비에는 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기간인 30년간의 유지운영비를 포함

하여 산정한다.
경제성 분석에 적용된 사업장별 공법별 연도별 총사업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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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0 경제성 분석시 적용되는 연도별 총사업비[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 백만원)

항   목 1 2 3 4 5 6 합 계

조사 및 설계 11,955.0 　 　 　 　 　 11,955.0 
시설부대경비 5,805.0 1,885.6 1,885.6 1,885.6 1,885.6 1,885.6 15,233.0 
호안공사 　 61,223.2 61,223.2 61,223.2 61,223.2 61,223.2 306,116.0 

호안외 
공사

수처리시설 　 　 　 　 18,205.6 4,551.4 22,757.0 

육상반입기지　 　 26,344.4 　 　 　 17,562.9 43,907.3 

투자사업비 17,760.0 89,453.2 63,108.8 63,108.8 81,314.4 85,223.1 399,968.27 

표 3.1.51 경제성 분석시 적용되는 연도별 총사업비[인천신항 케이슨식]

(단위 : 백만원)

항   목 1 2 3 4 5 6 합 계

조사 및 설계 30,886.0 　 　 　 　 　 30,886.0 
시설부대경비 5,805.0 3,659.8 3,659.8 3,659.8 3,659.8 3,659.8 24,104.0 
호안공사 　 163,794.6 163,794.6 163,794.6 163,794.6 163,794.6 818,973.0 

호안외 
공사

수처리시설 　 　 　 　 18,205.6 4,551.4 22,757.0 
육상반입기지　 　 26,344.4 　 　 　 17,562.9 43,907.3 

투자사업비 36,691.0 193,798.8 167,454.4 167,454.4 185,660.0 189,568.7 940,627.270 

표 3.1.52 경제성 분석시 적용되는 연도별 총사업비[부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 백만원)

항   목 1 2 3 4 5 6 합 계

조사 및 설계 5,882.0 　 　 　 　 　 5,882.0
시설부대경비 5,475.0 1,166.2 1,166.2 1,166.2 1,166.2 1,166.2 11,306.0
호안공사 　 29,598.8 29,598.8 29,598.8 29,598.8 29,598.8 147,994.0

호안외 
공사

수처리시설 　 　 　 　 18,205.6 4,551.4 22,757.0
육상반입기지　 　 　 　 　 　 　

투자사업비 11,357.0 30,765.0 30,765.0 30,765.0 48,970.6 35,316.4 187,939.0

표 3.1.53 경제성 분석시 적용되는 연도별 총사업비[부산 가덕도 케이슨식]

(단위 : 백만원)

항   목 1 2 3 4 5 6 합 계

조사 및 설계 6,364.0 　 　 　 　 　 6,364.0

시설부대경비 5,475.0 1,233.0 1,233.0 1,233.0 1,233.0 1,233.0 11,640.0

호안공사 　 32,191.2 32,191.2 32,191.2 32,191.2 32,191.2 160,956.0

호안외 
공사

수처리시설 　 　 　 　 18,205.6 4,551.4 22,757.0

육상반입기지　 　 　 　 　 　 　

투자사업비 11,839.0 33,424.2 33,424.2 33,424.2 51,629.8 37,975.6 20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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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의 비용추정에서 유지관리비는 상기의 전제조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

료 후 매년 적용한다.

표 3.1.54 경제성 분석시 적용되는 유지관리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399,968.3 3,999.7

케이슨식 940,627.3 9,406.3

부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187,939.0 1,879.4

케이슨식 201,717.0 2,017.2

(4) 경제성분석 결과

본 조사에서 산정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신항 사석경사

+시트파일식의 경우 편익-비용비(B-C ratio)가 1.01로 나타났다. 

표 3.1.55 경제성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천신항 부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사석경사+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순현재가치
(NPV)

47.1억원 -4,426.2억원 57.7억원 -56.25억원

편익-비용비
(B/C ratio) 1.01 0.43 1.04 0.97

내부수익률
(IRR) 4.76% 922.80% 7.46% -

본 조사에서 수행한 이상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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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6 경제성분석[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 억원)

연도 비용합계 편익합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순현가

2016 　 　 　 　 　

2017 　 　 0.0 0.0 0.0 

2018 　 　 0.0 0.0 0.0 

2019 　 　 0.0 0.0 0.0 

2020 177.6 528.9 148.9 443.5 294.6 

2021 894.5 423.1 717.8 339.5 -378.3 

2022 631.1 370.2 484.6 284.3 -200.3 

2023 631.1 317.3 463.7 233.2 -230.5 

2024 813.1 264.5 571.8 186.0 -385.8 

2025 852.2 211.6 573.5 142.4 -431.1 

2026 40.0 107.4 25.8 69.1 43.4 

2027 40.0 158.7 24.6 97.8 73.1 

2028 40.0 185.7 23.6 109.5 85.9 

2029 40.0 169.8 22.6 95.8 73.3 

2030 40.0 141.2 21.6 76.2 54.6 

2031 40.0 127.3 20.7 65.8 45.1 

2032 40.0 103.7 19.8 51.3 31.5 

2033 40.0 116.0 18.9 54.9 36.0 

2034 40.0 102.8 18.1 46.5 28.4 

2035 40.0 119.7 17.3 51.9 34.5 

2036 40.0 113.8 16.6 47.2 30.6 

2037 40.0 157.1 15.9 62.3 46.5 

2038 40.0 181.7 15.2 69.0 53.8 

2039 40.0 171.4 14.5 62.3 47.8 

2040 40.0 201.9 13.9 70.2 56.3 

2041 40.0 165.7 13.3 55.1 41.8 

2042 40.0 167.1 12.7 53.2 40.5 

2043 40.0 167.1 12.2 50.9 38.7 

2044 40.0 167.1 11.7 48.7 37.1 

2045 40.0 1,759.2 11.2 490.8 479.7 

합계 4,799.62 6,699.99 3,310.45 3,357.53 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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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7 경제성분석[인천신항, 케이슨식]

(단위 : 억원)

연도 비용합계 편익합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순현가

2016 　 　 　 　 　

2017 　 　 0.0 0.0 0.0 

2018 　 　 0.0 0.0 0.0 

2019 　 　 0.0 0.0 0.0 

2020 366.9 528.9 307.7 443.5 135.9 

2021 1,938.0 423.1 1,555.1 339.5 -1215.6 

2022 1,674.5 370.2 1,285.9 284.3 -1001.6 

2023 1,674.5 317.3 1,230.5 233.2 -997.3 

2024 1,856.6 264.5 1,305.5 186.0 -1119.6 

2025 1,895.7 211.6 1,275.6 142.4 -1133.3 

2026 94.1 107.4 60.6 69.1 8.6 

2027 94.1 158.7 58.0 97.8 39.8 

2028 94.1 185.7 55.5 109.5 54.0 

2029 94.1 169.8 53.1 95.8 42.8 

2030 94.1 141.2 50.8 76.2 25.5 

2031 94.1 127.3 48.6 65.8 17.2 

2032 94.1 103.7 46.5 51.3 4.8 

2033 94.1 116.0 44.5 54.9 10.4 

2034 94.1 102.8 42.6 46.5 3.9 

2035 94.1 119.7 40.8 51.9 11.1 

2036 94.1 113.8 39.0 47.2 8.2 

2037 94.1 157.1 37.3 62.3 25.0 

2038 94.1 181.7 35.7 69.0 33.3 

2039 94.1 171.4 34.2 62.3 28.1 

2040 94.1 201.9 32.7 70.2 37.5 

2041 94.1 165.7 31.3 55.1 23.8 

2042 94.1 167.1 29.9 53.2 23.3 

2043 94.1 167.1 28.7 50.9 22.3 

2044 94.1 167.1 27.4 48.7 21.3 

2045 94.1 1,759.2 26.2 490.8 464.6 

합계 11,287.53 6,699.99 7,783.68 3,357.53 -4,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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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8 경제성분석[부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 억원)

연도 비용합계 편익합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순현가

2016 　 　 　 　 　

2017 　 　 0.0 0.0 0.0 

2018 　 　 0.0 0.0 0.0 

2019 　 　 0.0 0.0 0.0 

2020 113.6 385.2 95.2 323.0 227.7 

2021 307.7 308.1 246.9 247.3 0.4 

2022 307.7 269.6 236.2 207.0 -29.2 

2023 307.7 231.1 226.1 169.8 -56.3 

2024 489.7 192.6 344.4 135.4 -208.9 

2025 353.2 154.1 237.6 103.7 -134.0 

2026 18.8 26.5 12.1 17.1 5.0 

2027 18.8 39.2 11.6 24.1 12.6 

2028 18.8 45.8 11.1 27.0 16.0 

2029 18.8 41.9 10.6 23.7 13.1 

2030 18.8 34.9 10.1 18.8 8.7 

2031 18.8 31.4 9.7 16.2 6.5 

2032 18.8 25.6 9.3 12.7 3.4 

2033 18.8 28.7 8.9 13.6 4.7 

2034 18.8 25.4 8.5 11.5 3.0 

2035 18.8 29.6 8.1 12.8 4.7 

2036 18.8 28.1 7.8 11.7 3.9 

2037 18.8 38.8 7.5 15.4 7.9 

2038 18.8 44.9 7.1 17.0 9.9 

2039 18.8 42.3 6.8 15.4 8.6 

2040 18.8 49.9 6.5 17.3 10.8 

2041 18.8 40.9 6.3 13.6 7.4 

2042 18.8 41.3 6.0 13.1 7.2 

2043 18.8 41.3 5.7 12.6 6.8 

2044 18.8 41.3 5.5 12.0 6.6 

2045 18.8 418.7 5.2 116.8 111.6 

합계 2,255.27 2,656.99 1,550.93 1,608.67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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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9 경제성분석[부산 가덕도, 케이슨식]

(단위 : 억원)

연도 연도 비용합계 편익합계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2016

2017 0.0 0.0 0.0 

2018 0.0 0.0 0.0 

2019 0.0 0.0 0.0 

2020 118.4 385.2 99.3 323.0 223.7 

2021 334.2 308.1 268.2 247.3 -21.0 

2022 334.2 269.6 256.7 207.0 -49.6 

2023 334.2 231.1 245.6 169.8 -75.8 

2024 516.3 192.6 363.1 135.4 -227.6 

2025 379.8 154.1 255.5 103.7 -151.9 

2026 20.2 26.5 13.0 17.1 4.1 

2027 20.2 39.2 12.4 24.1 11.7 

2028 20.2 45.8 11.9 27.0 15.1 

2029 20.2 41.9 11.4 23.7 12.3 

2030 20.2 34.9 10.9 18.8 7.9 

2031 20.2 31.4 10.4 16.2 5.8 

2032 20.2 25.6 10.0 12.7 2.7 

2033 20.2 28.7 9.5 13.6 4.0 

2034 20.2 25.4 9.1 11.5 2.4 

2035 20.2 29.6 8.7 12.8 4.1 

2036 20.2 28.1 8.4 11.7 3.3 

2037 20.2 38.8 8.0 15.4 7.4 

2038 20.2 44.9 7.7 17.0 9.4 

2039 20.2 42.3 7.3 15.4 8.1 

2040 20.2 49.9 7.0 17.3 10.3 

2041 20.2 40.9 6.7 13.6 6.9 

2042 20.2 41.3 6.4 13.1 6.7 

2043 20.2 41.3 6.1 12.6 6.4 

2044 20.2 41.3 5.9 12.0 6.1 

2045 20.2 418.7 5.6 116.8 111.2 

합계 2,420.60 2,656.99 1,664.92 1,608.67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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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분석

본 조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수요변화와 비용변화를 ±10% 범위 안에서 10% 
포인트를 가감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할인율은 4.5%을 기준으로 3.5%에서 

5.5%까지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기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0 민감도분석[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B/C비율 NPV(억원) IRR(%)

할인율

3.50% 1.08 269.9 4.76%

4.50% 1.01 47.1 4.76%

5.50% 0.96 -114.3 4.76%

총사업비

10.00% 0.92  -284.0  3.14%

0.00% 1.01  47.1  4.76%

-10.00% 1.12  348.0  6.77%

수요

10.00% 1.12  382.8  6.77%

0.00% 1.01  47.1  4.76%

-10.00% 0.92  -258.2  3.14%

표 3.1.61 민감도분석[인천신항, 케이슨식]

구분 B/C비율 NPV(억원) IRR(%)

할인율

3.50% 0.46 -4,564.5 922.80%

4.50% 0.43 -4,426.2 922.80%

5.50% 0.41 -4,263.0 922.80%

총사업비

10.00% 0.39  -5,204.5  1350.73%

0.00% 0.43  -4,426.2  922.80%

-10.00% 0.47  -3,718.5  673.56%

수요

10.00% 0.47  -4,090.4  673.56%

0.00% 0.43  -4,426.2  922.80%

-10.00% 0.39  -4,731.4  13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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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2 민감도 분석 결과[부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B/C비율 NPV(억원) IRR(%)

할인율

3.50% 1.06 96.8 7.46%

4.50% 1.04 57.7 7.46%

5.50% 1.02 30.5 7.46%

총사업비

10.00% 0.94  -97.4  -

0.00% 1.04 57.7 7.46%

-10.00% 1.14 198.7 -

수요

10.00% 1.14  218.6  -

0.00% 1.04  57.7  7.46%

-10.00% 0.94  -88.5  -

표 3.1.63 민감도 분석 결과[부산 가덕도, 케이슨식]

구분 B/C비율 NPV(억원) IRR(%)

할인율

3.50% 0.99 -26.4 -

4.50% 0.97 -56.3 2.86%

5.50% 0.95 -75.3 -

총사업비

10.00% 0.88  -222.7  44.85%

0.00% 0.97  -56.3  2.86%

-10.00% 1.06  95.1  -

수요

10.00% 1.06  104.6  -

0.00% 0.97  -56.3  2.86%

-10.00% 0.88  -202.5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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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30부문)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며, 조성 

예정지인 부산 가덕도(1안, 2안)와 인천신항(1안, 2안)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다. 

가.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10)

(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이다. 투입구조는 생산 활동에 사용한 원ㆍ부재료

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

가가치로 구분된다. 가로(행)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

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이다.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원 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산업간 거래내역

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는 외생

부문에 해당된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 속에 국내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된다.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

수요에 포함되며, 지역내 총산출액은 총수요(중간수요+최종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

제하여 산출한다. 
-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 총산출액 = 총투입액

-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투입구조]
-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 - 수입 - 이입[배분구조]
- 총수요(= 총공급) = 중간수요 + 최종수요

그림 3.1.67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2005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2009))

10) 한국은행(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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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산업연관표는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 사

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 활동을 위해 자기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

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 임금, 이윤, 생산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 투입내

역을 포함한다.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기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 활동에 원

부재료로 판매된 내역, 자기지역ㆍ타 지역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

역을 포함한다.

그림 3.1.68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2005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2009))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1) 분석 모델 구축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 간 직 간접 파급효과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통합대분류(30부문표)의 생

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재화

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해 다시 

부가가치, 고용을 유발한다. 최종수요와 부가가치, 취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

는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하였으며,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생산유발효

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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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11)

(가)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지역 및 타 지

역에서 직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를 의미한다.
- 생산유발액 = 부가가치유발액 + 중간재투입액

16개 광역자치단체별 30개 산업부문(전체 480부문)을 분석해야 하므로 무한히 계속되

는 생산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생산유

발계수를 이용한다.
생산유발계수 도출 과정은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각 지역의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중간수요( )와 최종수요()로 배분한다.
두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으로 표현

이 가능한다.

    
  

   (3.1.8)

    
  

   (3.1.9)

이 수급방정식은 투입계수( )를 이용하면 다음의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3.1.10)


 

 
 

  (3.1.11)

 투입계수로 된 수급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행렬 형식으로 표기하면, 






 



 



































 (3.1.12)

        (3.1.13)

단, 


 
 , 


 

 (3.1.14)

이 수급방정식      를 산출액  에 대해 정리하면,

     (3.1.15)

       (3.1.16)

     
 
  (3.1.17)

11) 한국은행(2009),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의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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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국산투입계수행렬,  는 총산출액 백터,   는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

요 백터,  는 단위행렬을 의미하며,    
  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나타낸다.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며, 이는 생산과정을 통

해 다시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 부가가치유발액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순생산세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계수   가 필요하다.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으며,  는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을 

의미한다.
















 


















 (3.1.18)

       
 
  (3.1.19)

여기서,      
 

 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나타낸다.

① 취업유발효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생산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유발함과 동시

에 취업을 유발한다. 생산 활동은 중간재에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이

루어지며,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은 노동의 수요를 수반하며, 취
업유발효과는 고용유발에 무급종사자 및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부가가치 및 수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을 

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계수(=)의 대각행렬인 을 이용하면 최종수요가 각 지역

에 어느 정도의 취업을 유발하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3.1.20)

      

  (3.1.21)

여기서,     
 

 는 취업유발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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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지역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직ㆍ

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

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 지역 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 투자비 내역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수처리시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지를 부산 가덕도와 인천

신항 장래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두 부지는 각각 2개의 안(1안은 사석경사+시트파

일식, 2안은 케이슨식)으로 구분하였다.

① 인천신항 장래부지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 시 총사업비

 - 1안의 총사업비는 646,065백만 원, 2안은 1,042,375백만 원

 - 인천신항 장래부지는 부산 가덕도에 비해 육상반입기지 비용이 추가

 - 육상반입기지 사업비는 공사비 다음으로 많은데, 일본 고베에 있는 반입기지 사례를 

적용하여 1안과 2안 모두 43,907백만 원으로 산출

② 부산 가덕도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 시 총사업비

- 1안의 총사업비는 206,733백만 원, 2안은 219,613백만 원

- 1안은 공사비가 147,99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처리시설 22,757백만 원, 
부대비 11,306백만 원 순

- 2안 역시 공사비가 160,956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처리시설, 부대비 순으로 조사

표 3.1.64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 사업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산 가덕도 인천신항 장래부지

1안
(사석경사+시트파일식)

2안
(케이슨식)

1안
(사석경사+시트파일식)

2안
(케이슨식)

1. 조사비 298 298 122 122
2. 설계비 18,274 30,831 5,760 6,242
3. 공사비 483,432 825,616 147,994 160,956
4. 보상비 - - - -
5. 부대비 18,664 24,204 11,306 11,640
6. 수처리시설 22,757 22,757 22,757 22,757
7. 육상반입기지 43,907 43,907 - -
8. 부가가치세 58,733 94,761 18,794 17,896
9. 총사업비 646,065 1,042,375 206,733 2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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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에 대

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하였다.

(가) 인천신항 1안(사석경사+시트파일식)

① 사업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유발되는 효과 

- 생산유발효과 7,980.2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759.02억원, 취업유발효과 7,018.72명으

로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사업대상지인 인천광역시가 55.65%
를 차지

② 사업시행으로 전국에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14,340.2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06.41억원, 취업유발효과 9,949.74명

③ 사업시행지역 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 사업시행지역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 서울, 충남, 경북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경기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488.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10.38% 차지 
- 서울의 생산유발액은 1,110.40억원으로 전체의 7.74% 차지

- 충남의 생산유발액은 967.66억원으로 전체의 6.75% 차지

- 경북의 생산유발액은 589.92억원으로 전체의 4.11% 차지

표 3.1.65 지역별 파급표과 추계결과(인천신항 1안)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 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 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110.40 7.74 520.22 11.05 908.81 9.13
인천 7,980.22 55.65 2,759.02 58.62 7,018.72 70.54
경기 1,488.62 10.38 487.08 10.35 773.45 7.77
대전 64.61 0.45 24.45 0.52 56.84 0.57
충북 367.46 2.56 116.51 2.48 140.05 1.41
충남 967.66 6.75 226.55 4.81 175.40 1.76
광주 52.84 0.37 19.02 0.40 44.13 0.44
전북 153.63 1.07 43.73 0.93  89.58 0.90
전남 478.48 3.34 79.11 1.68 90.83 0.91
대구 102.13 0.71 37.32 0.79 82.67 0.83
경북 589.92 4.11 129.58 2.75 146.37 1.47
부산 167.72 1.17 60.01 1.28 125.76 1.26
울산 374.55 2.61 66.46 1.41 52.79 0.53
경남 317.83 2.22 89.53 1.90 135.08 1.36
강원 108.14 0.75 40.41 0.86 87.30 0.88
제주 15.99 0.11 7.39 0.16 21.95 0.22
전국 14,340.20 100.00 4,706.41 100.00 9,949.7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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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천신항 2안(케이슨식)

① 사업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유발되는 효과 

- 생산유발효과 12,867.3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413.79억원, 취업유발효과 11,275.79명
으로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사업대상지인 인천광역시가 55.41%
를 차지

② 사업시행으로 전국에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23,222.1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582.10억원, 취업유발효과 16,033.14명

③ 사업시행지역 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 사업시행지역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 서울, 충남, 경북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경기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424.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10.44% 차지

- 서울의 생산유발액은 1,796.76억 원으로 전체의 7.74% 차지

- 충남의 생산유발액은 1,584.20억 원으로 전체의 6.82% 차지

- 경북의 생산유발액은 964.07억 원으로 전체의 4.15% 차지

표 3.1.66 지역별 파급표과 추계결과(인천신항 2안)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 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1,796.76 7.74 842.10 11.11 1,470.67 9.17 
인천 12,867.38 55.41 4,413.79 58.21 11,275.79 70.33 
경기 2,424.79 10.44 793.31 10.46 1,256.23 7.84 
대전 104.57 0.45  39.64 0.52 92.18 0.57 
충북 600.93 2.59 190.57 2.51 228.44 1.42 
충남 1,584.20 6.82 370.99 4.89 286.36 1.79 
광주 85.80 0.37 30.89 0.41 71.59 0.45 
전북 249.81 1.08 71.17 0.94 145.74 0.91 
전남 779.55 3.36 128.87 1.70  147.70 0.92 
대구 165.95 0.71 60.63 0.80 134.09 0.84 
경북 964.07 4.15 211.50 2.79 238.18 1.49 
부산 272.23 1.17 97.42 1.28 203.96 1.27 
울산 607.75 2.62 108.12 1.43 85.74 0.53 
경남 516.60 2.22 145.45 1.92 219.21 1.37 
강원 175.97 0.76 65.71 0.87 141.74 0.88 
제주 25.78 0.11 11.94 0.16 35.52 0.22 
전국 23,222.14 100.00 7,582.10 100.00 16,033.1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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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산 가덕도 1안(사석경사+시트파일식)

① 사업지역인 부산광역시에 유발되는 효과 

- 생산유발효과 2,610.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87.19억 원, 취업유발효과 2,459.94
명으로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사업대상지인 부산광역시가 

58.30%를 차지

② 사업시행으로 전국에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4,478.1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30.91억원, 취업유발효과 3,285.34명

③ 사업시행지역 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 사업시행지역인 부산광역시를 제외하면 경남, 경기, 서울, 전남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경남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0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6.79% 차지 

- 경기도의 생산유발액은 267.32억원으로 전체의 5.97% 차지

- 서울과 전남은 각각 238.37억원(5.32%), 207.94억원(4.64%)으로 분석 

표 3.1.67 지역별 파급표과 추계결과(부산 가덕도 1안)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238.37 5.32 111.14 7.26 196.50 5.98
인천 73.67 1.65 20.63 1.35 33.88 1.03
경기 267.32 5.97 91.33 5.97 151.82 4.62
대전 19.74 0.44 7.68 0.50 17.96 0.55
충북 72.52 1.62 23.16 1.51 29.18 0.89
충남 172.71 3.86 38.40 2.51 35.01 1.07
광주 14.37 0.32 5.49 0.36 14.53 0.44
전북 46.48 1.04 12.94 0.85 27.37 0.83
전남 207.94 4.64 32.46 2.12 32.09 0.98
대구 40.59 0.91 15.15 0.99 34.57 1.05
경북 185.97 4.15 44.25 2.89 52.72 1.60
부산 2,610.87 58.30 987.19 64.48 2,459.94 74.88
울산 177.52 3.96 33.70 2.20 28.09 0.86
경남 304.01 6.79 90.80 5.93 135.45 4.12
강원 39.12 0.87 13.30 0.87 28.26 0.86
제주 7.01 0.16 3.30 0.22 8.00 0.24
전국 4,478.19 100.00 1,530.91 100.00 3,285.3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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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산 가덕도 2안(케이슨식)

① 사업지역인 부산광역시에 유발되는 효과 

- 생산유발효과 2,772.9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43.73억원, 취업유발효과 2,606.88명
으로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비중은 사업대상지인 부산광역시가 58.16%
를 차지

② 사업시행으로 전국에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4,768.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24.61억원, 취업유발효과 3,487.89명

③ 사업시행지역 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

- 사업시행지역인 부산광역시를 제외하면 경남, 경기, 서울, 전남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경남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324.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 대비 6.81% 차지 

- 경기도의 생산유발액은 285.62억원으로 전체의 5.99% 차지

- 서울의 생산유발액은 254.22억원으로 전체의 5.33% 차지

- 전남의 생산유발액은 222.69억원으로 전체의 4.67% 차지

표 3.1.68 지역별 파급표과 추계결과(부산 가덕도 2안)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254.22 5.33 118.57 7.30 209.65 6.01
인천 78.62 1.65 22.01 1.35 36.12 1.04
경기 285.62 5.99 97.57 6.01 162.11 4.65
대전 20.92 0.44 8.15 0.50 19.11 0.55
충북 77.61 1.63 24.78 1.53 31.18 0.89
충남 184.81 3.88 41.09 2.53 37.40 1.07
광주 15.32 0.32 5.85 0.36 15.47 0.44
전북 49.75 1.04 13.85 0.85 29.25 0.84
전남 222.69 4.67 34.76 2.14 34.31 0.98
대구 43.31 0.91 16.17 1.00 36.86 1.06
경북 199.01 4.17 47.33 2.91 56.29 1.61
부산 2,772.98 58.16 1,043.73 64.24 2,606.88 74.74
울산 189.12 3.97 35.97 2.21 29.92 0.86
경남 324.76 6.81 97.04 5.97 144.63 4.15
강원 41.90 0.88 14.23 0.88 30.19 0.87
제주 7.46 0.16 3.52 0.22 8.52 0.24
전국 4,768.10 100.00 1,624.61 100.00 3,487.8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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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최종처리장 매립부지 활용 사업화 개념모델 도출 

1. 개요

해상 최종처리장 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을 위한 2단계 연구로 혜인

이엔씨에서 추정 제시한 권역별 후보지에 대한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투자를 통

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가. 당해연도 연구 수행 체계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 연구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수행 체계를 수

립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2.1 당해연도 연구 수행 체계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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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개략 재무타당성 분석

가. 접근 방법

당해연도에는 해상최종처리장 민자유치 방안 수립을 위한 2단계 연구로서 1차년도 연

구를 통하여 도출한 재무분석 알고리즘과 금년도 산출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무타

당성 분석을 수행, 각 사업대상 권역에 대하여 최적 민자사업모델을 검토하였다. 

(1) 재무분석 알고리즘

해상 최종처리장 사업화를 위한 개략 재무분석 시 적용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본 재무분석 알고리즘의 구성은 1단계 연구방법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입으로 구분하되 해상최종처리장 

사업 특성을 감안하였다. 
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항목을 준용하여 분석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으로 

구성된다. 다만, 본 개략분석 단계에서 보상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공사비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해상처리장 공법에 따라 사석

권역별 후보지 민자사업방식
분석 및 최적 사업방식 도출

선정된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재무분석 모델 구축

현금흐름/재무제표 작성 및
추정

주요 사업성 지표 및 적정
사업수익률 도출

혜인 제시 사업비 및 운영비 반영, 일부
일본 사례 자료 및 국내 참고사례 반영

- 사업방식별로 사업수익률(IRR), 
NPV, DSCR 등 산출

- 구축 재무모델에 기초, 현금흐름
분석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

- 후보지/시공방식/사업방식 별
재무모델 구축

- 1차년도 연구 결과 도출된 밸류체인, 
재무분석 알고리즘 활용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

- 주요 요인 별 민감도 분석 수행
-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복합민감도

시나리오 도출 및 검토

그림 3.2.2 해상최종처리장 재무타당성 검토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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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시트파일식과 케이슨식으로 추진 시 권역별 후보지의 사업비를 산정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운영설비비는 수처리시설 비용으로 권역에 따라 육상반입기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

용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사업비 추정 세부내역은 혜인이엔씨가 제시한 내용을 준용하

여 반영하였으며 본 보고서 ‘나.(2)(가) 사업비’ 부분에 권역별/공사방식별 내역을 서술하

였다. 
운영비는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 해상운반비(필요 시), 보험료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본 해상처리장 사례의 단위당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를 일본

과 국내간 환율, 물가 및 GDP 수준, 각 분석대상 후보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운반비를 반영하였다.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운영기간

(20년 가정) 동안 유형자산대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운영수입의 산정을 위한 수요는 혜인이엔씨에서 추정한 각 권역별 폐기물 수요량 추

정치를 적용하였으며, 처리단가는 매립재별 2017년 수도권매립장 반입단가를 적용하였다.
상기 내용에 기초, 재무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구조를 도식화한 내용은 아래 모델과 같다.

(2) 재무분석의 전제조건 및 한계점

2차년도 연구에서는 현재 단계까지 검토 제시된 기초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수행 하였

다. 본 연구단계에서는 세부 운영계획 및 설계 등이 수행되지 않은 바, 사업비 및 운영

비 등에 대한 가정 및 추정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는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추정이 가능하나 금년도 2단계 연구에서 운영비는 일본 사례에 따른 원단위 평균비용을 

개별 분석대상 사업지의 면적 및 용량에 적용하여 추정한 관계로, 향후 3단계 연구 시 

보완될 예정이다. 

사업수익률

순현금흐름

운영비사업비 운영수입

인건비

경 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수요추정 단가산정

• 세부항목선정
• 원단위 분석

수도권매립장
반입단가적용

권역별 미래
추정 발생량
적용 가정

공사비 기타사업비

적용 공법

입지조건
(해상, 지반, 
폐기물 특성, 
시공제의)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금년도
분석결과 및
타 사업
요율 준용

기간산정

건설기간 운영기간

부대사업

일본
사례
및
타
사업
참고
반영

그림 3.2.3 재무분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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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도 연구에서는 권역별/연도별 추정 발생량이 전부 해당 해상처리장에서 처

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해

상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가정은 타 시설로의 유입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

다. 개별 해상처리장에 대한 처리수요는 3단계 연구 시 재추정 및 보완분석할 예정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2차년도는 연구범위의 제한 및 분석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요소는 3단계 연구 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나. 개략 재무모델 작성

(1) 주요 가정사항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권역별 후보지 중 개략 재무성 분석은 ① 수도권역의 인천신항, 
② 부산권역의 가덕도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재무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천신항 및 가덕도에 해상처리장을 건설 

및 운영하는 경우 재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가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본 가정 사항들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본 보고서 후반

부에 추가로 서술하였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방식

기간가정

불변가격기준일 2017년 6월 30일

공사기간 2021.01.01 ~ 2025.12.31 (5년)

운영기간 2026.01.01 ~ 2045.12.31 (20년)

재정지원

건설보조금 총사업비의 30%(BTL은 별도)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 BTOrs 및 BTOa 적용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수입 BTL 적용사항

물가상승률 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연 1.50%

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운영설비비 혜인이엔씨 추정 제시 금액 

보상비 미반영 

기타 

사업비

부대비

감리비 등주1) 혜인이엔씨 추정 제시 금액

보험료 항목별 부보대상 금액 × 보험요율주2)

금융부대비 관리수수료, 약정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주3)

제세공과금 매입세액불공제 및 운영설비취득세

영업준비금 주식발행비용 0.52%, 개업비 미반영

운영수입 단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단가 
(2017.1.1)

표 3.2.1 재무분석 주요 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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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혜인이엔씨 추정 제시 부대비항목은 감리비, 설계VE, 사전재해영향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수치모형
실험비, 해상교통안전진단비, 해역이용협의비, 에너지이용계획비, 도시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구
성된다.

   2)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보험요율 및 부보대상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보대상 × 보
험요율)

   3) 금융부대비용 세부가정은 다음과 같다.

   4)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단가 (2017.1.1)

   5) 혜인이엔씨 추정 제시 권역별 매립재 처리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기폐기물: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구   분 내   용

수요
대상: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소각재

혜인이엔씨 추정 제시 권역별 수요주5) 

운영비 

일본 해상처리장 

단가 활용주6)

인건비 면적 기준: 면적당 인건비 x 75%주7)

제경비 매립수용용량 기준

유지관리비 면적 기준

보험료 민자사업 평균 보험요율 적용주8)

대체비 설비대체 미발생 가정

해상운반비(인천신항 해당)
운송거리당 단가: 3,300천원/25km
일 운반횟수: 2회
가덕도: 해당사항 없음(육상운반)

구  분 부보대상 보험요율

건설공사보험 공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0.55%

예정이익상실보험 운영초기 12개월간 인건비, 제경비 및 지급이자 0.80%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개업비 중 인건비 0.66%

구  분 내     용

관리수수료 약정액의 1.6% (약정 시 50%, 최초인출 시 50%)

약정수수료 분기별 미인출잔액의 0.3%

대리은행수수료 연 8천만원

구  분 내     용

건설폐기물 77,092원/톤

생활폐기물 44,985원/톤

소각재 44,985원/톤

구  분
내     용

20년 수요 연평균 수요 연 증가율(CAGR)

수도권
무기폐기물 14,192,935톤 709,647톤 (-)0.4%

소각재 6,484,741톤 324,237톤 (-)0.5%

부산권
무기폐기물 5,374,688톤 268,734톤 1.0%

소각재 502,496톤 25,125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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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사례의 운영비 평균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 및 본 분석 시 적용한 단가 환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7) 일본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및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하여 일본 해상처리장 인건비 평균단가 대비 
75% 비율을 적용하였다.

   8) 운영보험료는 민자사업 평균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부보대상 × 보험요율)

(2) Raw Data 추정 결과

분석권역은 수도권 및 부산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도권 및 부산권역의 대상후보지

는 각각 인천신항과 가덕도이다. 혜인이엔씨 제시 인천신항 및 가덕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업비는 각 분석대상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혜인이엔씨에서 추정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대상 사업비별 사석경사+시트파식과 케이슨식을 적용한 경우 각각

의 사업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운영수입은 폐기물처리수입으로 구성되며, 수요는 혜인이엔씨 제시 추정처리량을 적

용하였고 단가는 2017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하였다. 혜인이엔씨는 권

역별/매립재별 추정 매립처리량을 제시하였으며, 금년도 분석에서는 각 권역별 추정 처

리 전량을 해당 해상처리장 사업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  분
일본 사례 평균값 

(2013)

일본CPI 
변동분

(~2017.09)

환  율

(2017.10)
적  용

인건비 714.5엔/㎡ 년

100.50% 10.02원/엔

7,193원/㎡
제경비(매립비 포함) 2.6천엔/㎥ 26,174원/㎥

유지

관리비

시설점검 및 보수비 219.8엔/㎡ 년  2,213원/㎡
침출수 처리비 161.9엔/㎡ 년 1,630원/㎡
수질 모니터링비 41.5엔/㎡ 년 418원/㎡

소계 423.2엔/㎡ 년 4,260원/㎡

구   분 일본
환율

(2017.10)
원화 환산 한국 비율

최저임금 848엔 10.02원/엔 8,497원 6,470원 76.14%
1인당 GDP $38,282 N/A N/A $29,115 76.10%

구   분 부보대상 보험요율

완성토목공사물보험 공사비 및 운영설비비 0.07%

기업휴지보험 연간 인건비, 제경비 및 지급이자 0.12%

사용재배상책임보험 인건비 0.40%

구 분 인천신항 가덕도

면적(m2) 1,801,000 427,000

수용처리용량(만m3) 3,379 875

표 3.2.2 분석 대상후보지 면적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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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는 1차년도와 유사하게 일본 해상처리장 사례의 평균 인건비, 제경비, 유지보수

비 단가를 활용하되, 인건비는 일본과 국내의 최저임금 및 1인당 GDP 수준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조정하였다. 또한 부산권 가덕도는 육상운반이 가능하나, 수도권 인천신항은 

해상운반이 필요하여 해상운반비를 반영하였다.  

(가) 사업비

사업비는 혜인이엔씨 추정 사업비항목과 기타 사업비항목(부대비 중 금융부대비용, 제
세공과금, 영업준비금)으로 구분 기재하였다. 

주 1) 육상반입기지는 하역, 유지관리장비 및 매립 관련 시설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가정

2) 기타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은 재무분석 단계에서 별도 기술

구  분

인천신항(수도권) 부산 가덕도(부산권)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조사비   298    298     122      122 
설계비       11,657  30,588 5,760    6,242 
공사비 306,116 818,973 147,994 160,956 
보상비   -      -    -   - 
부대비 15,233 24,104 11,306 11,640 
  책임감리비 9,428 18,299  5,831 6,165 
  설계 VE  100   100      100      100 
  사전재해영향검토   55        55   25      25 
  환경영향평가   1,400  1,400  1,400   1,400 
  수치모형실험 200 200   200    200 
  해상교통안전진단    300    300        -    - 
  해역이용협의  100 100   100   100 
  에너지이용계획 200     200 200 200 
  도시계획     200 200 200 200 
  사후환경영향조사    3,250 3,250   3,250 3,250 
운영설비비  52,600 52,600   22,757 22,757 
  수처리시설    22,757 22,757 22,757 22,757 
  육상반입기지주1) 29,843    29,843    -       - 
기타 사업비주2) 76,688 112,911
  금융부대비용 5,611 12,800 2,968 3,151
  보험료 2,491 5,573 1,133 1,211
제세공과금 39,825 93,891 19,335 20,713
영업준비금 271 647 131 141
총사업비 434,101 1,039,474 211,506 226,934

표 3.2.3 사업비 요약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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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폐기물 처리량)
본 분석대상 운영기간은 2026년~2045년으로 연도별 무기폐기물(생활폐기물, 건설폐기

물) 및 소각재의 추정 폐기물처리량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 인천신항

구  분 소각재
무기폐기물

생활 건설

2026 918.4 1,905.4 89.2 

2027 917.9 1,904.0 90.6 

2028 917.2 1,901.4 91.9 

2029 915.7 1,897.9 93.3 

2030 913.9 1,893.9 94.7 

2031 911.9 1,889.8 96.0 

2032 909.4 1,884.6 97.4 

2033 906.3 1,878.4 98.8 

2034 902.7 1,871.3 100.1 

2035 898.5 1,862.7 101.5 

2036 893.8 1,853.3 102.9 

2037 888.7 1,842.7 104.2 

2038 882.9 1,831.2 105.6 

2039 876.9 1,818.9 106.9 

2040 870.3 1,805.3 108.3 

2041 863.5 1,791.1 109.7 

2042 856.2 1,776.2 111.0 

2043 848.7 1,760.9 112.4 

2044 840.8 1,744.5 113.8 

2045 832.8 1,728.0 115.1 

표 3.2.4 연도별 추정 폐기물처리량(수도권)

(단위: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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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산권 – 가덕도

구  분 소각재

무기폐기물

생활 건설

2026 73.4 153.5 507.4 

2027 73.2 153.0 516.3 

2028 72.9 152.5 525.3 

2029 72.6 151.8 534.2 

2030 72.2 151.0 543.2 

2031 71.8 150.1 552.1 

2032 71.4 149.2 561.1 

2033 70.9 148.2 570.0 

2034 70.3 147.1 578.9 

2035 69.8 145.8 587.9 

2036 69.1 144.5 596.8 

2037 68.5 143.1 605.8 

2038 67.8 141.7 614.7 

2039 67.0 140.1 623.7 

2040 66.3 138.6 632.6 

2041 65.5 136.9 641.6 

2042 64.7 135.2 650.5 

2043 63.9 133.6 659.5 

2044 63.1 131.9 668.4 

2045 62.3 130.2 677.4 

표 3.2.5 연도별 추정 폐기물처리량(부산권)

(단위: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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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비

운영기간 20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별 추정 운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1) 면적/매립용량에 대한 일본사례의 운영비 평균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연간 인건비, 제경비,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2) 금년도 분석에서는 별도의 설비대체비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년도 시     
범사업 재무성 분석 시 추가 검토 예정이다.

상기 가정 적용 시, 각 사업지별 톤당 평균 운영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매출단가 

대비 59~99% 수준이다.

구  분

인천신항 가덕도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톤당 평균 운영비 45,637원/톤 45,971원/톤 40,668원/톤 40,697원/톤

매출단가 대비 비율 98.9% 99.6% 59.3% 59.3%

표 3.2.7 사업지별 톤당 평균 운영비

구  분

인천신항(수도권) 부산 가덕도(부산권)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케이슨식

인건비주1) 1,943        1,943 461 461 

제경비주1)  5,412        5,412        1,538 1,538 

유지관리비주1) 1,535        1,535 364 364 

보험료    65 134 27 29 

유형자산대체구입주2)  - - - -

해상운반비  482 482 - -

총운영비 9,437 9,506 2,390 2,392

표 3.2.6 항목별 운영비(20년)

(단위: 억원)

구  분 단가

인천신항 가덕도

면적

(천㎡)
용량

(만㎥)
금액 

(억원)
면적

(천㎡)
용량

(만㎥)
금액 

(억원)
인건비 7,193원/㎡ 1,801 N/A 1,943 427 N/A 461
제경비 26,174원/㎥ N/A 3,379 5,412 N/A 875 1,538

유지관리비 4,260원/㎡ 1,801 N/A 1,535 427 N/A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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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사카 광역임해환경정비센터의 2016년 폐기물처리수입 대비 폐기물처리비용은 

약 88.6% 수준으로 파악되어 인천신항 대비 낮은/가덕도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토된 것

으로 보인다.

(3) 민간투자사업 사업방식 관련 주요 가정사항

1차년도 연구에서 기 검토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으로 구성되며, 수익형 민자사업 중 

2015년 투자위험분담형이 신규 도입되었다. 투자위험분담형 BTO민간투자방식은 위험분

담형(BTOrs) 및 손익공유형(BTOa)으로 구성된다.
민자사업방식별 재무분석은 BTO, BTOrs, BTOa 및 BTL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사업방식별 적정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가) 목표수익률

각 사업방식별 목표수익률(세전불변사업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세부근

거는 후술한다. 

  1) BTO방식

BTO방식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평균 수익률 사례를 바탕으로 목표수

익률을 설정하였다. 
실시협약 체결된 BTO사업의 부문별(철도, 도로, 환경) 협약수익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폐기물처리수입(A) 11,225,134,170

폐기물처리비용(B) 9,944,143,546

수입 대비 비용(C=B÷A) 88.6%

표 3.2.8 오사카 광역임해환경정비센터 수입 대비 비용(2016)

(단위: 엔)

구 분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표 3.2.9 민자사업방식별 목표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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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문

최근 협약이 체결된 철도부문 사업수익률(세전불변)은 5.30% 수준이다. 

□ 도로부문

최근 협약이 체결된 도로부문 사업수익률(세전불변)은 5.19% 수준이다. 

구 분
실질수익률

실시협약 체결일
세전 세후

인천국제공항철도 12.11% 10.43% 2001년  3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10.57% 9.10% 2002년 12월

용인경량전철 10.56% 8.86% 2004년  3월

신분당선 전철 9.08% 8.00% 2005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0.31% 8.90% 2005년  5월

의정부경전철 8.99% 7.76% 2006년  4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6.10% 5.03% 2009년  4월

신분당선(정자~광교)전철 6.80% 6.12% 2009년 12월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6.85% 6.23% 2012년  4월

신림선 경전철 5.30% 4.63% 2015년  8월

평   균 8.67% 7.51%

표 3.2.10 BTO 협약수익률(철도부문)

구 분
실질수익률

실시협약 체결일
세전 세후

팔용터널 6.40% 6.02% 2013년 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5.62% 5.19% 2013년 9월

제물포터널 5.99% 5.39% 2014년 5월

수원외곽순환도로 5.99% 5.35% 2014년 8월

서부간선도로 5.89% 4.99% 2015년 3월

서울-문산 고속도로 5.57% 5.19% 2015년 5월

이천-오산 고속도로 5.38% 4.74% 2015년 5월

봉담-송산 고속도로 5.19% 4.68% 2015년 6월

평    균 5.75% 5.19%

표 3.2.11 BTO 협약수익률(도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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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문

최근 협약이 체결된 환경부문 사업수익률(세전불변)은 5.50% 수준이다. 

본 분석 시, 가장 최근의 환경부문 협약 사업수익률인 5.5%를 목표수익률로 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2) BTOrs방식 및 BTOa방식

BTOrs방식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의 평균 사업수익률은 2% 후반~3% 초반

으로 파악된다. BTOrs방식의 경우 기본계획상 산식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으

며, 사업제안서상 수익률 또한 동 산정방식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

획상 BTOrs방식 목표수익률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세전 실질수익률 실시협약 체결일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증설 BTO 사업 6.97% 2007년  8월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 6.04% 2007년  9월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6.00% 2008년 12월

울산 굴화 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6.04% 2008년 12월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 5.95% 2009년  9월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발전시설 BTO 사업 6.98% 2009년 11월

원주시 폐기물처리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6.95% 2011년  5월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6.85% 2011년  8월

대구광역시 폐기물 에너지화(RDF) 시설 민간투자사업 5.98% 2013년  2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6.26% 2013년  9월

시흥시 방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BTO) 5.80% 2013년 10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5.99% 2013년 12월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5.50% 2015년 11월

평   균 6.32%

표 3.2.12 BTO 협약수익률(환경부문)

  ××

 : 목표사업수익률(세전불변)
 :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불변수익률

 :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세전불변수익률

 : 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비율

 : 총민간사업비 중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의 비율

표 3.2.13 BTOrs방식 목표사업수익률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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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략 재무성 분석 시, BTOrs방식의 목표사업수익률은 3.51%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

여 산정하였다.

주 1)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분 경상사업수익률을 피셔방정식을 적용하여 불변수익률로 환산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리 및 수익률 비   고

지표금리(Rf) 1.8832%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불변가격기준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일 자 국채수익률

2016년 6월 30일 1.853%
2016년 6월 29일 1.853%
2016년 6월 28일 1.904%
2016년 6월 27일 1.898%
2016년 6월 26일 1.908%

평 균 1.8832%

가산금리(λ) 1.16%
전체 11개 시설유형의 BTL사업 평균 가산율 

(2005년~2015년)로 세부내역은 
3) BTL방식에서 후술함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분 
세전경상수익률(′ ) 3.0432% 지표금리+가산금리

물가상승률 1.50% 분석 시 적용된 가정

주무관청 투자위험분담분 
세전불변수익률( )

1.52% 물가상승률
 ′



BTOa방식의 경우 BTOrs방식 대비 사업위험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약 50bps 낮은 

수익률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3) BTL방식 

2005년~2015년(또는 2011년 ~ 2015년)의 각 시설유형별 BTL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평균 가산율은 1.16%로 확인되었다.
본 분석 시 BTL방식의 가산율(α)은 1.16%를 적용하였다. 

구 분  
주1)    (  ×   × )

내 용 5.50% 1.52% 50% 50% 3.51%

표 3.2.14 BTOrs방식 목표사업수익률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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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가정

사업방식별 적용된 투자위험분담비율, 금융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BTO BTOrs BTOa BTL
(세전불변)목표수익률주1) 5.50% 3.51% 3.01% 1.60%

투자위험

분담비율

사업시행자 100% 50% 30% -
정부 - 50% 70% 100%

운영수입 
귀속 및 

비용부담비율

사업시행자 100% 78.35%(1-ψ) 40% -

정부 - 21.65%(ψ)주2) 60%주3) 100%

자본구조

(조달비율)

자본금 15% 15% 15% 5%주4)

후순위 9% 9% 9% -
정부미보장 
선순위

76% 33.5% - -

정부보장 선순위 - 42.5% 76% 95%
합계 100% 100% 100% 100%

상환조건주5)

후순위
선순위상환 후 
10년 분할상환

좌동 좌동 -

정부미보장 
선순위

운영개시 후 
10년 분할상환

운영개시 후 
10년 분할상환

- -

정부보장 선순위 -
운영기간 

원리금균등상환
좌동 좌동

금리주6)

후순위 8.0% 좌동 좌동 좌동

정부미보장 
선순위

4.5% 좌동 좌동 좌동

정부보장 선순위 -
기준+가산

(3.04%)
좌동 좌동

표 3.2.16 민자사업방식별 주요 가정

시설유형 평균 가산율(α) 사업분야 갯수 대상기간

교육 1.20% 20

최근 5년 (2011~2015)
환경 0.91% 13
국방 1.14% 19
대학교 1.01% 11
문화관광 1.18% 27

전체기간 (2005~2015)

복지 1.34% 13
과학관 1.35% 6
정보통신 1.16% 4
학교복합 1.26% 3
철도 1.06% 5

그 외 공공청사 1.20% 46 최근 5년 (2011~2015)
계 1.16% 167

표 3.2.15 시설유형별 평균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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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각 사업방식별 목표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최근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
여 산정하였다.

   2) 주무관청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ψ)은 각 사업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산정공식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다.

산정공식     ψ

 ××

× 5.5% 1.52% 50% 50% 21.65%

   3) BTOa방식의 경우 초과수입 환수비율을 기재하였다.
   4) 기본계획상 자본비율은 5%~15% 범위 내에서 설정가능하며, 본 분석 시 5%를 적용하였다.
   5) 신규사업방식 표준재무모델(안) 사례 및 각 사업방식별 비교가능성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정부미보장 

선순위차입금은 분석대상 운영기간의 50%인 10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고, 후순위차입금은 정부미보장 
선순위차입금 상환 완료 후 잔여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정부보장 선순위
차입금은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운영기간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6) 투자위험분담주체별 타인자본 조달금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험분담주체 타인자본 조달금리 가정 비고

사업시행자

후순위 연 8.0% 최근 금융시장 등을 고려한 BTO사업 후순위 금리 
수준

선순위

(정부미보장)
연. 4.5% 최근 금융시장 등을 고려한 BTO사업 선순위 금리 

수준

주무관청
선순위

(정부보장)
기준: 1.88%
가산: 1.16%

기준금리(Rf): 불변가격기준일(2017.06.30) 직전 5영
업일의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평균값

가산금리: 2005~2015년 BTL 평균 가산율

 

사업방식 세전불변수익률 비       고

BTO 5.50% 최근 BTO 사업수익률 사례 참고

BTOrs 3.51%
목표사업수익률 산정공식에 따라 산출

(세부내용은 표3.2.9 BTOrs방식 목표사업수익률 산정결과 참조)

BTOa 3.01% BTOrs 대비 50bps 낮은 수준(=3.51%-0.5%)

BTL 1.60%

세전경상수익률(*)을 불변기준으로 환산
(*) 세전경상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금리(지표금리)에 프리미엄(가산율; α)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본 분석 시 세전경상수익률은 기준금리 1.88%(불변가
격기준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및 가산금리 1.16%(BTL 평균 가산율)의 
합계인 3.04%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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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성 분석 결과

기본안의 재무성 분석은 권역, 시공방식,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였

다. 권역은 수도권 및 부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사석경사+시트파일식과 케이슨식 공법에 

따른 공사비를 각각 적용하였다. 민자사업 추진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TO, 
BTOrs, BTOa 및 BTL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안 재무성은 각 대안별로 산출된 세전불변수익률과 각 민자방식별 목표사업수익

률과 비교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누적 부채상환비율(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을 금융조달 가능성 및 상환안정성 지표로 판단, 비교하였다.
한편, BTL은 투자비 및 운영비를 세전경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인 바, 운영가정에 따라 사업수익률이 변동하지는 아니하나 타 민자사업

방식(BTO, BTOrs, BTOa)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 기재하였다. 

 

(가) 재무성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민자사업방식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세전사업수

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할인율 4.5% 적용한 결과 각 사업방

식별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부(-)의 금액이 산출되었다.

그림 3.2.4 재무성 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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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BTOrs 및 BTOa의 운영수입은 폐기물처리수입 및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한 순액)으로 구성

BTOrs 및 BTOa는 BTO방식 대비 연평균 운영수입이 높다. 그 이유는 운영기간동안 

주무관청의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순액기준으로 환수금 

보다 투자위험분담금이 많아 연평균 운영수입이 BTO방식 대비 높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공사비(불변)       3,061        3,061        3,061        3,061 

기타사업비(불변) 1,280        1,278        1,274        1,303 

총사업비(불변)  4,341        4,339        4,335        4,364 

총투자비(경상) 5,070        5,026        4,988        5,087 

건설보조금(경상) 1,427        1,426        1,425     N/A 

총민간투자비(경상)    3,643        3,600        3,563        5,087 

연평균 처리량(건설폐기물) 37,293톤 37,293톤 37,293톤 37,293톤

연평균 처리량(생활폐기물) 672,354톤 672,354톤 672,354톤 672,354톤

연평균 처리량(소각재) 324,237톤 324,237톤 324,237톤 324,237톤

연평균 운영수입(불변)주1) 477 568 631 735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472 472 472 472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주1) 46,143원 54,926원 61,043원 71,128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5,637원 45,635원 45,638원 45,637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506원 9,291원 15,405원 25,492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N/A -3.33%/-3.33% 0.36%/0.34% 1.60%/1.54%

ROE N/A N/A N/A 1.15%

최소 단순DSCR 0.02 0.07 0.06 0.96 

최소 누적DSCR 0.02 0.07 0.06 1.06 

NPV(할인율 4.5% 적용) -2,259 -1,464 -937 -895 

표 3.2.17 사업방식별 개략 재무성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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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톤당 매출 비교

 
BTO, BTOs, BTOa의 경우 최소 누적DSCR이 ‘1’을 하회하여 차입원리금 상환이 안정

적으로 되려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기관은 대출약정 시 적

정 수준의 DSCR을 유지할 것을 사업시행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바, 상기와 같은 수

준의 DSCR로는 금융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재무성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케이슨식)
인천신항 케이슨식의 민자사업방식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목표수익률 수준에 미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공사비(불변)        8,190        8,190        8,190        8,190 

기타사업비(불변)        2,205        2,202        2,197        2,268 

총사업비(불변)       10,395       10,392       10,386       10,458 

총투자비(경상)       12,143       12,038       11,952       12,193 

건설보조금(경상)        3,417        3,416        3,414       - 

총민간투자비(경상)        8,726        8,622        8,537       12,193 

연평균 처리량(건설폐기물) 37,293톤 37,293톤 37,293톤 37,293톤

연평균 처리량(생활폐기물) 672,354톤 672,354톤 672,354톤 672,354톤

연평균 처리량(소각재) 324,237톤 324,237톤 324,237톤 324,237톤

연평균 운영수입(불변)주1) 477 697 857 1,107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475 475 475 475

표 3.2.18 사업방식별 개략 재무성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케이슨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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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BTOrs 및 BTOa의 운영수입은 폐기물처리수입 및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한 순액)으로 구성

케이슨식 투자비는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대비 약 2.3배 수준으로 투자위험분담금이 

‘(가)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대비 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지표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BTO, BTOs, BTOa의 경우 최소 누적DSCR이 ‘1’을 하회하여 차입원리금 상환이 안정

적으로 되려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기관은 대출약정 시 적

정 수준의 DSCR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 상기와 같은 수준의 DSCR로는 금융조달

이 어려울 수 있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주1) 46,143원 67,400원 82,858원 107,064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5,971원 45,965원 45,972원 45,970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172원 21,436원 36,886원 61,094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N/A -3.55%/-3.55% 0.35%/0.33% 1.60%/1.54%

ROE N/A N/A N/A 1.14%

최소 단순DSCR 0.00 0.02 0.01 0.96 

최소 누적DSCR 0.00 0.02 0.01 1.06 

NPV(할인율 4.5% 적용) -5,520 -3,595 -2,252 -2,145

그림 3.2.6 톤당 매출액 구성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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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성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민자사업방식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할인율 4.5% 적
용시 부(-)의 NPV(순현재가치)가 산출되었다. 수도권에 비하여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좋

아지지만 여전히 BTL방식을 제외하고는 세전사업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것으

로 산정되었다. 다만, BTOrs의 경우 수익률이 불변 3%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1) BTOrs 및 BTOa의 운영수입은 폐기물처리수입 및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한 순액)으로 구성

연평균 톤당 불변매출을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과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

식을 비교하면, BTOa는 유사한 수준이나 BTO 및 BTOrs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공사비(불변)        1,480        1,480        1,480        1,480 

기타사업비(불변)  635 634 630 644 

총사업비(불변)        2,115        2,114        2,110        2,124 

총투자비(경상)        2,464        2,443        2,424        2,473 

건설보조금(경상) 695 695 694    - 

총민간투자비(경상)        1,769        1,748        1,730        2,473 

연평균 처리량(건설폐기물) 216,213톤 216,213톤 216,213톤 216,213톤

연평균 처리량(생활폐기물) 52,521톤 52,521톤 52,521톤 52,521톤

연평균 처리량(소각재) 25,125톤 25,125톤 25,125톤 25,125톤

연평균 운영수입(불변)주1) 202 229 205 248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120 119 119 120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주1) 68,608원 77,834원 69,823원 84,273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0,668원 40,663원 40,665원 40,667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27,941원 37,172원 29,159원 43,606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0.79%/0.79% 3.14%/2.84% 1.17%/1.14% 1.60%/1.54%

ROE N/A 4.66% -3.97% 1.16%

최소 단순DSCR 0.47 1.00 0.87 0.96 

최소 누적DSCR 0.47 1.00 0.87 1.06 

NPV(할인율 4.5% 적용) -409 -163 -364 -433 

표 3.2.19 사업방식별 개략 재무성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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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의 폐기물처리단가는 수도권매립지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건설폐기물의 비중이 부산권이 수도권 대비 높기 때문에 톤당 매출액이 증

가되었다.

불변기준 총사업비,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의 좌

측은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이며 우측은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이다.

그림 3.2.7 연평균 톤당 매출(인천신항 케이슨식)

그림 3.2.8 폐기물의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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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총사업비, 운영비 및 운영수입의 구성비

(라) 재무성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케이슨식)

케이슨식 투자비는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대비 약 1.07배 수준으로 사업성 지표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자사업방식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할인율 4.5% 적용시 부

(-)의 NPV(순현재가치)가 산출되었으며 세전불변사업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공사비(불변) 1,610 1,610 1,610 1,610 
기타사업비(불변)  660 658 654  670 
총사업비(불변) 2,269 2,268 2,264 2,280 
총투자비(경상) 2,644 2,622 2,601 2,655 
건설보조금(경상)  746   746  744      - 
총민간투자비(경상) 1,898 1,876 1,857 2,655 
연평균 처리량(건설폐기물) 216,213톤 216,213톤 216,213톤 216,213톤
연평균 처리량(생활폐기물) 52,521톤 52,521톤 52,521톤 52,521톤
연평균 처리량(소각재) 25,125톤 25,125톤 25,125톤 25,125톤
연평균 운영수입(불변)주1) 202 232 208 257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120 120 120 120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주1) 68,608원 78,953원 70,664원 87,494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0,697원 40,692원 40,695원 40,697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27,911원 38,261원 29,969원 46,798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0.24%/0.24% 2.78%/2.53% 0.83%/0.82% 1.60%/1.54%
ROE N/A 3.95% N/A 1.16%
최소 단순DSCR 0.44 0.93 0.81 0.96 
최소 누적DSCR 0.44 0.93 0.81 1.06 
NPV(할인율 4.5% 적용) -492 -217 -421 -465 

표 3.2.20 사업방식별 개략 재무성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케이슨식)

(단위: 억원)

주1) BTOrs 및 BTOa의 운영수입은 폐기물처리수입 및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한 순액)으로 구성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280 ●●●

케이슨식 투자비가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대비 높은 바, BTOrs, BTOa의 투자위험분담

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L방식의 경우도 시설임대료가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대비 다소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 재무성 분석결과 소결

시공방식은 사석경사+시트파일식과 케이슨식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사석경사

+시트파일식이 케이슨식 대비하여 사업비가 인천신항의 경우 약 42%, 가덕도의 경우 약 

93% 수준인 바,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이 케이슨식 대비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만, 본 분석 시 케이슨과 사석경사+시트파일식에 따른 운영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인 바, 공법에 따라 운영비(예: 유지관리비, 대체비 등)가 크게 변동되는 경

우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 분석 단계에서는 공법에 따른 운영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2.11 시공방식별 사업비 비교

그림 3.2.10 연평균 톤당 매출(가덕도 케이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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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의 폐기물 수요는 ‘그림 3.2.8 폐기물의 구성 비교’와 같이 인천신항 대비 건설

폐기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 제시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단가(2017)는 

건설폐기물이 약 77,000원/톤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소각재 약 45,000원/톤 약 1.7배 수준

이다. 한편, 운영비는 분석대상 사업지의 면적 및 처리가능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 적용한 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높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중이 높은 가덕도가 인천신항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아 재무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와 같이 20년간 폐기물처리량은 인천신항이 가덕도의 약 3.52배인데 반해, 처리량 

대비 운영이익은 0.02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인천신항 대상사업지 면적 및 용량은 가덕도 대비 각각 4.22배 및 3.86배 수준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면적, 용량 대비 총사업비는 인천신항이 가덕도 대비 0.49
배~0.53배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케이슨식의 경우 인천신항이 가덕도 대비 1.09배~1.19
배로 사석경사+시트파일식과는 반대로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용량 대비 20년간 처리

량은 인천신항이 가덕도의 0.91배 수준으로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처리량 대비 운영이

익은 인천신항이 가덕도 대비 매우 낮으나, 규모 대비 사업비 측면에서 사석경사+시트

파일식의 경우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단위
인천신항

(가)

가덕도

(나)

배수

(다=가÷나)

폐기물 처리량(A) 톤 20,677,676 5,877,184 3.52배

폐기물 처리수입(B) 억원 9,541 4,032 2.37배

운영비용(C) 억원 9,437 2,390 3.95배

운영이익(D=A-C) 억원 105 1,642 0.06배

처리량 대비 처리수입(B/A) 원/톤 46,143 68,608 0.67배

처리량 대비 운영비(C/A) 원/톤 45,637 40,668 1.12배

처리량 대비 운영이익(D/A) 원/톤 506 27,941 0.02배

표 3.2.21 폐기물처리량 대비 폐기물처리수입, 비용, 이익의 비교 - BTO기준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282 ●●●

구분 단위
인천신항

(가)
가덕도

(나)
배수

(다=가÷나)

면적 m2 1,801,000 427,000 4.22배

용량 m3 33,790,000 8,750,000 3.86배

면적 대비 

사업비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원/m2 241,033 495,330 0.49배

케이슨식 원/m2 577,165 531,461 1.09배

용량 대비 

사업비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원/m3 12,847 24,172 0.53배

케이슨식 원/m3 30,763 25,935 1.19배

용량 대비 처리량 톤/m3 61.2% 67.2% 0.91배

표 3.2.22 면적, 용량 대비 사업비의 비교 - BTO기준

한편, BTO방식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인천신항 및 가덕도 모두 목표사업수익률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Ors 및 BTOa는 사업성에 따라 투자위험분담금이 발생

하는 구조인 바, 운영수입은 BTO 대비 높은 것으로 산정되어 일부 재무개선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L방식의 경우 투자비와 운영비를 시설임대료의 형태로 주무관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로, 실 이용자로부터 처리단가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취하는 

구조가 아닌 바, 세전경상수익률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설임대료수입이 매출이 된다. 따
라서 BTL방식으로 추진 시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나, 폐기

물처리수입 대비 시설임대료가 높으므로 주무관청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BTOrs방식의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이 가장 목표수익률에 근접

하기는 하나, 기본안상 목표수익률 수준에 미달하여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세전불변) 5.50% 3.51% 3.01% 1.60%

인천신항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N/A -3.33%/-3.33% 0.36%/0.34% 1.60%/1.54%

케이슨식 N/A -3.55%/-3.55% 0.35%/0.33% 1.60%/1.54%

가덕도

사석경사+
시트파일식

0.79%/0.79% 3.14%/2.84% 1.17%/1.14% 1.60%/1.54%

케이슨식 0.24%/0.24% 2.78%/2.53% 0.83%/0.82% 1.60%/1.54%

표 3.2.23 사업방식별 개략 수익률 분석결과 –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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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및 시나리오분석

기본안에 대한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리단가, 운영비, 사업비, 재정지원금에 대한 민감도를 수행하여 사업성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앞서 검토된 바에 따라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이 케이슨식 대비 사업비가 적고 운영비

는 공사기법에 따라 차등이 없는 바,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을 대상으로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처리단가 민감도

  ① 적정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단가 산정

기본안에 적용한 처리 단가 대비 특정 요율을 무기폐기물 처리단가와 소각재 처리단

가에 동일하게 적용, 각 사업방식별 목표수익률을 만족하는 요율을 역산하였다.
다만, BTL 사업방식의 특성상 사업자의 수입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

받는 구조인 바, 처리단가가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적정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단가 산정이 BTL 방식에서는 타 사업방식과는 다르게 민감

도에 영향이 없는 관계로, 본 검토에서는 비교목적상 BTL방식 가정 시 정부로부터의 지

급받은 임대료수입을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역으로 산정하여 비교 표기하였다.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단가 민감도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건설폐기물단가(원/톤) 122,306 104,768 113,942 118,835 

생활폐기물,소각재단가(원/톤) 71,369 61,135 66,488   69,343 

수도권단가 대비 적용 단가 1.59배 1.36배 1.48배 1.54배

연평균 운영수입(불변) 757억원 703억원 688억원 735억원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472억원 472억원 472억원 472억원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 73,206원 67,954원 66,497원 71,128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5,635원 45,634원 45,635원 45,637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27,571원 22,320원 20,861원 25,492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5.50%/4.92% 3.51%/3.16% 3.01%/2.82% 1.60%/1.54%

ROE 7.49% 5.27% 3.20% 1.15%

최소 단순DSCR 0.78 1.28 1.23 0.96 

최소 누적DSCR 0.78 1.30 1.52 1.06 

NPV(할인율 4.5% 적용)   258억원 -239억원 -345억원 -895억원 

표 3.2.24 단가 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284 ●●●

민자사업 방식별로 요구수익률을 만족하는 처리 단가 수준을 역으로 추정해 본 결과 

BTO방식이 수도권매립지 단가 대비 약 1.59배로 가장 높으며, BTOrs방식 하에서 적정 

단가 수준이 약 1.36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단가 수준이 상이하며 현재 사업 구조 하에서 목표수익

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분석에서 기본안으로 반영한 처리 단가인 수도권 매립장 단

가 대비 최소 130% 이상 높은 단가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단가 민감도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그림 3.2.12 목표수익률 달성 수준의 단가(수도권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건설폐기물단가(원/톤)     100,605      79,443      90,043      94,693 
생활폐기물,소각재단가(원/톤)      58,705      46,357      52,542      55,256 
수도권단가 대비 적용 단가 1.31배 1.03배 1.17배 1.23배
연평균 운영수입(불변) 263억원 234억원 226억원 248억원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119억원 119억원 119억원 120억원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 89,534원 79,480원 76,863원 84,273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40,665원 40,663원 40,665원 40,667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48,869원 38,818원 36,198원 43,606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5.50%/4.98% 3.51%/3.16% 3.01%/2.81% 1.60%/1.54%
ROE 7.55% 5.36% 3.53% 1.16%
단순DSCR 0.79 1.09 1.26 0.96 
누적DSCR 0.79 1.09 1.26 1.06 
NPV (할인율 4.5% 적용)     133억원 -120억원 -173억원 -433억원 

표 3.2.25 단가 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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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의 경우도 인천신항과 같이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단가는 BTOrs, BTOa, 
BTL, BTO 순으로 산정되었다.

가덕도 분석 결과 상기 인천신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리단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덕도의 사업성이 인천신항 대비 양

호하기 때문이다. 

그림 3.2.13 목표수익률 달성수준의 단가(부산권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그림 3.2.14 목표수익률 달성 수준의 단가 비교(수도권 vs 부산권) -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  분 내  용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1.59배 1.36배 1.48배 1.54배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1.31배 1.03배 1.17배 1.23배

표 3.2.26 수도권매립지 단가 대비 적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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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오사카 해상처리장 사례의 단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 1) 본 분석 기본가정 시 적용된 환율(10.02원/엔)을 적용하여 환산
2) 오사카처리장의 폐기물 명칭구분은 국내와 상이한 바, 기타산업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로 간주하여 비교
3) 부가세(일본 8%, 한국 10%) 제외 금액

민감도 분석결과 적정단가는 1.03배(가덕도, BTOrs)~1.59배(인천신항, BTO) 수준으로 

이는 일본 오사카처리장의 폐기물처리단가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운영수입 단가상승률 조정

오사카 해상처리장의 경우 처리 폐기물 단가를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매 3년마다 

1,700엔/톤(VAT 별도)씩 인상하며, 인상폭은 폐기물 종류에 따른 차등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 

및 소각재)의 경우 7.8%, 기타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의 경우 3.6%로 환산된다.

주 1) 2012~2014년 적용 단가, VAT 별도
2) 2015~2017년 적용 단가, VAT 별도

한편, 기본안 분석 시 처리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수준과 동일하게 연 1.5%를 가

정한 바 있다. 상기 ‘표 3.2.28 일본 오사카처리장 폐기물처리단가 연평균 증가율’ 대비 

낮은 수준의 단가상승률이다. 이에 처리단가 상승률이 연 2.0%~연 4.0% 인상시의 민감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단가상승률이 연 3.5%이상인 경우 BTOrs방식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Oa의 경우 연 4.0% 이상 단가 상승 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BTO방식은 단가상승률이 연 

4% 이하에서는 적정 수익률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산출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일본 단가주3) 원화 환산주1.3) 수도권 매립지 
대비 배수

건설폐기물단가주2)    17,100엔/톤 171,342원/톤     2.22배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단가주2) 8,400엔/톤     84,168원/톤 1.87배 

표 3.2.27 일본 오사카처리장 폐기물처리단가(2017)

구분 인상 전주1) 인상 후주2) 인상액 연평균 증가율

일반폐기물 6,700엔/톤 8,400엔/톤 1,700엔/톤 7.8%

기타 산업 폐기물 15,400엔/톤 17,100엔/톤 1,700엔/톤 3.6%

표 3.2.28 일본 오사카처리장 폐기물처리단가 연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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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의 경우 매출은 시설임대료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연평균 톤당 매출은 단가상

승률에 따라 변동하지 아니한다. BTO방식의 경우 단가상승률에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톤당 매출이 증가하나, 여전히 목표수익률에는 미달하고, BTOrs 및 BTOa 방식의 경우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 규모에 따라 증가폭이 상쇄된다. BTO방식과 BTOrs 및 BTOa의 

연평균 톤당 매출의 차이는 투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에 해당한다. 아래 그림과 같

이 단가 상승률이 증가할수록 그 폭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수입 증가

에 따라 투자위험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가상승률 연 

4.0%일 때, BTOa방식의 연평균 톤당 매출이 BTO 대비 낮은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환수금(순액 기준)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기본안(연 1.5%) N/A -3.33% 0.36% 1.60%

연 2.0% -7.28% -1.11% 0.24% 1.60%

연 2.5% -2.97% 0.78% 0.11% 1.60%

연 3.0% -0.07% 2.45% 1.19% 1.60%

연 3.5% 2.24% 3.97% 2.43% 1.60%

연 4.0% 4.21% 5.39% 3.60% 1.60%

표 3.2.29 단가 상승률 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그림 3.2.15 단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평균 톤당 매출 변화(인천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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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기본안(연 1.5%) 0.79% 3.14% 1.17% 1.60%

연 2.0% 2.39% 4.18% 2.24% 1.60%

연 2.5% 3.85% 5.20% 3.19% 1.60%

연 3.0% 5.20% 6.20% 4.16% 1.60%

연 3.5% 6.48% 7.17% 5.12% 1.60%

연 4.0% 7.69% 8.13% 6.06% 1.60%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은 단가상승률이 연 2.0%이상인 경우 BTOrs방식하 목

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Oa의 경우 연 2.5% 이상, BTO방

식의 경우 연 3.5% 이상 단가 상승 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3.2.30 단가 상승률 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TO방식과 BTOrs 및 BTOa의 연평균 톤당 매출의 차이는 투

자위험분담금(환수금은 차감)에 해당하며, 단가 상승률이 증가할수록 그 폭이 줄어든다. 
BTO 대비 톤당 매출이 낮은 것은 환수금이 투자위험분담금 보다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

한다. 이 경우 목표사업수익률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상의 사업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

석된다.  

그림 3.2.16 단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평균 톤당 매출 변화(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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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 민감도

기본안에서 매출 대비 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비 감소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천신항 운영비 민감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BTO방식은 운영비가 기본안 대비 30% 이하일 때, BTOrs는 60%, BTOa는 40% 이하 

수준일 때 적정사업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7 운영비 민감도 분석결과(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10% 9.06% 9.26% 6.86% 1.60%

20% 7.84% 8.29% 5.95% 1.60%

30% 6.52% 7.27% 4.99% 1.60%

40% 5.06% 6.17% 3.97% 1.60%

50% 3.42% 5.00% 2.86% 1.60%

60% 1.54% 3.72% 1.55% 1.60%

70% -0.71% 2.30% 0.16% 1.60%

80% -3.61% 0.71% 0.23% 1.60%

90% -7.98% -1.12% 0.30% 1.60%

100%(기본안) N/A -3.33% 0.36% 1.60%

표 3.2.31 운영비 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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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은 운영비가 기본안 대비 40% 이하일 때, BTOrs는 90%, BTOa는 70% 이하 

수준일 때 적정사업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목표수익률) 5.50% 3.51% 3.01% 1.60%

10% 8.21% 8.58% 6.29% 1.60%

20% 7.55% 8.06% 5.80% 1.60%

30% 6.87% 7.53% 5.30% 1.60%

40% 6.15% 6.97% 4.78% 1.60%

50% 5.39% 6.40% 4.24% 1.60%

60% 4.59% 5.80% 3.69% 1.60%

70% 3.74% 5.18% 3.10% 1.60%

80% 2.83% 4.53% 2.48% 1.60%

90% 1.86% 3.85% 1.87% 1.60%

100%(기본안) 0.79% 3.14% 1.17% 1.60%

가덕도 운영비 민감도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2.32 운영비 민감도 분석 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그림 3.2.18 운영비 민감도 분석결과(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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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민감도

사업비 민감도 분석결과를 수행하여 기본안 대비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일 경우 목표사

업수익률이 달성되는 지 검토하였다.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비 감소에 따른 기본안 대비 운영수입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BTO의 경우 

무관하므로 기본안과 운영수입이 동일하나, BTOrs와 BTOa의 경우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이 감소되어 운영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BTOrs와 BTOa의 경

우 총사업비 감소분에 비해 사업성 개선 효과는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BTL의 경우 총사업비 감소는 시설임대료 감소로 이어지므로 수입은 감소되나 사업

수익률에는 변동이 없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40% N/A -2.77% 0.37% 1.60%

50% N/A -2.96% 0.37% 1.60%

60% N/A -3.08% 0.37% 1.60%

70% N/A -3.17% 0.36% 1.60%

80% N/A -3.24% 0.36% 1.60%

90% N/A -3.29% 0.36% 1.60%

100%(기본안) N/A -3.33% 0.36% 1.60%

표 3.2.33 사업비 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그림 3.2.19 사업비 민감도에 따른 기본안 대비 운영수입의 변화(인천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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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BTO의 경우 기본안 대비 사

업비가 50% 이하인 경우, BTOrs는 90% 이하, BTOa는 70%이하인 경우 목표사업수익률

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비 감소에 따른 기본안 대비 운영수입의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양상은 인천

신항과 동일하나, 인천신항에 비해 총사업비의 규모가 운영수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덕도에서는 사업비 감소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40% 8.91% 9.14% 6.87% 1.60%

50% 6.73% 7.41% 5.24% 1.60%

60% 5.05% 6.13% 4.03% 1.60%

70% 3.70% 5.14% 3.08% 1.60%

80% 2.58% 4.35% 2.32% 1.60%

90% 1.62% 3.69% 1.76% 1.60%

100%(기본안) 0.79% 3.14% 1.17% 1.60%

표 3.2.34 사업비 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그림 3.2.20 사업비 민감도에 따른 기본안 대비 운영수입의 변화(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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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보조금 민감도

기본안에서는 건설보조금을 총사업비의 30%로 가정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수익구조

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바, 추가로 50% 재정지원 시나리오와 목표수익률을 만

족시키는 수준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역으로 산출하여 보았다.
인천신항은 건설보조금이 총사업비 대비 50%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BTO, 

BTOrs, BTOa의 세전불변수익률은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1) BTL의 경우 투자비를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인 바, 건설보조금은 없다.

상기와 같이 수도권 권역에서 BTO방식의 경우 재정지원율을 90%로 가정하였을 경우

에도 운영비용이 운영수입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정되는 관계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TOrs 방식 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BTOa 방식에서는 90% 재정

지원 가정 시 0.66%의 세전사업수익률을 보이나 목표수익률인 3.01%에는 미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덕도는 건설보조금이 총사업비 대비 50%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BTOrs방식

은 목표사업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 1) BTL의 경우 투자비를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인 바, 건설보조금은 없다.

목표사업수익률이 달성되는 건설보조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BTO 방식에서는 재정

지원 60.2% 가정 시, BTOrs 경우 재정지원 34.9%, BTOa의 경우 50.45% 재정지원 가정 

시 목표수익률이 충족되었다.

주 1) BTL의 경우 투자비를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인 바, 건설보조금은 없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주1)

건설보조금 30%(기본안) N/A -3.33% 0.36% 1.60%
건설보조금 50% N/A -3.21% 0.37% 1.60%
건설보조금 90% -16.24% -1.48% 0.66% 1.60%

표 3.2.25 건설보조금 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주1)

재정지원 30%(기본안) 0.79% 3.14% 1.17% 1.60%
재정지원 50% 3.53% 5.01% 2.96% 1.60%

표 3.2.36 재정지원 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주1)
사업수익률 5.50% 3.51% 3.01% 1.60%

건설보조금 비율 60.20% 34.90% 50.45% N/A

표 3.2.37 재정지원 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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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합민감도

목표사업수익률을 만족하는 적정 조합을 찾기 위해 상기 민감도 분석 결과를 감안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업비는 기본안 대비 90% 수준, 운영비는 기본안 대비 80% 수준을 가정하고 목표사

업수익률 달성이 가능한 폐기물처리단가를 분석하였다.  
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경우, 사업비 90%, 운영비 80% 수준 하, 수도권매립지 

단가 대비 1.14배(BTOrs), 1.24배(BTOa), 1.34배(BTO) 수준이면 목표수익률이 달성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의 경우, 사업비 90%, 운영비 80% 수준 하, 수도권매립지 

단가 대비 0.87배(BTOrs), 0.99배(BTOa), 1.12배(BTO) 수준이면 목표수익률이 달성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건설폐기물단가(원/톤)      103,265 87,499 95,748 N/A
생활폐기물, 소각재단가(원/톤) 60,257 51,058 55,871 N/A
수도권단가 대비 적용 단가 1.34 1.14 1.24 N/A
연평균 운영수입(불변) 639억원 590억원 577억원 620억원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383억원 382억원 383억원 383억원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 61,809원 57,091원 55,775원 59,939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36,997원 36,996원 36,998원 36,999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24,812원 20,095원 18,778원 22,941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5.50%/4.91% 3.51%/3.16% 3.01%/2.82% 1.60%/1.54%
NPV(할인율 4.5% 적용) 232억원 -215억원 -310억원 -806억원 

표 3.2.38 복합민감도 분석결과 – 수도권(인천신항 사석경사+시트파일식)

구분 세전사업수익률(불변)
사업방식 BTO BTOrs BTOa BTL

건설폐기물단가(원/톤) 85,958 66,954 76,475 N/A
생활폐기물, 소각재단가(원/톤) 50,158 39,069 44,625 N/A
수도권단가 대비 적용 단가 1.12 0.87 0.99 N/A
연평균 운영수입(불변) 225억원 198억원 191억원 211억원

연평균 운영비용(불변) 96억원 96억원 96억원 96억원

연평균 톤당 매출(불변) 76,498원 67,493원 65,128원 71,816원
연평균 톤당 운영비용(불변) 32,570원 32,569원 32,570원 32,573원
연평균 톤당 운영이익(불변) 43,928원 34,925원 32,557원 39,244원
세전/세후 불변 사업수익률 5.50%/4.98% 3.51%/3.16% 3.01%/2.81% 1.60%/1.54%
NPV(할인율 4.5% 적용) 119억원 -108억원 -156억원 -390억원 

표 3.2.39 복합민감도 분석결과 – 부산권(가덕도 사석경사+시트파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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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최근 사례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방식별 목표수익률을 설정

하고, 기본가정 적용 시 목표수익률 달성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부 사업성 개선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처리단가, 폐기물처리

단가 상승률, 운영비, 사업비, 건설보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BTL
의 경우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적정수익률(경상)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설임대료

로 회수되는 구조인 바, 상기 민감도 분석에 관계없이 수익률은 일정하나, 사업성 자체

의 개선요인이 없다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상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2단계 연구의 재무성 분석은 사업비 산출, 운영비 단가, 사업방식별 금융구조 및 

위험분담가정 등 다양한 가정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바,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입으로 볼 수 있다. 

본 2단계 연구에서는 대상 사업지에 대한 개략 재무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개별 운영계

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바 추정의 한계가 존재한다. 운영비는 고정비적 요소와 변동비적 

요소가 있으나 본 분석 시에는 일본 해상처리장 단위당 운영비 사례를 준용하여 면적 

또는 용량에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운영수입의 경우 각 권역별 추

정 수요가 100% 해당 해상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가정한 바, 수요확보가능성에 대

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단가와 수요는 경쟁시설이 있는 경우 역의 상관관

계가 존재하나 이러한 영향력은 본 검토 시 고려하지 않았다. 3차년도 시범사업 대상지 

분석 시, 적정 규모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입 전반적으로 3차년도에는 2차년도 대비 보다 구체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합 민감도 분석 결과 사업비 및 운영비 감소 및 운영수입(단가)의 증가를 통해 목표

사업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가정 하에서는 인천신항 대비 

가덕도가 사업성 개선 효과가 가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사업방식에 따른 적정 목표사업수익률 확보를 위해 운영구조개선 및 주무관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세부 검토는 향후 연구과제 수행 시 

진행될 예정이다.

3. 도입가능 부대사업 선별 및 개략 Biz Model

가.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1) 민간투자사업 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

업 또는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민간투자법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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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 포함된다.

사회기반시설 종류 사회기반시설 종류 사회기반시설 종류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 폐수처리
수 재이용시설

하천시설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공간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서 제외)

교육 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
한 시설, 군인의 복지 체육을 위한 
필요시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신 재생에너지 설비 자전거 이용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유치원 및 학교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표 3.2.40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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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며, 민간투

자비 회수방식에 따라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

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3조에서 제시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추진방식

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내 용

1.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
용 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
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
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류 후 시설물을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혼합형 방식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1~4 제외한 방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표 3.2.41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4) 주무관청 및 이용자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2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

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BTO는 Build-Transfer- Operate의 약어로, 민간사업

자가 인프라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물 일체를 정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정
부는 일정기간 사업권을 부여해 민간사업자가 운영(Operate)하여 이용요금 등을 통해 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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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BTO 사업방식의 이해

BTO 사업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공간(연안인접 또는 섬형태)을 이용하여 해상 

최종처리장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에게 부여받아야 하며, 이때의 주무관청

과 이용자를 정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
사회기반시설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사업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
사회기반시설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위치인 해양

을 관장하는 국가사업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 국고보조를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표 3.2.42 주무관청

구 분 내 용

권역별 해당 지자체
권역별 해당 지자체 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중

간처리시설

권역별 해당 민간사업체
권역별 해당 지자체 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배출

시설

표 3.2.43 이용자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주무관청을 다음 표와 같이 조사하였다. 해당시설의 해당 

지자체 사회기반시설이면, 해당 지자체가 주무관청이며, 광역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으로 진행하였다.



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 299

민간투자사업 종류 주무관청

태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해당 지자체(태안군수)

평택호관광단지 해당 지자체(평택시장)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장)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해당 지자체(구미시장)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당 지자체(파주시장)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해당 지자체(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 면목선 경전철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장)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해당 지자체(군산시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해당 지자체(평택시장)

평택동부고속화도로 해당 지자체(평택시장)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해당 지자체(경상북도지사)

양양군 하수도시설 해당 지자체(양양군수)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조성 해당 지자체(대전광역시장)

영천시 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해당 지자체(영천시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해당 지자체(시흥시장)

포천~화도 고속도로 국토해양부장관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
화시설

해당 지자체(강원도 지사)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국토해양부장관

서부간선 지하도로(영동포구~금천구)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장)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해당 지자체(수원시장)

제주해양과학관 해당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분당선 연장선전철 국토해양부장관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해당 지자체(경상남도지사)

학의~고기간 도로 해당 지자체(경기도지사)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해당 지자체(경기도지사)

표 3.2.44 민간투자사업 종류별 주무관청 

주) 주무관청은 공고시점에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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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4조에서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

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일반원칙

1. 수익자 부담능력원칙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
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목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민간의 창의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
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

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표 3.2.45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

(6)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가)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5조에서 정부고시사업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구 분 일반원칙

민간투자사업 요건 충족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충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

우선순위 부합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민자적격성 판단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민자적격성 판단

표 3.2.46 정부고시사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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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6조에서 민간제안사업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구 분 일반원칙

민간투자사업 요건 충족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충족

정부고시사업 요건 충족 민간제안사업의 지정을 위해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요건 충족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검토

비용 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
이 확보될 것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표 3.2.47 민간제안사업 지정 

(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여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건설공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즉 법적필수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

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일반원칙

법적필수시설 대상일 경우
해상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지자체에서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시설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적필수시설 미대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
간투자사업 여부 결정(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
능성 등 판단)

표 3.2.4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여부 

정책적 제언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지자체가 육상에 폐기물 최종처리장 건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폐기물 종합대책인 
해상매립장을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지정(법적필수시설)하여, 권역별 폐기물(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안정하게 처리하도록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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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8) 타당성분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96조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다

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예타 대상 사업은 타당성 판단단계에서 계층화분석법(AHP)
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은 사

업규모의 적성성만 검토한다.

구 분 예타 대상 사업 예타 면제 사업

① 타당성 판단

해당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

② 적격성 판단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③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부대 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표 3.2.49 타당성 분석 수행여부

그림 3.2.23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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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제3조제3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국

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7.1 에서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

진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

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그림 3.2.24 수익형 민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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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절 차 주 요 내 용

제안서

제출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제안서 내용

검토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

안자)
검토의견 제출

 ↑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타제안이

없을 경우

타제안이

있을 경우

↓ ↓

제안자

↓

협상대상자지정

제안서 

검토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 민간 → 주무관청

￮ 제안서 주요내용

 -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사업계획 

내용,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기간 산정내역, 시
설의 관리운영계획 등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 주무관청 → 민간투자관리센터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조사 실시

 - 의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의견 회신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검토회신 후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그림 3.2.25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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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

(1) 부대･부속사업 이란

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

설의 목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 부속사업의 개발할 수 있

다.(민간투자법 제21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나열된 사회기반시

설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부대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

용되는 특징이 있다. 부대사업 유형은 사회기반시설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사회

기반시설의 투자비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의 본질상 사업의 주안점은 사회기

반시설로서의 타당성 보다는 수익성에 놓여진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

5항에서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

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

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대･부속사업의 종류 및 분류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 제시하는 부대 부속사업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부대 부속사업의 종류 부대 부속사업의 종류 부대 부속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노회주차장 설치 운영 
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건축물의 설치 운영 사업
대통령령으로 지정

(현재 미지정)

표 3.2.50 부대･부속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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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사업과 부대사업의 차이점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구 분 부속사업 부대사업

시설물
본 사업의 시설물의 일부
(사회기반시설물에 해당) 본 사업의 시설물과 별개

시설 및 운영
당해 사회기반시설

  (본시설 + 부속시설)을 활용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

표 3.2.51 부대･부속사업의 차이점

(3)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에 따라 부대 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를 다음 

항목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부대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부대사업의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대 50으로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 시

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

정비율로 분배

④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 채납할 수 있다

부대 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부속사업 부대사업

활용시설 및 운영

당해 사회기반시설(본시설 + 
부속시설)을 활용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시설을 활용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운영

협약상 처리

매년 세전 순이익(운영수익- 
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을 반영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비용) 중 주무관청 

공유비율 해당 금액을 

실시협약에 반영

사용료, 재정지원금 등으로 반영

표 3.2.52 부대･부속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6.4.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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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위험에 부합하는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관

련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본 사업 수익률만큼의 이익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배분하고 있

다. 다음 표는 부대사업 이익사용 기준에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였다.

구 분 부대사업 수익률 > 본사업 수익률 부대사업 수익률 < 본사업 수익률

본 사업
비용 100억원, 수입 105억원

운영기간 1년(수익률 5.0%)
비용 100억원, 수입 105억원

운영기간 1년(수익률 5.0%)

부대사업
비용 100억원, 수입 108억원

운영기간 1년(수익률 8.0%)
비용 100억원, 수입 102억원

운영기간 1년(수익률 2.0%)

이익분배

부대사업 순이익(수입-비용)의 50%인 
4억원씩 분배
(민간 부대사업 수익률이 8.0%→4.0%)
정부는 부대사업 이익 4억원을 
사용료 인하에 사용

부대사업 순이익(수입-비용)의 50%인 
1억원씩 분배
(민간 부대사업 수익률이 
2.0%→1.0%)
정부는 부대사업 이익 1억원을 
사용료 인하에 사용

표 3.2.53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5) 부대사업의 시행요건 및 지원

(가) 부대사업의 시행요건

민간투자법 제21조제13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②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의 부대사업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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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 건

1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것

2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것

3 법에 열거된 18개의 사업일 것
(18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지정됨)

4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5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일 것

6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7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8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될 것

9 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에 부합할 것

10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가 아닐 것

11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해당 사회기반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닐 것

12 그 밖에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것

표 3.2.54 부대사업의 요건 

(나)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민간투자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이 지원 가능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 국유 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②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 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③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6) 부대사업의 시행요건 세부검토

(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것

민간투자법 에서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 

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 조건이 성립되는지 검토하였다.

구 분 세부검토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가능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법인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행

법인격은 별개이므로 동일사업시행자 인정 어려움

사업운영 일체를 외부 위탁 부대사업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 가능

표 3.2.55 사업시행자가 시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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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것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의 의미를 수익성과 사업주체 등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 연계성과 법적인 면을 같이 할 것인 가라는 법적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구 분 세부검토

내용적 연계성
부대사업의 이익의 연계성, 사업주체적 연계성, 
지리적 근접성 등의 내재적 연계성을 확인하는 의미

법적 연계성

종기(終期의) 
연계성

본 사업의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부대사업의 특성상 본 

사업이 종료되면 부대사업도 함께 종료되도록 

사업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제1항도 본 사업의 기간을 

정할 때 부대사업의 예상순이익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의 연계성 있음

본 사업 

중도해지 효과의 

연계성

하나의 실시협약에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함께 

약정한다는 점과 부대사업은 본 사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지 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을 해지한다는 판단

협약에서 중도해지 관련에 명확한 명기 필요

부대사업 해지 시 

연계성

부대사업 해지 시 본 사업의 재무상 위험 전이

상호 연계도산이 발생하도록 실질적인 위험 

배분조치 필요

표 3.2.56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조건

정책적 제언

 - 민간투자법 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종료시점에 연계성이 

있으나, 해상매립장은 사업특성상 매립종류 후 부지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종료시점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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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에 열거된 18개의 사업일 것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열거된 18개의 사업(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 분 세부검토

관련 법률에 대한 확인필요
개별법에 의해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해석이 어려울 경우 소관부처 유권해석 절차 확인

부속사업과의 구별

부속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면에서나 해지시지급금 인정 
면에서 부대사업보다 유리

부속사업과 부대사업의 명확한 구별필요

표 3.2.57 법에 열거된 18개의 사업일 것 

(라)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

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대시설이 성립이 된다.

구 분 세부검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투자비 보전,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필요

재정부담이 완화된다고 부대시설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표 3.2.58 재정부담 완화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마) 본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법위 이내일 것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1조제1항은 부대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검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정적인 
영향)가 매우 클 경우에는 부대사업 수행여부 검토

표 3.2.59 본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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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요건은 부대사업의 규모를 제한하는 요건으로서 물리적인 규모가 아닌 비용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구 분 세부검토

본 사업 총민간사업비 범위 이내
본 사업 총민간사업비(총 사업비 – 보조금)보다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낮아야 함

표 3.2.60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 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

(사)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이 요건은 지리적 근접성 요건은 부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우려한 부정적인 시각

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추가된 요건으로 부대사업의 해택은 가급적 본 사업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구 분 세부검토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의 의미

수익자 부담의 원칙

부대사업권 허가로 인한 혜택은 당해 시설물의 주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가 수행되고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표 3.2.61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아)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될 것

이 요건은 사업의 손익을 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업시행

자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함은 중도에 해지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 등

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자) 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에 부합할 것

이 요건은 부대사업 개념에 내재된 본질적인 요소로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익처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차)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것

부대사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시설의 투자비 보전,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인데 정작 다른 분야에서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인바, 이
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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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사회기반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부대시설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으로 부대사업의 투자비 대비 본 사

업의 투자비, MRG 보전 등에 기여하는 정도, 당해 사업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정부 부담의 증가 가능성, 민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부대사업의 제반 사항 모두

가 판단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타) 그 밖에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 것

이 요건은 국가 정책 등과의 부합 여부를 당해 부대사업의 사업내용과 시설특성을 고

려하여 관련 법령과 상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7) 부대사업 충족을 위한 기본 요건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법령 및 규정상에 제시된 요건의 검토로 12가지 항목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12개의 요건 중 다음 네 가지 요건 항목은 충족 불인정 

시 사업 승인을 불허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 여건이 된다.
4가지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는 요건 불 충족이 증대 명백한 경우에

는 기본 요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의 조정 또는 보완을 전

제로 주무관청의 합리적인 재량판단이 가능한 조정가능 요건으로 설정하였다.

번호 부대사업 충족을 위한 기본요건

1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것

2
법에 열거된 18개의 사업일 것

(18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지정됨)

3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4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표 3.2.62 부대사업 충족을 위한 기본요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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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부대사업 추진사례

국내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 부대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번호 사업명 부대사업

1 청량리~신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2006년) 종합환승센터

2 도형식가변교통정보전광판(VTMS)설치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민간투자사업

전광판 뒷면 광고물

3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하수슬러지 건조, 
고도화처리사업

4 홍성환경기초시설 민간제안검토 주말농장

5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재활용품 재판매사업

6 과천2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주말농장

7 강화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펜션 임대사업

8 인천광역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생활체육시설

9 양주시 광백지구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축구장

10 서초동 법원진입로 노외주차장(지하) 민간투자사업 상가

11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축구장

12 청량리~신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2009년) 종합환승센터

13 서울국제컨벤션 콤플렉스 민간투자사업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생태공원

14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매전수입

15 서천군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수경재배시설

16 김포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17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 배후부지 분양

표 3.2.63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부대사업 추진사례

자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014.7,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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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 해상 최종 처리장 조성사례

국외 해상최종 처리장에 매립부지 및 공간을 활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지명 활용방안

활용

일본 우키시마 태양광발전단지

일본 히비키나다 생태공원

일본 히비키난 물류창고

계획

싱가폴 세미카우 생태공원. 낚시터

일본 아마 가사키 항만이용(부두용지), 공원

일본 이즈미 오츠
태양광발전단지, 중고자동차 관련시설

다목적 이용시설(문화집회)

표 3.2.64 국외 해상 최종 처리장 조성형태

다. 관광레저용지 중심의 도입시설 검토

(1) 법에 열거된 18개의 사업

(가)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 분 분류 활용방안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것

표 3.2.65 주택건설사업 



제3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2):� 마스터플랜 수립

●●● 315

(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는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의

미하여, 공공시설용지란 기반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을 설치

하기 위한 토지를 의미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

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를 전량 

매입하여 계획대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제도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군계획시설

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 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

리계획(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

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도시 군관리계획

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②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③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④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⑤ 하천 유수지(遊水池)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⑦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표 3.2.66 기반시설 및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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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

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

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있다. 도시개발사업 중 민간이 제안해 추진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토지면

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개발제안을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도시개

발사업 조합이 된다. 그 동안 대규모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

체와 토지공사 등 주로 공공기관이 시행했다.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

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한 개념으

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

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

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

지 등 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시설과 이

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

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

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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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사업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

①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지원시설 전시시설 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 철도 항만 궤도 운하 유수지(溜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⑦ 전기 통신 가스 유류 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⑨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표 3.2.67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법률내용

관광숙박업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곳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곳

표 3.2.68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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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集貨) 하역

(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하며(다만, 가공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

다.) 물류터미널 사업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항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

다. 제외된 대상은 개별법에 의해 시설을 지정함에 따라 제외되었다.

제외대상

①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 처리 시설
②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③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 하역 및 

보관 시설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표 3.2.69 물류터미널사업의 제외대상

(자)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화주 또는 선박

운항자의 위탁을 받고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 또

는 화주에게 인도하는 등의 항만하역사업과 선적화물을 적 양화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양을 계산하는 검수사업 및 기타 감정 및 검량사업 등의 총칭이다.

(차)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은 다

음 표와 같다.

구 분 법률내용

대규모점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도매배송서비스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 점포에 공급

집배송시설
상품의 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

표 3.2.70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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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 사업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

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

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파)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법률내용

공연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종합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다중이용시설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 보급 전수시설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표 3.2.71 화시설

(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

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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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

시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

치 운영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 재생에너

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표 3.2.7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항목

(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 운영 사업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하였으

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종류는 ① 주택(단독주택 : 단
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

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

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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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내용

3대 

기본개념요소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토지에 정착할 것 일시적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해석요소

거주성

건축법 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 에서 지하대피호는 별도로 

‘공작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이는 건축법 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가 토지 정착성과 지붕의 유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축물과 지하대피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독립성

 건축법 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는 

‘독립성’의 여부로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건축법 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 개별 동 

단위로 구분된다.

표 3.2.73 건축물을 정의하는 3대 기본개념요소 및 추가해석요소 

(2) 도입가능한 부대시설 검토

(가) 주거형태 및 본 사업과의 연계성에 따른 부대시설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즉 폐기물 처리시설에 주민의 거주형태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부대시설 시행요건인 “본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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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내일 것”에서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정적인 영향)가 클 

것으로 판단됨으로  매립중이나 매립완료 후 상시 거주형태의 부대시설은 도입이 불가

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본 사업인 해상최종처리장과의 기능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 분

주거형태
본사업기능

연계성

도입가능

(비거주 및 

연계성있음)상시거주 비거주

1. 주택건설사업 × - ×

2. 택지개발사업 × - ×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 ○(일부) ○

4. 도시개발사업 × - ×

5. 도시환경정비사업 × - ×

6. 산업단지개발사업 ○ ○ ○

7. 관광단지 개발사업 ○ ○ ○

8. 물류터미널 사업 ○ ○ ○

9. 항만운송사업 ○ ○ ○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 ○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 ○ ○

12. 체육시설업 ○ ○ ○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

1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

(산림없음)
×

15.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유동성없음)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 ○ ○

17. 건축물의 설치 운영 사업 × - ×

표 3.2.74 주거형태 및 본 사업과의 연계성에 따른 부대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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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중/매립완료에 따른 부대시설 검토

해상최종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매립장은 단계별로 설치됨에 따라 매립중이여도 단계

별로 매립이 종료된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부대시설과 해상최종처리장 매립이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설치가 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하였다.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은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한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중에 부대시설

로 적용이 가능한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에 한하여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되었

을 때 부대시설의 도입이 가능하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물류터미널 

사업, 항만운송사업, 공동집배송센터, 문화시설 설치사업은 매립중 일부 단지를 조성이 

가능하나, 사업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된 이후 전체 부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매립중과 매립완

료 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매립중 매립완료 비 고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녹지공간) ○(녹지공간) 광장 공원 녹지 공간활용

6. 산업단지개발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7. 관광단지 개발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8. 물류터미널 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9. 항만운송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 ○ 매립중/완료 사용가능

12. 체육시설업 ○ ○ 매립중/완료 사용가능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사업특성상 매립중 어려움

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 ○ 매립중/완료 사용가능

표 3.2.75 매립중/매립완료에 따른 부대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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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리적 특성(연안인접/섬형태)에 따른 부대시설 검토

해상처리장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부대시설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지리적 특

성을 고려할 경우 다량의 유틸리티(상하수도, 전력, 연료)가 소요되는지 여부와 지상으로 

차량 이송이 필수적인지,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다량의 유틸리티와 지상으로 차량 이송이 필요함에 따라 섬형태

의 부대시설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연안인접 섬형태 비 고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녹지공간) ○(녹지공간)

6. 산업단지개발사업 ○ ×
다량의 유틸리티 필요

지상으로 차량이송 필요

7. 관광단지 개발사업 ○ × 다량의 유틸리티 필요

8. 물류터미널 사업 ○ × 지상으로 차량이송 필요

9. 항만운송사업 ○ × 지상으로 차량이송 필요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 지상으로 차량이송 필요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 × 지상으로 차량이송 필요

12. 체육시설업 ○ ○ 교통의 접근성 용이 필요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교통의 접근성 용이 필요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 ○

표 3.2.76 지리적 특성(연안인접/섬형태) 따른 부대시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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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대시설 관련 사업 종합검토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검토 한 결과, 부대사업의 시행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주거

형태 및 연계성은 필수조건으로 불만족할 경우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립중/매립완료와 연안인접/섬형태의 요건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부대시설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구 분

필수조건 필요충분조건

도입가
능주거

형태

기능

연계성

매립중 매립완료

연안

인접
섬형태

연안

인접
섬형태

1. 주택건설사업 × - - -

2. 택지개발사업 × - - -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 ○ ○ ○

4. 도시개발사업 × - - -

5.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6. 산업단지개발사업 ○ ○ × ×

7. 관광단지 개발사업 ○ ○ × ×

8. 물류터미널 사업 ○ ○ × ×

9. 항만운송사업 ○ ○ × ×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 × ×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 ○ ○ ×

12. 체육시설업 ○ ○ ○ ○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 ×

1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 - -

15.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운영 사업

○ × -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사업

○ ○ ○ ○

17. 건축물의 설치 운영 사업 × - - -

표 3.2.77 부대시설 관련 사업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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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입가능 부대시설 검토

조성된 부지는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매립부지 활용 가능 시설을 

제시하였다.

구 분
도입 가능 시설

유 형 분 류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기반시설인 공원 녹지

※ 반드시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이 있어야 함

6. 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 (해양산업 관련) 산업단지 부지조성 및 분양

7. 관광단지 개발사업

광광단지 갯벌체험, 생태공원, 철새관찰지, 자전거길

위락, 레져시설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전기카트장 등) 시설

테마파크 & 리조트

해저테마수족관

관광숙박 호텔, 휴양 콘도

관광이용시설 야영장, 오토캠핑장

8.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시설

물류센터

중고 자동차매매단지

수산물 처리 유통 판매 보관 시설

9.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및 

배후부지 분양

항만운송사업

항만배후부지 분양

10. 공동집배송센터 사업 - 대규모 점포, 도매배송서비스, 집배송시설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 노외주차장

12. 체육시설업 체육시설 임대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승마장 등

스포츠 센터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문화, 공연, 
전시

어촌민속관, 해양과학관, 해양식물전시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표 3.2.78 매립부지 활용 가능시설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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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추가검토 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해당여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

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

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

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30년 이내 사후관리기간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상매립장이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이 될 경우 부대시설 설치에 제한됨

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여부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 분 법 규 내 용

사후관리대상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사후관리대상 예외사항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

사후관리 기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30년 이내

사후관리기간 토지이용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

표 3.2.79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대상

  2)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제3항에서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었으나, 해상최종처리장은 매립기간이 길고, 매립종

료 후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기간 역시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으로 제한되어, 해상최종처리장

의 민간투자사업에 제약이 됨에 따라, 필요시 정책적 제언을 통해 연장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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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역별 후보지별 도입가능 부대시설 검토

(1) 수도권(영종도 공항인근)

(가) 본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도

사업면적 3.948㎢

매립용량 3,403.3만㎥

사용기간
약 21년

(20년 기준 3,223만㎥)

호안연장 5,850m

사업비

① 사석경사+시트파일식 : 
424,877백만원

(공사비 : 358,488백만원)

② 케이슨식 : 1,151,597백만원

(공사비 : 988,490백만원) 

표 3.2.80 본 사업 개요 

(나) 영종도 인근 현황

그림 3.2.26 영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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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개발사업 현황

 ㉮ 미단시티 조성사업

구 분 내 용 조감도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일원

면  적 2,699,945.5㎡

사업기간 2003 ~ 2016

주요도입

시설(예정)

숙박시설 : Casino호텔, 콘도, 펜션 

등

위락시설 : 워터파크, 게임파크, 
해저탐험, 마린스트리트, 
자연휴양림 등

문화시설 : 조각공원, 해양전시관, 
플라워가든 등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표 3.2.81 미단시티 조성사업 

자료)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구 분 내 용 조감도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 운서 운남 중서동 일원

면  적 5,700천㎡(전체 19,300천㎡의 30%)
사업기간 2003 ~ 2020

수용인구

(세대수)

133,202인

(52,602세대)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표 3.2.82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자료)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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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 현황

구 분 내 용

도 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신공항 고속도로와 연결

인천대교(2009.10), 제3경인 고속도로(2010.05)와 연결

철 도
인천국제공항 ~ 김포공항역(2007.3)

서울역 ~ 인천국제 공항전용철도(2010. 12)

항 로 월미도 ~ 영종도간 카페리호 여객선

표 3.2.83 교통현황 

③ 유틸리티 현황

구 분 내 용

유틸리티 전력/상수도/하수도 인입 가능

표 3.2.84 유틸리티 

(다) 입지특성에 따른 도입가능한 부대시설

영종도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경우 영종도는 공항시설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

정되어 각종 도시개발과 관광사업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런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

입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하였다.

① 매립중

영종도 매립중에 도입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한 결과 육상매립장과 같이 매립장을 단

계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이 완료된 체육시설, 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가능하

나 통합매립장 조성 시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만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단계별 매립장 

조성 시
통합 매립장 
조성 시

도입가능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 × ○

12. 체육시설업 ○ ×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 ○ ○

표 3.2.85 영종도의 매립중 부대시설 관련 검토

(× : 도입불가능,  ○ :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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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부지 전체를 호암을 설치하여 매립하는 통합매립장의 

형태이며, 해상매립장이 종료 후 확장함에 따라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단계별 

매립장으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통합매립장에서 매립중 운영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

비에 대해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 태양열 

이용, 풍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상매립장 특성상 태양광 발

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도입가능 검토내용

1. 태양광 발전 ○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해수면에 부력식으로 태양광 

발전설치 가능

2. 태양열 이용 ×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열로 흡수하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유리하나 

열 수요처가 없어 적용 불가

3. 풍력 발전 ×
해안가의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매립지나 호암에 풍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적용불가

4. 조력발전 ×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5. 파력발전 ×
파랑에 의한 해면의 승강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표 3.2.86 매립중 도입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매립종료 후

소각재 및 무기폐기물(생활계,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예외사항으로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

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실제 수도권매립지의 연탄재 매립지로 활용된 매립지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

어 야생화 단지로 활용하고 있음)이 있으나 현행법상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빗물 배제, 침출수 관리, 지하수수질 관리, 해수수질 관리, 발생가스 관리,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유지, 지표수수질 관리, 토양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용종료신고 후 매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대

상을 고려할 경우 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추진이 가능하며 사후관리대상 

미 고려 시 관광단지 개발사업, 골프장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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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시설
사후관리대상 

고려 시

사후관리대상 

미고려 시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원
×

(경제성 ×)

×

(경제성 ×)

6.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 ×
×

(입지특성 부합 ×)

7. 관광단지 개발사업

위락, 
레져시설

× ○

관광숙박 × ○

관광이용시설 × ○

8.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9.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
×

(입지특성 부합 ×)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대규모 점포 ×
×

(입지특성 부합 ×)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노외주차장 ×
×

(경제성 ×)

12. 체육시설업

골프장 ○ ○

야구장, 축구장
×

(경제성 ×)

×

(경제성 ×)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공연장
×

(경제성 ×)

×

(경제성 ×)

문화예술회관 ×
×

(입지특성 부합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태양광발전 ○ ○

표 3.2.87 영종도의 매립종료 후 부대시설 관련 사업검토

(× : 도입불가능,  ○ : 도입가능)

(라) 제한사항

영종도 도입가능 부대시설을 검토하였으나 후보지 인근 2km 이내에 거주지역(영종하

늘도시)이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해상최종처리장 후보에서 제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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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인천신항)

(가) 본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도

사업면적 5.030.0㎢

매립용량 7,726.0만㎥

사용기간
약 48년

(20년 기준 3,223만㎥)

호안연장 10,530.0m

사업비

① 사석경사+시트파일식 : 
371,540백만원

(공사비 : 289,149백만원)

② 케이슨식 : 1,072,255백만원

(공사비 : 907,177백만원) 

표 3.2.88 본 사업 개요

(나) 인천신항 인근 현황

그림 3.2.27 인천신항 인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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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개발사업 현황

 ㉮ 인천신항 Ⅰ단계 개발사업

구 분 내 용 조감도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07번지 

일원

사업기간 2007 ~ 2020
하역능력 210만TEU/년
접안능력 6선석(3천 TUEx 2, 2천 TUE x 4)

사업내용

정부 : 호안 15.9km, 관리부두 410m, 
진입도로 6.8km, 배후부지 53만㎡

IPA:‘컨’부두 1,600m(6선식), 
배후부지 159만㎡ 등

표 3.2.89 인천신항 Ⅰ단계 개발사업 

자료)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다) 입지특성에 따른 도입가능한 부대시설

인천신항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경우 인천신항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런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입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하였다.

① 매립중

인천신항 매립중에 도입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한 결과 제1후보지 검토내용과 같으며, 
해상매립장 특성상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도입가능 검토내용

1. 태양광 발전 ○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해수면에 부력식으로 태양광 

발전설치 가능

2. 태양열 이용 ×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열로 흡수하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유리하나 

열 수요처가 없어 적용 불가

3. 풍력 발전 ×
해안가의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매립지나 호암에 풍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적용불가

4. 조력발전 ×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5. 파력발전 ×
파랑에 의한 해면의 승강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표 3.2.90 매립중 도입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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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을 고려할 경우 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추진이 가능하며 

사후관리대상 미 고려 시 사업부지가 인천신항 Ⅱ단계가 조성될 계획과 맞물러 항만운

송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세부시설 사후관리대상 고려시
사후관리대상 

미고려시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원
×

(경제성 ×)

×

(경제성 ×)

6.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 ×
×

(입지특성 부합 ×)

7. 관광단지 개발사업

위락, 
레져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관광숙박 ×
×

(입지특성 부합 ×)

관광이용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8.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9.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 ○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대규모 점포 ×
×

(입지특성 부합 ×)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노외주차장 ×
×

(경제성 ×)

12. 체육시설업

골프장 ○
×

(입지특성 부합 ×)

야구장, 
축구장

×

(경제성 ×)

×

(경제성 ×)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공연장
×

(경제성 ×)

×

(경제성 ×)

문화예술회관 ×
×

(입지특성 부합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태양광발전 ○ ○

표 3.2.91 인천신항의 매립종료 후 부대시설 관련 사업 검토 

(× : 도입불가능, ○ :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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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권역(가덕도)

(가) 본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도

사업면적 3.80㎢

매립용량 899.0만㎥

사용기간
약 52년

(20년 기준 346만㎥)
호안연장 1,800m

사업비

① 사석경사+시트파일식 : 
198,273백만원

(공사비 : 162,261백만원)

② 케이슨식 : 215,378백만원

(공사비 : 177,051백만원) 

표 3.2.92 본 사업 개요 

(나) 부산권역 인근 현황

그림 3.2.28 가덕도 인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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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요 개발사업 현황

BDI의 가덕도 개발구상(안)을 보면 가덕도는 어촌마을 재생사업으로 관광 자원개발과 

더불어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하고 있다.

그림 3.2.29 가덕도 종합개발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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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지특성에 따른 도입가능한 부대시설

부산권역을 고려할 경우 관광자원개발계획(안)이 있으며, 이런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입가능한 부대시설을 검토하였다.

① 매립중

앞에서 검토내용과 같이 해상매립장 특성상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도입가능 검토내용

1. 태양광 발전 ○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해수면에 부력식으로 태양광 

발전설치 가능

2. 태양열 이용 ×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열로 흡수하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유리하나 

열 수요처가 없어 적용 불가

3. 풍력 발전 ×
해안가의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매립지나 호암에 풍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적용불가

4. 조력발전 ×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5. 파력발전 ×
파랑에 의한 해면의 승강운동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닷물을 밀폐하는 구조는 적용불가

표 3.2.93 매립중 도입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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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립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을 고려할 경우 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추진이 가능하며 

사후관리대상 미고려 시 사업부지가 관광자원 개발계획과 맞물러 관관이용시설을 연계

하는 것이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 분 세부시설
사후관리대상 

고려 시

사후관리대상 

미고려 시

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공원
×

(경제성 ×)
×

(경제성 ×)

6.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 ×
×

(입지특성 부합 ×)

7. 관광단지 개발사업

위락, 
레져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관광숙박 ×
×

(입지특성 부합 ×)

관광이용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8. 물류터미널 사업 물류시설 ×
×

(입지특성 부합 ×)

9.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 ○

10. 공동집배송센터사업 대규모 점포 ×
×

(입지특성 부합 ×)

11. 노외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노외주차장 ×
×

(경제성 ×)

12. 체육시설업

골프장 ○
×

(입지특성 부합 ×)

야구장, 축구장
×

(경제성 ×)
×

(경제성 ×)

13. 문화시설 설치 운영 사업

공연장
×

(경제성 ×)
×

(경제성 ×)

문화예술회관 ×
×

(입지특성 부합 ×)

16.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사업

태양광발전 ○ ○

표 3.2.94 인천신항의 매립종료 후 부대시설 관련 사업검토

(× : 도입불가능, ○ :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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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상최종처리장 부지활용 사업화 모델 개발

(1) 매립 중 도입가능 부대시설 사업성 분석

본 사업 해상최종처리장의 주 목적인 해상 폐기물 매립과 동시 이행하며 사업성이 있

는 부대시설 모델을 분석하였다.

(가)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매립중 도입가능한 시설은 수상부유식 태양광이며 부분적으로 매립완료된 부지에 한

하여 지상광태양광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① 인천신항

  ㉮ 기상요소

태양광 발전은 해당 지역의 일사량, 강수일수 등 기상요소에 민감하며 수익성, 태양광 

발전량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상청에서 발췌한 인천광역시 10년간 기상요소는 다음과 같다.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기온

(℃)
12.93 12.76 12.58 12.25 12 12.08 11.87 12.78 13.14 13.29

최고기온

(℃)
31.8 33.6 31.4 33.2 32.9 35.3 32 35.3 33.1 34

연강수량

(mm/년)
1,120 1,137 1,382 1,777 1,725 1,415 1,187 788 651 864

강수일수

(일)
146 121 121 149 149 130 142 128 121 122

평균상대
습도(%) 69 66 67 68 66 68 77 78 79 76

일조시간

(hr)
2,012 2,284 2,334 2,076 2,150 2,360 2,518 2,559 2,672 2,595

평균운량

(할)
5.2 4.8 4.5 5.2 4.9 4.7 4.8 4.8 4.7 5.0

일사량

(1MJ/㎡)
4,637 4,988 5,071 4,794 4,755 4,763 4,641 4,658 4,514 4,491

표 3.2.95 인천광역시 10년간 기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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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발전량

연간 발전량 계산 산출법으로서 다음 방법을 적용한다.      

- 일사량으로부터 산출

∙ 년간 발전량 EP ＝ PAS HA K × 365일
∙ PAS ：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kW)
∙ HA : 설치장소, 설치조건에서의 일사량(kWh/㎡ 일)
∙ K : 종합설계계수 (0.65~0.8 ＝ 0.7 정도)
∙ 태양광이 가진 에너지 량은 1㎡당 약 1kW, 태양전지 그 자체의 변환효율이나 

주변기기의 효율에 의해 실제의 종합변환 효율은 10％ 정도로 하면, 가능출력

이 1㎡당 0.1kW가 된다.
∙ 인천(인천신항) 지역의 일사량 데이터를 <표 3.2.56>에 나타내고 있으며 1일의 

일사량은 1평방미터당 3.59kWh/㎡ 일이다. 출력 1kW의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년간 발전량은 아래와 같다.

∙ 1kW System을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

∙ 인천신항 10㎡ × 0.1kW × 3.59kWh/㎡ 일 × 0.7 × 365일/년 ≒ 918.14kW/년

구 분 연평균일사량 일평균일사량 비 고

인천광역시 4,731MJ/㎡ 12,962kJ/㎡
12,962kJ/㎡x0.239

= 3,098kcal/㎡x0.00116=3.59kWh/㎡

표 3.2.96 인천 일평균일사량 

주 : 1kcal/㎡ = 4.184kJ/㎡, 1kJ/㎡ = 0.239kcal/㎡, 1kwh/㎡ = 860kcal/㎡, 1kcal/㎡ = 0.00116kwh/㎡

  ㉰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

수상부유식 태양광 공사비는 해당지역 파고, 해상환경에 따라 부유안정화장치 설치량

과 비용이 달라진다. 아래 표의 공사비는 업체 견적가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20MW 기
준 사업비로 산정하였다.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23,636 업체 견적가

전용선로 설치비 13,716 변전소 거리 비례 상이

발전사업자등록비 150 -
조사설계비 983 공사비×설계요율(2.9101%)×1.4
부대비 2,047 -

운영설비비 300 -
제세공과금 4,039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금 160 -
총 사업 비용 45,031 20MW 기준

표 3.2.97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342 ●●●

- 전용선로 설치비 산출 기준

  전용선로 비용은 해당 부지와 인근 변전소 거리에 따라 상이하다. 수도권 제 2후 보

지 인근 변전소는 북송도변전소이며 거리대비 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 인근 변전소의 20MW 전력 수용여부는 개략적인 사업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

며 인근 변전소의 전력 수용 유무에 따라 전용선로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구 분 한전 - 지중

회선수 1회선 기준

선종 XLPE2500(관로식)

전용선로 건설비 14.4억/km

관로 건설비 11.0억/km

총 건설비 25.4억원/km

표 3.2.98 전용선로 설치비 산출기준 

 ※ 자료 : 2009년도 가공송전선로 투융자 작성용 표준공사비, 한전 송변전건설처

내 용 거리(직선) 설치단가 전용선로설치비

인천신항 - 북송도변전소 5.4km 25.4억원/km 137.16억원

표 3.2.99 인천신항 전용선로 설치비

- 부대비 산출 기준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부대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책임감리비 1,453 공사비×감리요율(6.1480%)

설계의 경제성분석 30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134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10 -

금융부대비용 300 -

사업타당성분석비 120 -

소 계 2,047 -

표 3.2.100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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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준비금 산출 기준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영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신주발행비 20 -
개업비 140 -
소 계 160 -

표 3.2.101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영업준비금 

 

  ㉱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운영비

수상부유식 태양광은 플랫폼 하단 부분을 2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하므로 전문 잠

수부와 선박을 고용해야 한다. 전문 잠수부, 선박 대여를 제외한 운영비는 지상태양광과 

동일하며 아래 산정된 운영비는 업체 기준가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 18 업체 단가 기준

제경비 5 인건비 30%

유지보수비 236 공사비 1%

운영경비 6 3년에 1회 먼지제거비용 50,000,000원 소요

보험료 6
설계비, 공사비, 전용선로 설치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24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10%

표 3.2.102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300(백만원) 추가 지불

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인건비
잠수부 고용비용 6(백만원/년) -

전기안전관리사 12(백만원/년) -

-

운영경비

선박대여/물품운반 6(백만원/년)

인터넷회선비 0.36(백만원/년) -

먼지제거용역 50(백만원/3년) -

표 3.2.103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인건비,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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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수익

SMP란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가격시장가격(원
/kWh)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를 뜻하며, REC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

판매단가를 뜻한다. 태양광 발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SMP+REC×(REC가중치))×1kW연간발전량×20,000kW(20MW)×90%
침출수처리장 소비전력으로 활용 후 잉여전력만 판매하므로 총 발전량 중 90%만 판

매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SMP, REC 산출근거

한국전기연구원의 REC 가격전망 및 REC계약방식 연구 (2016.05) 에 따르면 16년~35
년 기간 동안 평균 SMP단가는 105.06원으로 연 평균 상승률(CAGR)은 1.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SMP단가는 유가하락의 영향, 수요 정체, 기저설비 확충으로 인해 연료가격

이 상승하지만 초기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 20년 이후 석탄 기저설비의 대규모 건설로 

재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2년 이후에는 연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SMP는 점진

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REC단가는 한화 태양광사업 ○○프로젝트 내부자료

에서 참조하였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SMP 87.8 87.2 89.6 95.5 98.0 97.3 89.7 96.2 99.1 102.3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SMP 108.3 108.3 109.6 114.4 116.5 116.5 118.8 119.9 122.4 123.8

표 3.2.104 SMP 예측 단가                 

                             (단위:원/kWh)

SMP 단가
REC 단가

합 계
단가 가중치 가중단가

105원 73원 1.5 110원 215원

표 3.2.105 SMP, REC 단가

 

215원(SMP단가+REC가중단가)×918.14kW/년×20000kW(20MW)×90%
=5,330(백만원/년)
단 년마다 기기 발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어 매 년 0.5%씩 효율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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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년차 발전 수익 (백만원/년)

1년 5,330

2년 5,303

3년 5,277

4년 5,250

5년 5,224

6년 5,198

7년 5,172

8년 5,146

9년 5,120

10년 5,095

11년 5,069

12년 5,044

13년 5,019

14년 4,994

15년 4,969

16년 4,944

17년 4,919

18년 4,894

19년 4,870

20년 4,846

평균 발전 수익 5,084

표 3.2.106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20년 발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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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예상도

 ㉳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IRR 

구 분 비 용 (백만원) 비 고

사업비 45,031 20MW기준 비용

운영비 7,453 2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101,681 20년 운영 기준

IRR(경상) 8.33%

검토결과
수상부유식 태양광은 REC 가중치가 높고 사후관리비용이 미 

포함되므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07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IRR

② 가덕도

  ㉮ 기상요소

태양광 발전은 해당 지역의 일사량, 강수일수 등 기상요소에 민감하며 수익성, 태양광 

발전량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상청에서 발췌한 부산광역시 10년간 기상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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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기온

(℃)
15.3 15.0 15.1 15.0 14.5 14.5 15.2 15.0 15.4 15.7

최고기온

(℃)
32.6 31.4 32.5 34.1 33 34.5 35 32.9 33.5 37.3

연강수량

(mm/년)
1,277 1,168 1,773 1,442 1,479 1,983 1,131 1,693 1,397 1,760

강수일수

(일)
139 114 120 111 110 116 96 131 118 134

평균상대

습도(%)
61.4 62.9 61.4 62.0 60.2 58.2 56.7 66.3 67.2 66.0

일조시간

(hr)
2,189 2,346 2,155 2,250 2,294 2,563 2,771 2,480 2,532 2,515

평균운량

(할)
4.9 4.7 4.7 4.9 5 5 4.3 4.9 4.8 4.9

일사량

(1MJ/㎡)
5,410 5,557 5,399 5,258 5,263 5,110 5,412 4,995 5,065 5,038

표 3.2.108 부산광역시 10년간 기상요소 

  ㉯ 태양광 발전량

연간 발전량 계산 산출법으로서 다음 방법을 적용한다.

   - 일사량으로부터 산출

연간 태양광 발전량 산출방법은 앞서 설명한 인천신항 연간 태양광 발전량 산출법과 

동일하다.
∙ 부산(가덕도) 지역의 일사량 데이터를 <표 3.2.69>에 나타내고 있으며 1일의 일

사량은 1평방미터당 3.99kWh/㎡ 일이다. 출력 1kW의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년
간 발전량은 아래와 같다.

∙ 1kW System을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

∙ 가덕도 10㎡ × 0.1kW × 3.99kWh/㎡ 일 × 0.7 × 365일/년 ≒ 1,019.05kW/년

구 분 연평균일사량 일평균일사량 비 고

부산광역시 5251MJ/㎡ 14,386kJ/㎡
14,386KJ/㎡×0.239

=3,438kcal/㎡×0.0116=3.99kWh/㎡

표 3.2.109 부산 일평균일사량

주 : 1kcal/㎡ = 4.184kJ/㎡, 1kJ/㎡ = 0.239kcal/㎡, 1kwh/㎡ = 860kcal/㎡, 1kcal/㎡ = 0.00116kwh/㎡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348 ●●●

  ㉰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는 업체 견적 상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

비와 동일하다. 단 전용선로설치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인천신항과 가덕도와의 변전소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23,636 업체 견적가

전용선로 설치비 12,954 변전소 거리비례 가격 상이

발전사업자등록비 150 -

조사설계비 983 공사비×설계요율(2.9101%)×1.4

부대비 2,045 -

운영설비비 300 -

제세공과금 3,963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금 160 -

총 사업 비용 44,191 20MW 기준

표 3.2.110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사업비 

 전용선로 설치비 산출기준

전용선로 설치비 산출식은 인천신항 산출식과 동일하며 인근 변전소의 20MW 전력 

수용 유무에 따라 전용선로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내 용 거리(직선) 설치단가 전용선로설치비

가덕도 해상매립장 - 
한국도시전력공사 가덕도센터

5.1km 25.4억원/km 129.54억원

표 3.2.111 가덕도 전용선로 설치비 

※ 자료 : 2009년도 가공송전선로 투융자 작성용 표준공사비, 한전 송변전건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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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비 산출 기준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부대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책임감리비 1,453 공사비×감리요율(6.1480%)
설계의 경제성분석 30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132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10 -
금융부대비용 300 -

사업타당성분석비 120 -
소 계 2,045 -

표 3.2.112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부대비 

   - 영업준비금 산출 기준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영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신주발행비 20 -
개업비 140 -
소 계 160 -

표 3.2.113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영업준비금 

  ㉱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운영비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도 2달에 한 번 이상 전문 잠수부 고용, 선박 대여를 하여 

플랫폼 점검을 해야 한다. 인천신항과 동일하게 업체 견적가를 반영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 18 업체 단가 기준

제경비 5 인건비 30%

유지보수비 236 공사비 1%

운영경비 6 3년에 1회 먼지제거비용 50,000,000원 소요

보험료 6
설계비, 공사비, 전용선로 설치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24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10%

표 3.2.114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300(백만원) 추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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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인건비

잠수부 고용비용 6(백만원/년) -

전기안전관리사 12(백만원/년) -

운영경비

선박대여/물품운반 6(백만원/년) -

인터넷회선비 0.36(백만원/년) -

먼지제거용역 50(백만원/3년) -

표 3.2.115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인건비, 운영경비

  ㉲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수익

발전수익 계산 산출법과 SMP, REC단가 또한 위 인천신항과 동일하다.

(SMP+REC×(REC가중치))×1kW연간발전량×20,000kW(20MW)×90%

침출수처리장 소비전력으로 활용 후 잉여전력만 판매하므로 총 발전량 중 90%만 판매

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SMP, REC 산출근거

SMP, REC단가 산출근거는 인천신항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동일하게 한국전기연구원의 

REC 가격전망 및 REC계약방식 연구 (2016.05) 에 따른 16년~35년 기간 동안 평균 

SMP단가인 105.06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REC단가는 한화 태양광 사업 ○○프로

젝트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73원으로 산출하였다.

SMP 단가
REC 단가

합 계
단가 가중치 가중단가

105원 73원 1.5 110원 215원

표 3.2.116 SMP, REC 단가

 215원(SMP+REC가중단가)×1,019.05kW/년×1.5(REC가중치)×20,000kW×90% 
= 5,916(백만원/년)

단 년마다 기기 발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어 매 년 0.5%씩 효율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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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년차 발전 수익 (백만원/년)

1년 5,916 

2년 5,886 

3년 5,857 

4년 5,827 

5년 5,798 

6년 5,769 

7년 5,740 

8년 5,712 

9년 5,683 

10년 5,655 

11년 5,626 

12년 5,598 

13년 5,570 

14년 5,542 

15년 5,515 

16년 5,487 

17년 5,460 

18년 5,432 

19년 5,405 

20년 5,378 

평균 발전 수익 5,643

표 3.2.117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20년 발전수익 

  ㉳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IRR

구 분 비 용 (백만원) 비 고

사업비 44,191 20MW기준 비용

운영비 7,451 2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112,857 20년 운영 기준

IRR(경상) 10.16%

검토결과

인천신항과 동일하게 REC 가중치가 높고 사후관리비용이 미포함되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사량이 인천신항에 비해 

높아 수익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18 가덕도 수상부유식 태양광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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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립 종료 후 도입가능 부대시설 사업성 분석

본 사업인 해상최종처리장 매립 종료 후 매립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도입가능하며, 동
시에 사업성 있는 부대시설 모델을 분석하였다. 

(가) 지상 태양광 발전

매립 종료 후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매립 중 수상부유식 태양광의 연장선으로 사

업모델화 하였다. 
기상요소, 연간 태양광 발전량은 앞서 언급한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조건이 동일하므

로 본 분석에선 제외하였다.

 ① 인천신항

  ㉮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는 앞서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 사용한 전용선로, 발전 

사업자 등록을 연장 사용하므로 사업비 산출에서 제외했다.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 견적가를 반영하여 산출하

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21,818 업체 단가 기준

조사설계비 909 공사비×설계요율(2.9101%)×1.4

부대비 1,880

운영설비비 300 유사시설참조

제세공과금 2,452 영업준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비 160 유사시설참조

총 사업 비용 27,519 20MW 기준

표 3.2.119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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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비 산출 기준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부대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책임감리비 1,341 공사비×감리요율(6.1480%)

설계의 경제성분석 30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79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10 -

금융부대비용 300 -

사업타당성분석비 120 -

소 계 1,880 -

표 3.2.120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부대비 

 

   - 영업준비금 산출 기준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영업준비금은 수상부유식 태양광 영업준비금 산출기준과 

산출액이 동일하다.

  ㉯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운영비

지상 태양광 발전은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달리 전문잠수부 고용, 선박 대여비가 제외

되지만 매립 완료 후 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하지만 현재 해상 기준 

사후관리비용 산출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기간 침출수 발생량, 회수방안, 
처리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본 분석에서는 사후관리비용을 제

외하여 운영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후관리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공유수면임

대료와 임차료를 무상 적용하므로 본 분석에서 공유수면임대료와 임차료는 제외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 12 업체 단가 기준

제경비 4 인건비 30%

운영경비 0.36 3년에 1회 먼지제거비용 50,000,000원 소요

유지보수비 218 공사비 1%

보험료 3 설계비, 공사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22 유지경비, 유지보수비 10%

표 3.2.121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300(백만원) 추가 지불

※ 사후관리비 사업자 부담으로 공유수면임대료, 부지임대료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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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인건비 전기안전관리사 12(백만원/년) -

운영경비

인터넷회선비 0.36(백만원/년) -

먼지제거용역 50(백만원/3년) -

표 3.2.122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인건비, 운영경비 

  ㉰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수익

발전수익 계산 산출법, SMP, REC단가는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수익 산출법과 동일

하다. 단,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달리 매립 종료 후 상부 우수배제로 침출수 처리장 소비

전력이 없기 때문에 100% 사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상부유식 태양광은 REC 가
중치를 1.5로 적용하지만 지상 태양광은 0.7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MP+REC×(REC가중치))×1kW연간발전량×20,000kW(20MW)×100%

SMP 단가
REC 단가

합 계
단가 가중치 가중단가

105원 73원 0.7 51원 156원

표 3.2.123 SMP, REC 단가

※ SMP, REC는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산출방식, 단가가 동일하다.

156원(SMP단가+REC가중단가)×918.14kW/년×20,000kW×100%
= 2,005(백만원/년)
단 년마다 기기 발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어 매 년 0.5%씩 효율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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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년차 발전 수익 (백만원/년)

1년 2,005 

2년 1,995 

3년 1,985 

4년 1,975 

5년 1,965 

6년 1,956 

7년 1,946 

8년 1,936 

9년 1,926 

10년 1,917 

11년 1,907 

12년 1,898 

13년 1,888 

14년 1,879 

15년 1,869 

16년 1,860 

17년 1,851 

18년 1,841 

19년 1,832 

20년 1,823 

21년 1,814 

22년 1,805 

23년 1,796 

24년 1,787 

25년 1,778 

26년 1,769 

27년 1,760 

28년 1,751 

29년 1,743 

30년 1,734 

평균 발전 수익 1,866

표 3.2.124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30년 발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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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IRR

구 분 비 용 (백만원) 비 고

사업비 27,519 20MW기준, 비용

운영비 10,092 3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55,992 30년 운영 기준

IRR(경상) 3.76%

검토결과
수상부유식 태양광보다 사업비, 운영비가 덜 소요되나 REC가중치가 

낮고 추후 사후관리비를 적용하면 수익성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25 인천신항 지상 태양광 발전 IRR

② 가덕도

  ㉮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

전용선로비용, 발전사업자 등록비는 앞서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 설치하였으므로 

사업비 산출에서 제외했다. 인천신항 지상태양광 발전과 동일한 업체 견적으로 사업비

를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21,818 업체 견적가

조사설계비 909 공사비×설계요율(2.9101%)×1.4

부대비 1,880

운영설비비 300 유사시설참조

제세공과금 2,452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10%  

영업준비금 160 유사시설참조

총 사업 비용 27,519 20MW 기준

표 3.2.126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 사업비 

※ 부대비와 영업준비금 산출기준은 인천신항 지상태양광과 동일하다.

  ㉯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 운영비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도 전문 잠수부 고용, 선박 대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용에서 제외되지만 매립 완료 후 매립지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인천신항과의 면적 차이로 인해 사후관리비 차이가 있으나 현재 해상 기준 사후관리

비용 산출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후관리기간 침출수 발생량, 회수방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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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본 분석에서는 사후관리비용을 제외하여 

운영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유수면임대료와 임차료는 인천신항과 동일한 이유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덕도 지상 태양광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 12 업체 견적가

제경비 4 인건비 30%

운영경비 0.36 3년에 1회 먼지제거비용 50,000,000원 소요

유지보수비 218 공사비 1%

보험료 3 설계비, 공사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22 유지경비, 유지보수비 10%

표 3.2.127 가덕도 지상 태양광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300(백만원) 추가 지불

구 분 내 용 비 용 비 고

인건비 전기안전관리사 12(백만원/년) -

운영경비
인터넷회선비 0.36(백만원/년) -

먼지제거용역 50(백만원/3년) -

표 3.2.128 가덕도 지상 태양광 인건비, 운영경비 

  ㉰ 가덕도 지상태양광 발전 수익

발전수입 계산 산출법, SMP, REC단가는 수상부유식 태양광 발전 수익 산출법과 동일

하다. 단,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달리 매립 종료 후 상부 우수배제로 침출수 처리장 소비

전력이 없기 때문에 100% 사용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수상부유식 태양광은 REC 가
중치를 1.5로 적용하지만 지상 태양광은 0.7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SMP+REC×(REC가중치))×1kW연간발전량×20,000kW(20MW)×100%

SMP 단가
REC 단가

합 계
단가 가중치 가중단가

105원 73원 0.7 110원 156원

표 3.2.129 SMP, REC 단가

 ※ SMP, REC는 수상부유식 태양광과 산출방식, 단가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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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원(SMP단가+REC가중단가)×1019.05kW/년×20,000kW×100% 
=2,226(백만원/년)
단 년마다 기기 발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어 매 년 0.5%씩 효율을 감소하였다.

운영년차 발전 수익 (백만원/년)

1년 2,226 

2년 2,214 

3년 2,203 

4년 2,192 

5년 2,181 

6년 2,171 

7년 2,160 

8년 2,149 

9년 2,138 

10년 2,127 

11년 2,117 

12년 2,106 

13년 2,096 

14년 2,085 

15년 2,075 

16년 2,064 

17년 2,054 

18년 2,044 

19년 2,034 

20년 2,023 

21년 2,013 

22년 2,003 

23년 1,993 

24년 1,983 

25년 1,973 

26년 1,963 

27년 1,954 

28년 1,944 

29년 1,934 

30년 1,924 

평균 발전 수익 2,072

표 3.2.130 가덕도 지상 태양광 30년 발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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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 IRR

구 분 비 용 (백만원) 비 고

사업비 27,519 20MW기준, 비용

운영비 10,092 3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62,146 30년 운영 기준

IRR(경상) 4.83%

검토결과

지상 태양광도 인천신항과 일사량 차이로 가덕도가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지상 태양광 자체 REC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31 가덕도 지상 태양광 발전 IRR 

(나) 골프장

골프장은 부지 면적에 따라 골프장 규모(HOLE)가 달라진다. 현재 일반적인 골프장 면

적 대비 규모는 다음과 같다.

면  적 규  모

100,000평 9 HOLE

230,000평 18 HOLE

350,000평 27 HOLE

400,000평 36 HOLE

표 3.2.132 부지 면적에 따른 골프장 규모 

인천신항, 부산 가덕도 해상 폐기물 매립장 면적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면  적

인천신항 1,801,309.36㎡
부산 가덕도 426,831.49㎡

표 3.2.133 각 후보지 면적 비교

위의 <표 3.2.132>를 토대로 골프장 규모를 산정한 결과 인천신항은 27HOLE 가덕도

는 9HOLE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안에 위치한 홀에 대해 윈드 해저드 로컬 룰12)을 적용하여 풍속으로 인한 경

기 제한 사항을 줄이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12) 13km 이상의 바람이 불어 티샷에 영향을 줄 때 윈드 해저드로 규정. 무벌타로 재 티오프 하여 두 개의 
볼 중 플레이어 본인이 원하는 볼로 진행하는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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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천신항 골프장 건설

  ㉮ 인천신항 골프장 사업비

골프장은 업체 견적가, 타 골프장 공사비 기준 1개 HOLE당 대략 18.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천신항 골프장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57,528 업체 단가 및 유사시설 참조

조사설계비 1,156 공사비×설계요율(1.41%)×1.4

부대비 3,209 -

운영설비비 285 충주 체리파크 C.C 및 업체 견적가

제세공과금 6,154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금 230 -

합 계 68,562 -

표 3.2.134 인천신항 골프장 사업비 

   - 부대비 산출 기준

인천신항 골프장 건설 부대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책임감리비 2,313 공사비×감리요율(4.0212%)

설계의 경제성분석 60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116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20 -

금융부대비용 500 -

사업타당성분석비 200 -

소 계 3,209 -

표 3.2.135 인천신항 골프장 건설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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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설비비

운영설비비는 충추체리파크 C.C 및 업체견적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내  용 대수 비 용 (백만원/대) 합 계 (백만원)
골프카트(중고) 80대 3 240
벙커정리기(중고) 2대 4 8

플라잉모어 2대 2.5 5
소형릴모어 10대 0.2 2
그린모어 2대 8 16

어프로치모어 2대 7 14
총 액 (백만원) 285

표 3.2.136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설비비 

※ 골프카트가격과 구매대수는 체리파크 C.C 참조, 기타 골프장 관리장비는 업체견적가 반영

 

   - 영업준비금 산출 기준

인천신항 골프장 영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고

신주발행비 12 -
개업비 90 -
소 계 102 -

표 3.2.137 인천신항 골프장 영업준비금 

  ㉯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비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인건비는 충주 체리파크 C.C 인
건비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운영경비, 코스 및 장비관리비는 인천신항 골프장과 테마

가 유사한 오렌지듄스 C.C 기준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또한, 공유수면임대료, 임차료, 사
후관리비는 지상태양광 발전과 동일한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내  용 비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정규직) 980 체리파크C.C 참조

제경비 294 인건비(정규직) 30%

운영경비 2,417 체리파크, 오렌지듄스C.C 참조

코스 및 장비관리비 2,274 오렌지듄스C.C 참조

보험료 9 공사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227 코스 및 장비관리비, 유형자산대체구입비 10%

총 액 6,202 유형자산대체구입비 주기에 따른 비용 차이

표 3.2.138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285(백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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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정규직)
정규직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부 서 직 급 금 액 (백만원/년) 인 원(명)

지원팀

사업부장 65 1

팀장 55 2

기획자 50 2

관재/총무 40 1

시설담당 45 2

인사/노무 50 1

영업팀

팀장 55 1

영업관리 45 2

프런트 25 4

코스관리팀

팀장 55 1

그린키퍼 45 2

서무 30 2

장비관리 25 2

스프링클러 담당 25 1

인건비(정규직) 총액 980(백만원/년)

표 3.2.139 인천신항 골프장 인건비(정규직) 

   - 운영경비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내 용 비 용(백만원/년) 비고

기타용역비용 1,002 체리파크C.C 인건비 참조

코스관리용역비용 380 체리파크C.C 인건비 참조

수도광열통신비 820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광고선전비 15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소모품비 200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소 계 2,417 -

표 3.2.140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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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기타용역)
기타용역 인건비는 충주체리파크C.C 인원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부 서 담 당 금 액 (백만원/년) 인 원 (명)

지원팀

경비/현관 19 2
기계/설비 30 2
전기/통신 30 2

영선 30 1
오수처리 30 1
영양사 30 1
직원식당 25 5
외부환경 19 1
진행 21 20

영업팀 락카담당 19 10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1,002(백만원/년)

표 3.2.141 인천신항 골프장 기타용역비용 

 

   - 코스관리용역

코스관리용역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부 서 담 당 금 액 (백만원/년) 인 원 (명)
코스관리팀 코스관리용역 19 20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380(백만원/년)

표 3.2.142 인천신항 골프장 코스관리용역비용

   - 코스 및 장비관리비

코스 및 장비관리비는 현재 인천신항 골프장 테마와 유사한 오렌지듄스 C.C 코스, 장
비관리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코스관리 코스관리비 2,214

장비관리
차량유지비 10

기타장비 수선비 50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2,274

표 3.2.143 인천신항 골프장 코스관리용역비용

※ 코스관리비는 오렌지듄스C.C 코스관리비 기준을 적용, 1hole 당 8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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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 수익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수익 구조와 드림파크 C.C를 참조하여 인천신항 운영 수익과 

산정기준을 도출하였다. 산정기준 및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팀당 인원은 3.8명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평 일 주말, 공휴일 우천 시

인원(9HOLE) 1팀/10분 1팀/8분 1팀/10분
그린피 99,000원 132,000원 99,000원

이용률(4월~11월) 65% 95% 평일기준 10%
운영(4월~11월) 3부 운영 3부 운영 2부 운영

이용률(12월~3월) 55% 88% 평일기준 10%
운영(12월~3월) 2부 운영 2부 운영 2부 운영

표 3.2.144 인천신항 골프장 운영수익 산정 기준 

구 분 골프카트 대여 골프용품 음료, 식사

가격 80,000원/1팀 8,000원 8,000원
이용비율 이용객 100% 이용객 50% 이용객 60%

※ 1부 07시-10시 2부 12시-15시 3부 17시-20시 운영 기준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 요금기준(비회원제)

구 분 종 류 일수 계산방법 비용(백만원)

평 일

그린피

176

(65%)

18팀×3부×3(27홀)×3.8명×176일×99,000원×65% 6,972

골프카트대여 18팀×3부×3(27홀)×176일×80,000원×65% 1,482

골프웨어 18팀×3부×3(27홀)×3.8명×176일×8,000×50%×65% 282

음료, 식사비 18팀×3부×3(27홀)×3.8명×176일×8,000×60%×65% 338

주말, 
공휴일

그린피

42

(95%)

22팀×3부×3(27홀)×3.8명×42일×132,000원×95% 3,963

골프카트대여 22팀×3부×3(27홀)×42일×80,000원×95% 632

골프웨어 22팀×3부×3(27홀)×3.8명×42일×8,000원×50%×95% 120

음료, 식사비 22팀×3부×3(27홀)×3.8명×42일×8,000원×60%×95% 144

우천시

그린피

26

(10%)

18팀×2부×3(27홀)×3.8명×26일×99,000원×10% 106

골프카트대여 18팀×2부×3(27홀)×26일×80,000원×10% 22

골프웨어 18팀×2부×3(27홀)×3.8명×26일×8,000원×10%×50% 4

음료, 식사비 18팀×2부×3(27홀)×3.8명×26일×8,000원×10%×60% 5

총 합 (백만원/년) 14,071

표 3.2.145 인천신항 4월~11월 골프장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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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일 수 계산방법 비용(백만원)

평 일

그린피

94

(55%)

18팀×2부×3(27홀)×3.8명×94일×99,000원×55% 2,101

골프카트대여 18팀×2부×3(27홀)×94일×80,000원×55% 447

골프웨어 18팀×2부×3(27홀)×3.8명×94일×8,000×50%×55% 85

음료, 식사비 18팀×2부×3(27홀)×3.8명×94일×8,000×60%×55% 102

주말, 
공휴일

그린피

21

(88%)

22팀×2부×3(27홀)×3.8명×21일×132,000원×88% 1,224

골프카트대여 22팀×2부×3(27홀)×21일×80,000원×88% 195

골프웨어 22팀×2부×3(27홀)×3.8명×21일×8,000원×50%×88% 37

음료, 식사비 22팀×2부×3(27홀)×3.8명×21일×8,000원×60%×88% 44

우천시

그린피

6

(10%)

18팀×2부×3(27홀)×3.8명×6일×99,000원×10% 24

골프카트대여 18팀×2부×3(27홀)×6일×80,000원×10% 5

골프웨어 18팀×2부×3(27홀)×3.8명×6일×8,000원×10%×50% 1

음료, 식사비 18팀×2부×3(27홀)×3.8명×6일×8,000원×10%×60% 1

총 합 (백만원/년) 4,266

연간 총 수익 (백만원/년) 18,337

표 3.2.146 인천신항 12~3월, 연간 골프장 운영수익

※ 우천일수는 2016년 인천광역시 강수자료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인천신항 골프장 건설 시 영업이익은 12,135(백만원/년)이며 이는 운영수익의 66.2%에 

해당한다. 오렌지듄스C.C의 임차료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62.8 %인 것을 감안하면 인

천신항 골프장은 일반적인 골프장 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인천신항 골프장 IRR

구 분 비 용 (백만원) 비 고

사업비 68,562 27HOLE 기준 비용

운영비 187,930 3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550,104 30년 운영 기준

IRR(경상) 16.19% -

분석결과
골프장 시설비용 가격이 높은 편이라 다른 부대사업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47 인천신항 골프장 건설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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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덕도 골프장 건설

  ㉮ 가덕도 골프장 사업비

골프장은 업체 견적가, 타 골프장 공사비 기준 1개 HOLE당 대략 18.8억원의 공사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덕도 골프장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내용 비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19,176 업체 견적가 및 유사시설참조

조사설계비 472 공사비×설계요율(3.0110%)×1.4

부대비 1,155 -

운영설비비 116 충주 체리파크 C.C 및 업체 견적가

제세공과금 2,069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금 102 -

합 계 23,178 -

표 3.2.148 가덕도 골프장 건설 사업비 

   - 부대비 산출 기준

가덕도 골프장 건설 부대비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백만원) 비고

책임감리비 824 공사비×감리요율(7.6853%)

설계의 경제성분석 25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39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7 -

금융부대비용 180 -

사업타당성분석비 80 -

소 계 1,155 -

표 3.2.149 가덕도 골프장 건설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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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설비비

운영설비비는 충추체리파크 C.C 및 업체견적가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내  용 대 수 비 용 (백만원/대) 합 계 (백만원)
골프카트(중고) 30대 3 90
벙커정리기(중고) 2대 4 8

플라잉모어 1대 2.5 2.5
소형릴모어 3대 0.2 0.6
그린모어 1대 8 8

어프로치모어 1대 7 7
총 액 (백만원) 116.1

표 3.2.150 가덕도 골프장 건설 운영설비비 

※ 골프카트가격과 구매대수는 체리파크 C.C 참조, 기타 골프장 관리장비는 업체견적가 반영

 

   - 영업준비금 산출 기준

가덕도 골프장 영업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고

신주발행비 12 -
개업비 90 -
소 계 102 -

표 3.2.151 가덕도 골프장 영업준비금 

  ㉯ 가덕도 골프장 운영비

가덕도 골프장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인건비는 충주 체리파크 C.C 인건

비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운영경비, 코스 및 장비관리비는 가덕도 골프장과 테마가 유

사한 오렌지듄스 C.C 기준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또한, 공유수면임대료, 임차료, 사후관

리비는 지상태양광 발전과 동일한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내  용 비용 (백만원/년) 비 고

인건비(정규직) 635 체리파크C.C 참조

제경비 191 인건비(정규직) 30%

운영경비 1,149 체리파크, 오렌지듄스C.C 참조

코스 및 장비관리비 773 오렌지듄스C.C 참조

보험료 3 공사비 0.3% 인건비 0.06%

제세공과금 77 코스 및 장비관리비, 유형자산대체구입비 10%

총 액 2,828 -

표 3.2.152 가덕도 골프장 운영비 

※ 5년에 1회 유형자산대체구입비 116(백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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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정규직)
정규직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부 서 직 급 금 액/년 (백만원) 인 원

지원팀

사업부장 65 1

팀장 55 1

기획자 50 1

관재/총무 40 1

시설담당 45 1

인사/노무 50 1

영업팀

팀장 55 1

영업관리 45 1

프런트 25 2

코스관리팀

팀장 55 1

그린키퍼 45 1

서무 30 1

장비관리 25 1

스프링클러 담당 25 1

인건비(정규직) 총액 635(백만원/년)

표 3.2.153 가덕도 골프장 인건비(정규직) 

   - 운영경비

가덕도 골프장 운영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고

기타용역비용 524 체리파크C.C 인건비 참조

코스관리용역비용 95 체리파크C.C 인건비 참조

수도광열통신비 420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광고선전비 10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소모품비 100 오렌지듄스C.C 재무제표 참조

소 계 1,149

표 3.2.154 가덕도 골프장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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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기타용역)
기타용역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부 서 담 당 금 액/년 (백만원) 인 원

지원팀

경비/현관 19 2

기계/설비 30 1

전기/통신 30 1

영선 30 1

오수처리 30 1

영양사 30 1

직원식당 25 2

외부환경 19 1

진행 21 10

영업팀 락카담당 19 3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524(백만원/년)

표 3.2.155 가덕도 골프장 기타용역비용

   - 코스관리용역

코스관리용역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부 서 담 당 금 액/년(백만원) 인 원

코스관리팀 코스관리용역 19 5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95(백만원/년)

표 3.2.156 가덕도 골프장 코스관리용역비용 

   - 코스 및 장비관리비

코스 및 장비관리비는 현재 가덕도 골프장 테마와 유사한 오렌지듄스 C.C 코스, 장비

관리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구 분 내 용 비 용(백만원/년)

코스관리 코스관리비 738

장비관리
차량유지비 5

기타장비 수선비 30

인건비(기타용역) 총액 773

표 3.2.157 가덕도 골프장 코스관리용역비용

※ 코스관리비는 오렌지듄스C.C 코스관리비 기준을 적용, 1hole 당 8천2백만원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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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골프장 운영수익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수익 구조와 드림파크C.C를 참조하여 가덕도 운영 수익과 산

정기준을 도출하였다. 산정기준 및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팀당 인원은 3.8명으로 구

성하였다. 인천신항은 27HOLE인 반면 가덕도는 9HOLE이기 때문에 수익이 3배가량 차

이가 있다. 산정기준 및 운영수익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일 주말, 공휴일 우천 시

인원(9HOLE) 1팀/10분 1팀/8분 1팀/10분

그린피 99,000원 132,000원 99,000원

이용률(4월~11월) 65% 95% 평일기준 10%

운영(4월~11월) 3부 3부 2부

이용률(12월~3월) 55% 88% 평일기준 10%

운영(12월~3월) 2부 2부 2부

표 3.2.158 가덕도 골프장 운영수익 산정 기준 

구 분 골프카트 대여 골프용품 음료, 식사

가격 80,000원/1팀 8,000원 8,000원
이용비율 이용객 100% 이용객 50% 이용객 60%

※ 1부 07시-10시 2부 12시-15시 3부 17시-20시 운영 기준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C.C 요금기준(비회원제)

구 분 종 류 일 수 계산방법 비용 (백만원)

평 일

그린피

159

(65%)

18팀×3부×3.8명×159일×99,000원×65% 2,100

골프카트대여 18팀×3부×159일×80,000원×65% 446

골프웨어 18팀×3부×3.8명×159일×8,000원×50%×65% 85

음료, 식사비 18팀×3부×3.8명×159일×8,000원×60%×65% 102

주말, 
공휴일

그린피

42

(95%)

22팀×3부×3.8명×42일×132,000원×95% 1,321

골프카트대여 22팀×3부×42일×80,000원×95% 211

골프웨어 22팀×3부×3.8명×42일×8,000원×50%×95% 40

음료, 식사비 22팀×3부×3.8명×42일×8,000원×60%×95% 48

우천시

그린피

43

(10%)

18팀×2부×3.8명×43일×99,000원×10% 58

골프카트대여 18팀×2부×43일×80,000원×10% 12

골프웨어 18팀×2부×3.8명×43일×8,000원×10%×50% 2

음료, 식사비 18팀×2부×3.8명×43일×8,000원×10%×60% 3

총 합 (백만원/년) 4,428

표 3.2.159 가덕도 골프장 4월~11월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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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일 수 계산방법 비용(백만원)

평 일

그린피

86

(55%)

18팀×2부×3.8명×86일×99,000원×55% 641

골프카트대여 18팀×2부×86일×80,000원×55% 136

골프웨어 18팀×2부×3.8명×86일×8,000원×50%×55% 26

음료, 식사비 18팀×2부×3.8명×86일×8,000원×60%×55% 31

주말, 
공휴일

그린피

21

(88%)

22팀×2부×3.8명×21일×132,000원×88% 408

골프카트대여 22팀×2부×21일×80,000원×88% 65

골프웨어 22팀×2부×3.8명×21일×8,000원×50%×88% 12

음료, 식사비 22팀×2부×3.8명×21일×8,000원×60%×88% 15

우천시

그린피

14

(10%)

18팀×2부×3.8명×14일×99,000원×10% 19

골프카트대여 18팀×2부×14일×80,000원×10% 4

골프웨어 18팀×2부×3.8명×14일×8,000원×10%×50% 1

음료, 식사비 18팀×2부×3.8명×14일×8,000원×10%×60% 1

총 합 (백만원/년) 1,359

연간 총 수익 (백만원/년) 5,787

표 3.2.160 가덕도 골프장 12월~3월, 연간 골프장 운영수익 

※ 우천일수는 2016년 부산광역시 강수자료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가덕도 골프장 건설 시 영업이익은 2,959(백만원/년)이며 이는 운영수익의 51.2%에 해

당한다. 오렌지듄스C.C의 임차료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62.8%인 것을 감안하면 가덕도 

골프장은 일반적인 골프장 대비 낮은 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가덕도 골프장 IRR

구 분 비 용(백만원) 비 고

사업비 23,090 9HOLE 기준 비용

운영비 85,608 3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173,598 30년 운영 기준

IRR(경상) 10.84%

분석결과

9HOLE 운영 기준이기에 인천신항 골프장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으로 산출되었으나 다른 부대시설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61 가덕도 골프장 건설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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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목원

수목원은 공사비와 운영비가 소요 대비 상당히 낮은 입장료와 부대시설비용으로 수익

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수목원 면적이 넓을수록 수익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수목원 

건설 시 적정한 면적 설정이 중요하다. 
수익성 검토 결과 인천신항, 가덕도 둘 다 300,00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업비, 운영비, 운영수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 분석하는 방안으로 하였다.

  ①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사업비

해운대 수목원 공사비 607,000㎡ → 385억 한밭수목원 공사비 224,000㎡ → 119.5억 

대구수목원 공사비 224,630㎡ → 103억, 그 외의 수목원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당 평균 54,209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천신항, 가덕도 300,000㎡ 수목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 비 고

공사비 15,075 현재 운영중인 수목원 공사비를 토대로 산출

조사설계비 655 공사비×설계요율(3.0110%)×1.4

부대비 1,506 -

운영설비비 180 -

제세공과금 1,717 영업준비금을 제외한 사업비 10%

영업준비금 102 -

총 사업비 19,235 -

표 3.2.162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사업비 

 

내 용 비 용(백만원) 비고

책임감리비 1,159 공사비×감리요율(7.6853%)

설계의 경제성분석 25 유사시설 공사비의 경제성분석비용

환경영향평가비 - 본 사업에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본 사업에 포함

공사보험료 55 건설공사보험+예정이익상실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 7 -

금융부대비용 180 -

사업타당성분석비 80 -

소 계 1,506 -

표 3.2.163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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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비 용(백만원) 비고

신주발행비 12 -
개업비 90 -
소 계 102 -

표 3.2.164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영업준비금

②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운영비

현재 운영중인 부산 수목원, 한라 수목원 운영기준을 토대로 운영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공유수면임대료, 임차료, 사후관리비는 지상태양광 발전과 동일한 이유로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내 용
비 용 (백만원/년)

비 고 
인천신항 가덕도

인건비 430 430 부산수목원 인건비 기준

제경비 129 129 인건비 30%
운영경비 130 130 한라수목원 기준 적용

유지보수비 210 210 한라수목원 기준 적용

보험료 3 3 공사비0.3%, 인건비0.06%
제세공과금 127 65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10%

총 액 1,961 1,279

표 3.2.165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운영비 

  ㉮ 인건비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운영비는 현재 운영 중인 

부산수목원 인건비 산출 기준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인건비는 수목원 면적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직 책 인원 금 액 (백만원/년) 합 계 (백만원/년)
수목원 기획관리 주무관 1 35 35

녹지연구사 1 45 45
전기/통신설비 주무관 1 35 35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주무관 1 35 35
세입/세출/현금관리 주무관 1 35 35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주무관 1 35 35
민원/재난관리 주무관 1 35 35

기획/홍보 1 35 35
조경사(용역) 3 40 120

매표소 1 20 20
인건비 총합 430

표 3.2.166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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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경비

인천신항, 가덕도 운영경비를 한라수목원 운영경비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내 용 비 용(백만원) 비고

전기 및 수도세 100 한라수목원 전기 및 수도세 참조

홍보비 30 -

소 계 130 -

표 3.2.167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운영경비

 

③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운영수익

수목원 운영수익을 예측하기 위해 전국 수목원 연간 관광객 수를 조사하였다.

내 용 수목원 수 관광객 수 (명)

국립 수목원

(포천 광릉 수목원)
1개소 380,000

공립 수목원 22개소 9,200,000

대구 수목원 (10년 간) 350,000 ~ 450,000

표 3.2.168 전국 수목원 연간 관광객 수 

※ 산림청 블로그 페이지 ‘5년간 수목원 관광객 수 35% 증가’ 기사 참조

위의 연간 관광객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1년 간 관광객 수를 418,181명으로 예측하

였다. 그리고 산림청 집계 결과 수목원 방문자 수가 5년 사이 35% 증가했다는 산림청 

보도 자료를 토대로 연간 1%씩 수익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단 연간 관광객 수가 35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시 운영 수익이 너무 적거나 적자 상

태가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연간 관광객 수 유지, 적절한 입장료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목원 어른 청소년 어린이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9,000원 6,500원 5,500원

가평수목원 5,000원 4,000원 3,000원

벽초지문화수목원 8,000원 6,000원 5,000원

춘천 제이든수목원 8,500원 6,500원 5,500원

한밭수목원 무료 무료 무료

국립수목원 (광릉수목원) 1,000원 700원 500원

표 3.2.169 현재 운영 중인 수목원 입장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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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입장료는 무료부터 9,000원까지 다양하다. 한밭수목원이나 국립수목원 같이 무

료에서 1,000원으로 입장료를 두고 수익성을 검토한 결과 적자 혹은 상당히 낮은 수익

성을 보여 후보에서 제외했다. 또한 6,000원 이상으로 입장료를 두고 수익성을 검토하였

으나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 관광객들의 후기가 대다수이며 해상매립장에 조성되는 수

목원임을 감안할 때 추후 관광객 수가 높은 입장료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 판단되어 후

보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수익성 측면, 관광객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

린이 3,000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부대판매수입은 보타니아 수목원이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의 테마와 동일하다

고 판단되어 보타니아 수목원 부대판매수입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부대판매수익은 다음

과 같다.

내 용 가격 이용률 수익(백만원/년)

수목원 내 카페(커피, 기타음료) 5,500원 13% 299

표 3.2.170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부대판매수입

내 용 가 격 총 액 (백만원/년)
입장료 - 어른 5,000원 1,255
입장료 - 청소년 4,000원 335
입장료 - 어린이 3,000원 251
부대판매수입 5,500원 299

연간 예상 수익 총액 2,140

표 3.2.171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예상수익 

※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율은 6:2:2로 계산하였다.

④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IRR

구 분
비 용(백만원)

비 고
인천신항 가덕도

사업비 19,235 19,235 300,000㎡기준, 비용

운영비 29,256 29,256 30년 운영 기준

운영수익 64,200 64,200 30년 운영 기준

IRR(경상) 4.32% 4.32% -

분석결과

수목원은 사업비와 운영비 대비 낮은 입장료와 부대판매 수입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대시설과 달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172 인천신항 ,가덕도 수목원 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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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사항

- 가격산정 기준일 : 2017년 10월
- 불변가 기준 : 사업성 분석 시 물가상승분을 미반영한 불변가 기준.
- 보상비/임대료 미적용 : 부대사업은 해상 처리장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

후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함에 따라 토지보상비 미적용 및 

부지임대료 무상적용.
- 사후관리비용 : 사후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비용, 침출수발생량, 침출

수 회수방안, 처리방법 및 해상 기준 사후관리비 산출방법 미제시

로 미산정.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매립 중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이며, 매립

완료 후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사후관리기간

을 고려하여 30년으로 산정.

(4) 종합결론

부대사업의 사업성 검토결과 태양광발전, 골프장, 수목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해당 

수익은 본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미비하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태양광발전, 골프장, 수목원을 해상폐기물처리장에 단일사업을 하는 것도 수익성

을 보이긴 하지만 해상처리장 추후 계상될 사후관리기간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사업적으로도 뚜렷한 특색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에너지생산공간), 골프장(체육공간), 수목원(주민휴식공간)을 단일 

사업이 아닌 복합사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태양광발전(에너지생산공간), 골프장(체육공간), 수목원(주민휴식공간)을 단일사업이 아

닌 복합사업, 오션드림파크를 구성할 경우 세 분야의 부대사업이 해상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을 분할 지불함에 따라 사업자 및 주무관청의 재정부담도 완화하고 미비한 사업수

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상폐기물 처리장 부지활용을 극대화하여 미사용부지를 최소화 하고 해상 매

립장에 운영하는 사업적 특색과 에너지생산공간, 체육공간 주민휴식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색을 가미한다면 긍정적인 사업 이미지를 재고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에너지 생산공간)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복합사업 내 사용한다면 친

환경 에너지 자립형 사업 모델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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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최적의 부지활용 사업화 모델(복합사업) 

그림 3.2.32 오션드림파크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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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적제언

(1) 민간투자사업 진행절차

사업단계 순번 사업추진 항목 관련법규/훈령/지침

사업구상 

및 

기획단계

1
사업기획

[기본구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조(기본구상)

 -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3 타당성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상 예상되는 건설공사

예산확보

4
사전국고협의 

신청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5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 시 도 사업비 200억 이상 또는 시 군 구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6 국고보조금 확보 폐기물관리법 제56조, 제57조

입지선정

7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타당성조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8

입지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 수렴

입지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고시 등

9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10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변환경지역의 결정 고시

표 3.2.173 민간투자사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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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 순번 사업추진 항목 관련법규/훈령/지침

전략 및 

환경

영향평가

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

1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민간제안

및

사업추진

13
최초제안서의 

제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동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14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 내용의 검토의뢰

15
심의위원회의 

심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16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

1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민간투자법 제9조제3항

 - 검토, 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 

지정

18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

19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 사업시행자는 정하는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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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 순번 사업추진 항목 관련법규/훈령/지침

전략 및 

환경

영향평가

20
본 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권 설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수익률 사용료의 결정)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1 사후관리 기간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매립시설은 사후관리 대상

22 부대사업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2) 법적 요구사항

(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1) 관련 법규내용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중략..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중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표 3.2.17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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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종합평

가를 이루어지며, 경제성 분석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 계량화하기 어려워 편익/비용 분석 틀 속에 포함

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평

가요소들을 분석한다.
  ◦ 대부분의 환경사업은 경제성이 낮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법령에 따

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법적필수시설”)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다.
  ◦ 따라서, 해상 최종처리장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3) 현재 법규 분석 및 해결방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표 3.2.175 현재 법규 분석 및 해결방안 

  ◦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생활폐기물만 지자체장이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폐

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다.
  ◦ 즉, 해상 최종처리장에 반입되는 소각재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폐

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처리장 역시 “법적필수시설”로 인

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해양 최종처리장이 법적필 수시

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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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고보조금 지원

  1) 관련 법규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 업 기준보조율 (%) 비 고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 30

광역시 : 40

시 군 및 도서지역 : 50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 군의 단독시설 및 도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표 3.2.176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법규내용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1)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보조사업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고 지방비

6) 매립시설 (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60

일반 시 군

(광역시설)

30

(50)

70

(50)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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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대부분의 환경사업은 폐기물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

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 해상 최종처리장은 폐기물관리법 이 아닌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시설에 대한 전

반적은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국고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집행주체 등에 관한 법

적제언이 필요하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

법”)에 제외대상

  1) 관련 법규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표 3.2.177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제외대상에 관한 법규내용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앞에서 언급한 해상 최종처리장이 법적필수시설로 인정되었을 경우 폐기물시설촉

진법 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며, 폐기물시설촉

진법 에 따른 절차인 법 제9조 입지선정, 법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

고시, 법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법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법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

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해상 최종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해양 

최종처리장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에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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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수립

  1) 관련 법규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전

거. 폐기물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표 3.2.17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수립에 관한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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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동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5.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조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해상 최종처리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별도로 수

행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
  ◦ 따라서, 해상 최종처리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해양 최종처리장을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

여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적제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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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 관련 법규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수익률 사용료의 결정)

 ③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3.2.179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관한 법규내용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는 해상 최종처리장의 매립기간은 20년이며, 사후관리 

대상기간은 30년 이내로 되어 있다.
  ◦ 그러나 해상 최종처리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매립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통해 연장할 수도 있으므로 사후관리 대상기간까지 최장 50년을 넘길 

수 있다.
  ◦ 따라서, 해상 최종처리장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

에서 해양 최종처리장 사후관리 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바) 토지이용제한 완화

  1) 관련 법규내용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 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표 3.2.180 토지이용제한 완화에 관한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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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해상 최종처리장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해 사후관리대상이며, 사후관리대상 기간

(30년 이내)에는 토지 이용에 제한되어 있다.
  ◦ 해상 최종처리장의 부지활용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해

양 최종처리장 토지이용 제한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사) 사용시점이 다른 부대사업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 인정

  1) 관련 법규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표 3.2.181 사용시점이 다른 부대사업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 인정에 관한 법규내용 

  2) 현재 법규분석 및 해결방안

◦ 해상 최종처리장 매립종료 이후에 추진하는 부대사업은 본 사업(최종처리장)과 부

대사업의 관리운영기간 및 종료기간이 상의함에 따라 부대사업 요건에 충족여부가 

불투명하다.
  ◦ 따라서, 해상 최종처리장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

에서 해양 최종처리장의 부대사업의 관리운영기관 및 종료기간이 상이하여도 부대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제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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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토지이용권 부여

  ◦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할 때 부대시업 시행기간 동안 토지이용권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이나 다른 법령에서 법적제언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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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제1절 호안구조물 모듈화 핵심기술 및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1. 프리캐스트 모듈러 호안구조물의 장대화 방안

가. 단위모듈 접합(연결)에 의한 장대화 방안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재개정 전문(2016) 부록 7편 장대형 케이슨에 발생하는 파력 

평활화 효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케이슨 방파제에 사용되는 케이

슨 1함의 기준선방향 길이는 시공성과 케이슨 부재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20m 
내외로 설계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더 긴 케이슨도 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케이

블 또는 케이슨 자체 형상을 이용하여 인접 케이슨을 서로 결속하는 인터로킹(interlocking) 
방법을 통하여 장대화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서지혜 등 2015). 일체화된 장

대형 케이슨은 통상의 케이슨에 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인터로킹에 의하여 장대

화된 케이슨은 기존 케이슨 방파제의 성능을 보강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

술이다. 이러한 장대형 케이슨은 작용하는 파력에 있어 입사각()를 갖고 케이슨의 길이

가 인 케이슨에 경사지게 입사하는 파의 경우, 케이슨 기준선방향으로의 위상차로 최

대 파력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 즉 파력의 평활화(平滑化)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파

력 평활화 효과는 파향에 대한 케이슨의 투영길이 sin와 파장 L의 비(比)가 클수록 

증가하며, 또한 쇄파와 같이 작용시간이 짧고 가파르게 솟은 파형의 파일수록 평활화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파력의 평활효과를 고려한 수평파력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Goda식에서 항과 항에 대해 각각 평활화 계수 , 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기

존 설계에서는 경사 입사파인 경우의 Goda식 등에서 파압과 작용 높이에 cos를 

곱하여 경사파에 대한 보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사 입사에 따른 파력의 저감을 나타

낸 것으로 장대형 케이슨의 파력 평활화 효과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보수적인 설

계를 위하여 경사 입사하는 경우라도 직각 입사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파랑관

측기술 및 구조물 설계, 시공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경사 입사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는 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활동 및 전도 등 케이슨의 안전성 평가방법은 일반 케이슨의 활동, 전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케이슨 단면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장대형 케

이슨의 경우 케이슨 단면에 작용하는 파력은 Goda식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후(항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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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설계기준, 2014), 그림 4.1.1에 제시된 케이슨의 상대길이에 따른 파력의 평활화 효

과를 적용하여 감소시킨 파력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림 4.1.1 충격파의 상재적 크기에 따른 파력 평활화 효과

그림 4.1.2 인터로킹 효과에 의한 파력저감 개념

본 연구에서는 전단키 개념을 도입한 다수의 단위모듈 케이슨(이하, 단위 케이슨)을 

구조적으로 연결(interlocking)함으로써 장대형 케이슨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하지

만,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서술하는 장대형 케이슨의 파력 평활화 효과는 경사 입

사하는 파랑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직각 입사하는 파랑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치대상 지역에 대한 정확한 환경데이터가 있으면, 경사 입사

하는 파랑에 대한 파력 평활화 효과를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환경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전단키 개념

이 도입된 장대형 케이슨인 경우에는 단위 케이슨이 개별적으로 거동하지 않고 인접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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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슨과 서로 결속되어 인터로킹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제

시하는 Goda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파력을 그대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설계에 사용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2와 같이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이 인터로킹 효과에 의해 인접 케이슨에 분산되어 실제 단위 케이슨에 작

용하는 파력은 감소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파력(하중)분담비를 도출하고 구조물의 안전

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에서는 해상처분장에서의 

차수공법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해상처분장에 요구되는 차수기능은 

육상의 처분장과 마찬가지로 보유수 등이 외부로 침출하는 것을 막고 주변 해역에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폐기물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또, 요구되는 

차수성능은 해상처분장 내의 폐기물이 안정화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보유수 등이 외

부로 침출하지 않는 것이다. 해상처분장의 차수성능은 차수공만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유수 수위관리 등의 유지관리방법과 아울러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육상처분

장에서는 시공환경이 양호한 공기 중에서의 복합 차수시트의 시공과 누수검지 시스템 

등을 도입한 차수 시스템으로 필요한 차수성능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해상처분장에서

는 육상처분장에서 사용되는 복합 차수시트 등의 적용이 현 상태에서는 곤란하기 때문

에 육상처분장과 다른 차수시스템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보유수의 수위 관리

는 외해의 수위와 처분장 내 수위의 수두차를 이용해 외해로 향하는 이류를 억제하는 

것이며, 해상처분장 특유의 효과가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요구되는 해상처분장 전체로

서의 차수성능은 저면의 차수 및 측면의 차수성능 모두 기준시행규칙에 준해야 한다.

그림 4.1.3 해상처분장용 장대 호안구조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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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측면 차수 방법

그림 4.1.5 저면 차수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대 호안구조물의 측면 및 저면에 차수성능을 도입하기 위해 

저면인 경우에는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사이에 아스팔트 매스틱을 삽입하여 차수층을 형

성하였으며, 측면인 경우에는 내 외측에 탄성 차수층을 형성하여 탄성-차수 인터로킹 시

스템을 도입하였다(그림 4.1.3, 4.1.4, 4.1.5 참조). 

나. 시공성을 고려한 접합부(인터로킹부) 형식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2012)에서 케이슨인 경우 거치간격의 허용오차를 5,000ton 
미만은 100mm 이하, 5,000ton 이상은 15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슨이 정확한 

위치에 침설 되었는지를 확인 후 계속 주수하여 케이슨 내부에 물을 채워 안정시킨 뒤 

거치기자재, 임시뚜껑 등을 철거하여 속채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

고 있다. 
하지만 해상환경에서는 파도 및 조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

에 침설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케이슨은 5,000ton 미만

이기 때문에 케이슨 간의 거치간격은 100m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위 케

이슨 간의 거치를 용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 케이슨 측면부에 설치되는 전단키

를 케이슨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연장하여 케이슨 거치시에 가이드 역할을 하게하였으

며 파랑 및 조류에 의한 케이슨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케

이슨 바닥면에 전단키를 추가로 배치하여 최종 침설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단위 케이슨

이 하나의 구조체로 거동할 수 있게 하여 단위 케이슨 간의 인터로킹 효과를 증대하였

다. 시공성을 고려한 접합부의 상세한 형상을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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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시공성을 고려한 접합부 형상

다. 모듈러 호안구조물 시공 흐름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 시방서(2012)에서는 케이슨의 제작, 진수, 해상운반 및 거치 공

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

준 시방서(2012)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전반적인 모듈러 호안구조

물의 시공방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전체적인 시공흐름도는 그림 4.1.7에 나타내었다. 
일본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에서는 해상처분장의 저면이 불

투수성 지층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일부라도 만족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경

우에는 불투수성 지층의 조건과 동등 이상의 차수성을 갖도록 지반을 개량하거나 해저

면 상에 불투수성 재료를 빈틈없이 깔아 인공의 불투수성 지층을 확보하거나 또는 표면 

차수공 등의 차수공을 저면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

정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에 DCM공법(Deep Cement Method)을 적용하

였다. 또한 케이슨 줄눈부의 차수공을 시공할 때에는 줄눈부의 차수, 케이슨 하부의 차

수, 사석 마운드부의 차수를 조합해 연속된 차수공이 되도록 적절히 시공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케이슨 줄눈부의 차수공으로 

아스팔트 매스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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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저면 DCM공법 적용 (2) 바닥면 사석 포설

(3) 케이슨 거치 (4) 저면 차수층 설치

(5) 사석 채움 (6) 연직 차수층 설치

그림 4.1.7 모듈러 호안구조물 시공흐름도

아스팔트 매스틱의 제조방법은 육상 플랜트에서 제조한 완전 혼합재를 재가열하는 방

법 혹은 현지에서 반혼합재에 아스팔트 성분을 추가해 가열 혼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

다. 케이슨 줄눈부의 타설방법으로는 아스팔트 쿠거(asphalt cooker)로 직접 시공이 가능

한 슈트(chute)타설에 의한 방법이 이용된다. 케이슨 줄눈부에서 아스팔트 매스틱을 시공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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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눈부에는 호안 본체의 변형거동에 추수(追隨)하는 가요성 실란트를 설치한다.
- 줄눈부 차수공의 시공은 호안 본체의 침하가 수렴된 후에 한다.
- 사석 마운드에서의 침출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저부에 아스팔트 매스틱을 부설

하는 등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호안을 완성한 후 파랑과 기초지반의 변형 등으로 줄눈의 간격이 넓어져 차수재의 

천단이 내려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의 대책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수재의 감소량이 큰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 시공 시의 아스팔트 매스틱은 고온에서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2. 모듈러 호안구조물의 인터로킹 상세 개발 및 평가

가. 인터로킹부 형상 고안

(1) 케이슨 방파제의 파괴모드

파랑을 막기 위한 설치되는 방파제 형식 중 한 가지는 직립형 방파제로서, 테트라포

드(tetra-pod) 등을 경사진 면에 설치하는 경사형에 비해 방파제 면적이 적어 재료비가 

적게 들고 방파제 배면을 선박들의 계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직립형 방파제는 주로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용하여 건설한다. 그러나 직립형 방

파제의 경우 방파제를 이루는 구조물이 파랑에 직접 저항하여 반사시키기 때문에 큰 파

랑이 오는 경우 파괴가 발생하기도 한다.
케이슨을 이용한 방파제의 경우 다수의 단위 케이슨을 일렬로 나열하여 건설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큰 파랑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4.1.8은 케이슨형 방파제의 전형적인 파괴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굴, 사석 마운드의 

침하 등 케이슨 주변 환경이 변하여 발생하는 파괴가 있고, 케이슨 본체의 이동, 이로 

인해 이음부의 열림은 케이슨의 상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파괴이다(PARI, 2006). 일본

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석기초 위에서 설치된 방파제의 가장 중요한 파괴모드는 

활동파괴(그림 4.1.9 참조)이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Goda&Takagi, 2000 및 박

우선 등, 2016).
본 절에서는 케이슨의 상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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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중력식 호안 시설의 전형적 피해 상황

(a) 일본 고베항(PARI, 2006)

 

(b) 일본 도야마항(www.pa.hrr.mlit.go.jp)

그림 4.1.9 케이슨 방파제 활동 피해 사례

(2) 케이슨 방파제의 인터로킹 방안

케이슨이 파랑에 의한 파압에 저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케이슨 자중에 의한 케이슨 

저면의 마찰력이다. 즉 케이슨, 채움재 및 상치 콘크리트의 자중과 사석마운드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저항한다. 따라서 설계에서 고려한 파압 이상의 외력이 케이슨에 

작용하는 경우 케이슨이 파랑 방향으로 밀리는 활동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파압에 의한 

활동파괴모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그림 4.1.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작용 파압은 케

이슨에 전도모멘트를 발생시켜 케이슨 전면 하부가 들리게 되고, 사석마운드와 접하는 

케이슨의 바닥면적 및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 케이슨 본체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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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케이슨의 활동파괴 메카니즘

이러한 활동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케이슨의 자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케이슨의 자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서 본체 크기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재료

비 및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케이슨 설계법은 예상되는 설계파랑

을 각각의 케이슨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저항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즉 예상되는 설계

파랑이 방파제 전 길이에 걸쳐 균등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그러나 

실제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은 입사파의 특성 및 입사각에 따라 그림 4.1.11과 같

이 위상차를 가지고 불균등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일부 단위 케이슨에는 평균 이상의 

파력이 작용하여 평균 파력으로 설계된 케이슨에 활동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케이슨의 저항력을 증가시켜 활동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Wave force

Interlocked

그림 4.1.11 방파제에 작용하는 파력 분포

현재의 설계법에 의해 설계된 케이슨의 파력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

나는 케이슨을 장대화하는 것이다. 케이슨을 그림 4.1.11의 중앙부의 이상파력이 작용하

는 영역보다 길게 제작할 경우 케이슨 전체의 자중에 의한 마찰력이 이상 파력보다 크

기 때문에 활동파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실제 일본 Kochi항에 길이 100m 케이슨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규모의 제작장과 예인 및 거치시 대형장비가 필

요하게 되고, 지반의 부등침하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Onahama항 방파제 공사시에는 케이슨 2함을 해상에서 접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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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대화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상접합에 따른 시공이 난이하고 접합부에 응

력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김범형 등, 2010).
최근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케이슨간의 엇물림 효과(interlocking)로 방파제 전 구간을 

일체화 시키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방파제는 파력방향에 대해서는 일체

거동을 하고 연직방향에 대해서는 독립거동을 하게 되어 이상파력에 대한 저항성을 증

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등침하 및 접합부 응력집중에 유연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 케이슨간의 엇물림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4.1.12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

이 제안되어 있다(박우선 등, 2016).

(a) 케이블형

  
(b) 요철형

(c) 키블록형

  
(d) 채움재형

그림 4.1.12 인터로킹 방파제 종류

(3) 모듈러 호안구조물의 인터로킹 고안

콘크리트 케이슨을 이용하여 방파제를 설치하는 경우 다수의 케이슨이 사용된다. 케
이슨들은 그림 4.1.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진수, 예인, 가치, 설치의 순서로 현장에 설치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대형 해상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

비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공사비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설계된 케이슨의 활동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면

서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고안된 모듈형 

인터로킹 케이슨의 개념도를 그림 4.1.14 및 4.1.15에 나타내었다. 
그림 4.1.14의 형식은 저판모듈, 케이슨모듈, 상치콘크리트모듈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모듈들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형 등의 모양으로 속이 빈 케이슨 형식으로 구성된

다. 저판모듈, 케이슨모듈 및 상치콘크리트모듈들이 연직방향과 길이 방향으로 각각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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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게 적층되면서 결합되어 전체 호안구조물을 형성하는 원리를 갖는다. 각 모듈을 끼

워 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공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a) 케이슨 진수

  

(b) 케이슨 예인

(c) 케이슨 가치

  

(d) 케이슨 설치

그림 4.1.13 케이슨을 이용한 방파제 설치 예

해상 호안구조물의 길이는 수백 미터에 이르므로 호안구조물 폭방향으로의 강성은 길

이방향으로의 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따라서 길이방향으로 인터로킹 효과

가 발생할시 휨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폭방향으로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인터로킹형 해상 호안구조물의 폭방향으로의 활동을 최소화하고자 그림 4.1.15와 

같이 길이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키블록을 설치하여 길이방향으로의 활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길이방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키블록은 모듈형 인터로킹 호안구조물

의 폭방향으로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고정점의 역할을 담당하여 호안구조물의 안전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키블록은 “ㅍ” 형상을 지니고 이러한 형상은 인접한 키블록 

사이에 케이슨모듈 거치시 손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해상설

치가 간편해진다.
그림 4.1.14 및 4.1.15의 제안형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기존의 박스형에 비해 제작이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자 2차년도에 제안한 형식이 그림 4.1.16에 나타낸 것과 같은 삽입형 케이슨이다. 이 형

식은 기존의 케이슨 제작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할 수 있고 레고 블록과 같이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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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맞춰지는 부분을 위한 

추가적인 거푸집공사가 필요하고 인터로킹부의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1.14 모듈형 인터로킹 호안구조물 개념도(입면도)

그림 4.1.15 키블록형 혼합의 모듈러 인터로킹 호안구조물 개념도(평면도)

 

그림 4.1.16 삽입형 인터로킹 케이슨

동일한 두 부재를 접합하여 하나의 부재로 거동하게 하는 기술은 교량분야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이다. 교량의 한 구성 부재인 교각을 시공하는 데는 많은 공사비

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각의 수를 줄이는 것은 공사기간과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교각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각 위에 설치되는 거더의 길이를 가능한 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더의 길이를 늘리기 위한 연구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거더를 

장대화하거나 구조적인 거동변화를 위해 두 개의 거더를 접합하는 기술이 오랜 동안 적

용되어 왔고,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접합부가 고안 및 사용되어져 왔다. 그림 4.1.17
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SC) 교량을 장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합부의 다양한 연결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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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7 PSC 거더의 접합부 연결방식(PCI, 1992)

(a) female-female

     

(b) female-male

그림 4.1.18 대표적인 전단키 형상

이 중에서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단키 형상은 그림 4.1.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female-female 형식과 female-male 형식이다. 전자는 접합면에 홈이 형성된 모듈을 현장에

서 접합한 후 이 곳에 콘크리트나 모르터를 충전하여 전단키를 형성하는 것으로 모듈의 

접합시공은 빠른 반면 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모르터를 충전하기 위한 가설장치와 양생시

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모듈 제작시 접합부 형상을 미리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시공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콘크리트의 경화에 따른 변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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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량 시공

현장에서는 주로 female-female 형식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콘크리

트 케이슨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 접합시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공기간이 짧아야하

므로 female-female 형식보다는 female-male 형식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그림 4.1.19와 같은 전단키형 케이슨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그림 4.1.19 전단키형 인터로킹 케이슨

(4) 모듈러 호안구조물의 인터로킹 형식별 효과 비교

(가) 해석 케이슨 제원 및 단일 케이슨 해석

2차년도에 제안된 삽입형과 전단키형 케이슨의 인터로킹 효과에 의한 저항력 증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4.1.20 및 그림 4.1.21과 같은 제원을 고려하였다.
구조해석은 3D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NSYS Mechanical 15.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사석마운드는 면요소(surface element)로 모델링하고, 사석마운드와 단위 케이슨 사이는 

프로그램 내의 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을 이용하여 상호 이격이 가능한 마찰접촉조건

을 부여하였다. 사석마운드와 케이슨 사이의 마찰계수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16)을 

준용하여 0.6을 적용하였다. 상치콘크리트는 고려하지 않고 케이슨 내부를 물로 충전한 

경우로 가정하면 단위 케이슨 총 무게는 105,439kN이다.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은 케이슨 저면의 마찰저항력(63,263kN)과 동일한 하중을 케이슨 전면의 면적으로 나눈 

등분포하중(0.098MPa)을 적용하였다.
그림 4.1.22는 케이슨의 한 쪽 면에 수평력에 해당하는 압력(0.098MPa)을 재하하여 해

석한 결과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케이슨은 전도와 활동이 함께 나타나는 거동을 보이

며 변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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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0 해석용 케이슨 제원(평면도,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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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해석용 케이슨 제원(측면도)

(a) 하중 재하

  

(b) 변형

그림 4.1.22 단일 케이슨 예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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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로킹 효과 해석

구조해석에서 케이슨에 작용하는 외력이 케이슨 저면의 마찰력보다 큰 경우에는 강체

운동이 발생하여 더 이상 해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로킹에 의한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 다수의 단위 케이슨이 일체로 거동하는 구조물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그
림 4.1.23 참조).

5함의 단위 케이슨을 해저면 위에 위치시키고 해저면과 단위 케이슨 사이 및 단위 케

이슨 사이에는 접촉조건을 부여하여 요소들이 상호 응답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저면과 케이슨 사이에는 마찰계수 0.6을 적용하였고, 케이슨과 케이슨 접촉면에는 강

접접촉조건(bonded condition)을 부여하여 모델링하였다.
본 절에서의 해석 목적은 제안한 인터로킹 형식의 인터로킹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

으로 파압은 임의의 값을 적용하여 변형상태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파압은 중앙 단위 

케이슨에만 등분포하중으로 작용시키고 일체형 호안구조물 양단면과 해저면은 고정

(fixed)하였다(그림 4.1.24 참조).

그림 4.1.23 일체형 호안구조물 해석 모델

그림 4.1.24 일체형 호안구조물 해석 모델의 재하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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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 및 4.1.2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삽입형 케이슨도 동일하게 5함으로 모델링

하였다. 일체형과 동일한 경계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호안구조물 양단면은 고정(fixed)하
고, 마찰계수는 사석마운드와 케이슨 사이는 0.6,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는 0.5를 적용하

였다. 해저면은 면요소로 모델링하였고, 해저면과 케이슨 사이,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에

는 접촉조건을 적용하여 외력에 의해 해저면과 케이슨 사이의 이격이 발생하도록 하였

다. 파압은 중앙에 있는 케이슨에만 등분포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케이

슨은 솔리드요소(solid element)로 모델링하고 물성치는 콘크리트의 선형물성을 입력하여 

케이슨 자체에는 항복 및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4.1.25 삽입형 인터로킹 해석 모델

그림 4.1.26 삽입형 인터로킹 해석 모델 재하 및 경계조건

그림 4.1.27에 삽입형 인터로킹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삽입형 인터로킹을 사용하

는 경우 그림 4.1.27의 해석결과와 같이 접합부에서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인터로킹효과 검토를 위해 그림 4.1.20의 케이슨에 대해 접합부가 강접되어 일체

로 작용하는 경우를 함께 해석하였다. 삽입형 인터로킹을 적용하는 경우 중앙부 케이슨

의 최대 변형은 일체형에 비해 약 40%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7 삽입형 인터로킹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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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9와 같은 전단키형 케이슨의 해석은 삽입형과 동일하게 5함의 케이슨으로 

모델링하고 경계조건 및 마찰계수 등의 해석조건은 삽입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단, 
전단키 크기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케이슨 높이를 5등분한 높이를 차례로 증

가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단키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

단키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길어지는 경우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어지는 경우, 전단키

가 케이슨 측면부에 위치하는 경우와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1.29 참조).

그림 4.1.28 전단키형 인터로킹 해석 모델

    

그림 4.1.29 전단키형 인터로킹 해석 모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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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0에는 해석결과 비교를 위한 위치를 표시하였고 그림 4.1.31 및 그림 4.1.32
에는 제원과 위치 변화에 따른 최대변위를 일체형 케이슨의 경우에 대해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 4.1.3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케이슨 측면부에 전단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체형일 때에 비해 약 20%의 변위가 증가하였다. 이는 삽입형인 경우에 비해 50% 정
도로 변위가 감소한 값이다. 변위는 증가하였으나 응력은 일체형 대비 약 3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파랑에 저항하는 케이슨의 경우

에는 파압에 의한 응력만 발생하겠으나 전단키로 옆 케이슨과 상호 연결이 되어있는 경

우에는 휨변형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시 이 응력이 콘크리트의 파괴강도

를 넘어가지 않게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전단키를 하면에 설치한 경우에도 측면에 설치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그림 4.1.31 및 그림 4.1.32의 결과를 확인하면 제원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변형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현재 

모델의 재료가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선형값이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맞물림 작용이 결

과적으로 전체 변형을 제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케이슨과 케이슨은 이격 

없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길이방향으로 변형이 휨변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33은 측면 전단키에 의한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의 이격 정도를 나타낸 그림

으로서 이격은 전단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격 정

도는 전단키의 위치에 따라서도 변화를 보여, 전단키를 아래에서 위로 설치하는 경우보

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치하는 경우에 이격이 작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측면에 전단

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설치하며 길이는 케이슨 높이의 60~80% 정
도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측면 전단키
인장응력
비교 위치

변위 비교 위치

3 m
1 m

4 m

그림 4.1.30 전단키형 인터로킹 해석 결과 비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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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0%

60%

90%

120%

150%

0 5 10 15 20

Shear Key I Length (m)

Displacement (Y dir.) Stress (X dir.)

Displacement (Y dir.) Stress (X dir.)

일체형

그림 4.1.31 측면 전단키 해석 결과

0%

30%

60%

90%

120%

150%

0 1 2 3 4 5

Shear Key II Length (m)

Displacement (Y dir.) Stress (X dir.)

일체형

그림 4.1.32 하면 전단키 해석 결과

그림 4.1.33 측면형 전단키에 의한 케이슨 사이의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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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듈러 호안구조물의 인터로킹효과 평가

(1) 호안구조물의 연장 길이(단위 케이슨 함수)에 따른 거동 평가

호안구조물의 연장 길이(단위 케이슨 함수)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및 인터로킹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케이슨 함수를 변수로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은 3D 유
한요소프로그램인 ANSYS Mechanical 15.0을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은 동일한 단위 모

듈 케이슨을 사용하여 함수(모듈 개수)를 변수로 해서 총 4가지 경우(3개, 5개, 7개, 9개)
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그림 4.1.34 참조). 해석에 적용한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을 

표 4.1.1에 정리하였다. 경계조건은 전 모델에 동일하게 실제 호안구조물의 거동에 가깝

도록 케이슨과 마운드 접촉면에는 마찰계수 0.6을 가지는 마찰접촉조건(contact condition)
을, 호안구조물 양단면에는 고정경계조건(fixed boundary condition)을 부여하였다. 또한, 
케이슨과 인접 케이슨 사이의 접촉면에는 전단키에 의한 인터로킹효과만을 고려하기 위

하여 마찰계수 0.0을 가지는 마찰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으로 모델링하고, 실제 제작 

및 시공오차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유격은 무시하였다. 하중은 적색으로 표시된 중앙 

케이슨에만 등분포하중으로 최대 임계하중의 2배까지 단계적으로 다단계정적하중을 적

용하였다. 

Friction coef.
μ=0.6

Fixed

#1

Mound

Fixed

#2
#3Caisson

#1
#2

#3
#4

#5

(a) 3 units (b) 5 units

#1
#2

#3
#4

#5
#6

#7

#6

#9

#1
#2

#3
#5

#8

#4

#7

(c) 7 units (d) 9 units

그림 4.1.34 구조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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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

케이슨-마운드 마찰접촉 (마찰계수 μ = 0.6)

호안구조물 양단면 고정

케이슨-케이슨 마찰접촉 (마찰계수 μ = 0.0)

하중조건

수직하중 전 케이슨 자중

수평하중 중앙케이슨 등분포하중(최대 임계하중의 2배)

표 4.1.1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전체수평하중(X축)에 대한 개별 케이슨 저면에 발생하는 X축 성분 반력결과만을 사용

하여 산출한 호안구조물의 연장 길이(케이슨 함수)에 따른 하중분배비를 표 4.1.2 및 그

림 4.1.35에 나타내었다. 그림 4.1.35의 수평 및 수직축은 각각 개별 케이슨 넘버 및 해

당 케이슨의 하중분배비(단위 케이슨 저면의 X축 반력/전체 수평하중)는 나타내고, LF 
1.0, 2.0은 각각 임계하중의 1.0배, 2.0배의 수평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결과를 통해 전체 수평하중은 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케이슨과 인접하는 양쪽 케이슨에 

대부분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슨 좌측면(전단키 위치면)보다 우측면

(전단키홈 위치면)에 인접하는 케이슨의 하중분담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케이슨 

형상이 비대칭인 영향으로서, 케이슨 좌측 인터로킹부에서는 하단 전단키 상부에 인접 

케이슨 본체가 위치하여 인접 케이슨의 자중에 의한 지지효과가 큰 반면, 우측 인터로

킹부는 인접 케이슨 하단 전단키 상부에 위치함으로 인접 케이슨 자중에 의한 지지효과

가 없다. 따라서 케이슨 본체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동을 보이고 그로 인해 

우측에 더 큰 반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케이슨에서의 작용 하중크기에 따른 하중분담비 관계를 그

림 4.1.36에 나타내었다. 수평축은 수평하중의 크기를 임계하중으로 나눈 무차원 수평하

중크기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케이슨의 하중분담비를 나타낸다. 수
평하중크기에 따른 하중분담비는 호안구조물 연결 길이(케이슨 함수)와는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수평하중크기가 커질수록 케이슨의 하중분담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평하중비 0.7(임계하중 0.7배) 전후로 하중분담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났다. 또한, 전단키에 의한 인터로킹효과는 임계하중(수평하중비 1.0) 이전에도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평상시에도 인터로킹 효과에 의한 변형제어능력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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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1.0(임계하중 1.0배)

No.
함수

1 2 3 4 5 6 7 8 9

3 0.07 0.80 0.13 - - - - - -

5 0.00 0.07 0.79 0.14 0.00 - - - -

7 0.00 0.00 0.08 0.78 0.15 0.00 0.00 - -

9 0.00 0.00 0.00 0.08 0.77 0.15 0.00 0.00 0.00 

L.F 2.0(임계하중 2.0배)

No.
함수

1 2 3 4 5 6 7 8 9

3 0.15 0.60 0.25 - - - - - -

5 -0.01 0.16 0.60 0.27 -0.01 - - - -

7 0.00 -0.01 0.16 0.60 0.27 -0.01 0.00 - -

9 0.00 0.00 -0.01 0.17 0.60 0.27 -0.02 0.00 0.00 

표 4.1.2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에 따른 하중분담비

0.0
0.2
0.4
0.6
0.8
1.0
1.2

1 2 3

 하
중

분
배

비

케이슨 No.

LF 1.0

LF 2.0

(a) 3units

  

0.0
0.2
0.4
0.6
0.8
1.0
1.2

1 2 3 4 5

 하
중

분
배

비

케이슨 No.

LF 1.0

LF 2.0

(b) 5units

0.0
0.2
0.4
0.6
0.8
1.0
1.2

1 2 3 4 5 6 7

 하
중

분
배

비

케이슨 No.

LF 1.0

LF 2.0

(c) 7units

  

0.0
0.2
0.4
0.6
0.8
1.0
1.2

1 2 3 4 5 6 7 8 9

 하
중

분
배

비

케이슨 No.

LF 1.0

LF 2.0

(d) 9units

그림 4.1.35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에 따른 하중분배비(L.F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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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0.6

0.8

1.0

1.2

0.0 0.5 1.0 1.5 2.0 2.5

 하
중

분
담

비

수평하중비 (L/Lc)

3units
5units
7units
9units

그림 4.1.36 하중크기-하중분배비 관계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케이슨 함수)에 따른 변형 및 주응력 분포도를 각각 그림 4.1.37 
및 그림 4.1.38에 나타내었다. 수평하중 크기가 커질수록 호안구조물의 변형 및 주응력 

분포면적은 확장되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부분 바로 인접하는 케이슨까지만 확장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1.37의 호안구조물의 변형분포도를 통해 최대 

변형양도 호안구조물의 연장 길이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였다.

Max. 3.15mm

(a) 3units / L.F 1.0

 

Max. 19.43mm

(b) 3units / L.F 2.0

Max. 3.26mm

(c) 5units / L.F 1.0

 

Max. 20.92mm

(d) 5units / L.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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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3.27mm

(e) 7units / L.F 1.0

 

Max. 20.61mm

(f) 7units / L.F 2.0

Max. 3.35mm

(g) 9units / L.F 1.0

 

Max. 20.83mm

(h) 9units / L.F 2.0

그림 4.1.37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별 변형분포도(Auto scale view)

Max. 2.55MPa

(a) 3units / L.F 1.0

 

Max. 9.83MPa

(b) 3units / L.F 2.0

Max. 2.85MPa

(c) 5units / L.F 1.0

 

Max. 9.97MPa

(d) 5units / L.F 2.0

Max. 2.14MPa

(e) 7units / L.F 1.0

 

Max. 7.40MPa

(f) 7units / L.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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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22MPa

(g) 9units / L.F 1.0

Max. 7.45MPa

(h) 9units / L.F 2.0

그림 4.1.38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별 주응력분포도(Auto scale view)

(2) 호안구조물의 무게(단위 케이슨 중량)에 따른 거동 평가

호안구조물의 무게(단위 케이슨 중량)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및 인터로킹효과를 평가

하기 위하여 케이슨 내 사석 채움 전 후를 가정하여 케이슨 무게를 변수로 하여 구조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그림 4.1.34(b)의 케이슨 함수 5개를 대상으로 하고, 경계조

건 및 하중조건은 표 4.1.1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사석 채움 전 후 호안구조물의 무게에 따른 하중분배비 비교결과를 표 4.1.3 및 그림 

4.1.39에 나타내었다. 그림 4.1.39의 수평축은 케이슨 넘버를, 수직축은 작용수평하중 크

기(임계하중 1.0배, 2.0배)에 대한 각 케이슨의 하중분담비를 나타낸다. 사석 채움 전 후

를 비교한 결과, 동일 수평하중에 대하여 호안구조물 무게의 영향은 거의 없이 유사한 

하중분담비를 나타내었다.
그림 4.1.40은 수평하중을 작용시킨 중앙 케이슨(케이슨 No.3)에서 구한 수평하중크기

에 따른 하중분배비 관계를 보여준다. 수평축은 수평하중의 크기를 임계하중으로 나눈 

무차원 수평하중크기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케이슨의 하중분담비

를 나타낸다. 호안구조물의 무게와는 크게 관계없이 수평하중 크기가 커질수록 중앙케

이슨의 하중분담비는 감소한다. 

L.F 1.0(임계하중 1.0배)

케이슨 No.
사석채움

1 2 3 4 5

채움전 0.00 0.07 0.79 0.14 0.00 

채움후 0.00 0.07 0.81 0.13 0.00 

L.F 2.0(임계하중 2.0배)

케이슨 No.
사석채움

1 2 3 4 5

채움전 -0.01 0.16 0.60 0.27 -0.01 

채움후 -0.01 0.17 0.60 0.26 -0.02 

표 4.1.3 호안구조물 연장 길이에 따른 하중분담비(케이슨 함수: 5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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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9 호안구조물 무게에 따른 하중분배비 비교(LF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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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0 하중크기-하중분배비 관계

(3) 인터로킹효과에 의한 파력(하중)저감계수 산정

앞 절에서 설명한 구조해석결과를 통해 호안구조물의 연장 길이(단위 케이슨 함수) 및 

무게(단위 케이슨 중량)에 관계없이 전단키에 의한 인터로킹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실무 설계에서 사용 가능한 파력(하중)저감계수

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41에 파력저감계수 산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나타내었다. 단위 케이슨에서 

활동파괴가 발생하는 임계하중을 Fa로 정의할 경우 하중이 작용하는 케이슨이 분담하는 

하중(F1)은 식 4.1.1과 같다.

                                     (4.1.1)

인터로킹 케이슨은 전단키 인터로킹효과에 의해 파력 감소가 발생하므로 단위 케이슨

의 임계하중(Fa)이 작용하더라도 활동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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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로킹 케이슨에서 활동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을 그림 4.1.41 및 식 4.1.2에 나타낸 것

과 같이, 하중이 작용하는 케이슨이 분담하는 하중(F1, 적색부분 면적의 합)이 단위 케이

슨에서의 임계하중(Fa)과 같아지는 시점에서의 하중 및 파력(하중)분담비를 각각 인터로

킹 케이슨에서의 임계하중(Fb) 및 파력저감계수(α)로 정의하였다. 이때, 케이슨 측면의 

전단키는 임계하중(Fb)이 작용하는 시점에는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계한다.

 ·                                (4.1.2)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구한 인터로킹 케이슨의 임계하중 및 파력저감계수를 그림 

4.1.42 및 표 4.1.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1.42는 케이슨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모든 축의 값을 무차원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수평축은 단일케이슨의 임계

하중(Fa)에 대한 인터로킹 케이슨에 작용하는 하중(F)의 비를 나타내고, 좌측 수직축은 

인터로킹 케이슨에 작용하는 하중(F)에 대한 케이슨이 분담하는 하중(F1)의 비를, 우측 

수직축은 단일케이슨의 임계하중(Fa)에 대한 케이슨이 분담하는 하중(F1)의 비를 각각 나

타낸다.
인터로킹 케이슨의 임계하중(Fb) 및 파력저감계수(α)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step(1) : 케이슨이 분담하는 하중(F1)이 단일케이슨의 임계하중(Fa)과 같아지는 지점

(F1/Fa=1.0) 산출

- step(2) : step(1)에서 산출한 지점(F1/Fa=1.0)에서의 작용하중비(F/Fa) 및 인터로킹 케

이슨의 임계하중(Fb) 산출

- step(3) : step(2)에서 산출한 작용하중비(F/Fa)에서의 파력분담비(F1/F) 및 파력저감계

수(α) 산출

그림 4.1.41 파력저감계수 수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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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2 파력저감계수 산정 flow

임계하중(Fb) 파력저감계수(α)

1.4Fa 0.73

표 4.1.4 인터로킹 케이슨의 임계하중 및 파력분담계수

다. 인터로킹부 전단 강도 설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접합부의 전단 강도 산정 및 설계 관련식의 규정은 국내 외

적으로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외에서는 접합부의 형상과 제원, 
전단키 개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 설계기준에서

는 접합부의 전단 성능은 단순히 전단력을 면적으로 나눈 값을 설계 전단응력으로 고려

하고 있어서 전단키의 다양한 제원에 따른 성능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절에서는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블록의 접합을 위한 전단키의 설계와 관련된 국내외

의 설계 기준 및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하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재인용).

(1) 도로교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에서는 접합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블록을 접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 대해 설계하중 작용시 및 계수하중 작용시의 응력 등의 검사 이외에 

식 4.1.3과 같이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을 조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경우의 허용 휨인

장응력을 2.5MPa로 제한하고 있다.

보                                   (4.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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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판                         (4.1.3-b)

여기서,   : 활하중 및 충격 이외의 주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휨인장응력(MPa)

         : 활하중 및 충격에 의한 콘크리트의 휨인장응력(MPa)

         : 활하중 및 충격에 의한 바닥판으로서의 콘크리트의 휨인장응력(MPa)

         : 활하중 및 충격에 의한 보로서의 콘크리트의 휨인장응력(MPa)

프리캐스트 블록의 이음부에 대해서는 전단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단키는 전

단력에 대해 설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캔틸레버식 가설공법으로 시공하

는 경우 전단키의 설계는 콘크리트의 전단응력을 식 4.1.4로 계산하고 이 값이 콘크리트 

허용전단응력 0.08  이하이면 가외철근 정도로 보강을 하고, 이 값을 초과하고 0.68

 (최대값) 이하이면 식 4.1.5에 의해 계산된 철근량을 전단키에 배치해야 한다.

  


                                    (4.1.4)

 

                              (4.1.5)

여기서,   : 설계전단응력(MPa)
         : 지지하는 콘크리트의 전면적, 전단전달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단면적(mm2)

         : 인장철근의 단면적, 전단키에 배치할 접합면의 철근단면적(mm2)

         : 해당 단면에서의 설계전단력, 혹은 전단키 설계용 전단력으로 다음 식 중

에서 큰 값(N)

   또는   ±
 



×sin        (4.1.6)

여기서,   : 번째 PS 강재의 긴장력(N)

          : 블록 이음위치에서의 강재의 휘어 올린 혹은 휘어 내린 각도(°)

          : 인장철근의 단면적, 전단키에 배치할 접합면의 철근단면적(mm2)

          : 철근의 허용인장응력(MPa)

(2) Hanson model

Hanson 모델(Hanson, 1960)은 ACI building code의 근간이며, 전단 실험을 수행하여 전

단-슬립 관계를 실험식으로 제안하였는데, 0.005 in의 슬립에서 최대 전단 저항을 가지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한계 슬립의 제안은 결국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추가

적으로 표면 처리와 관련하여 민 표면의 경우에는 극한 전단 능력이 300psi, 거친 표면

의 경우에는 500psi로 제시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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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st model 

Mast 모델(Mast, 1968)의 경우는 최초로 선형 전단 마찰식을 제안하였으며, 식의 형태는 

식 4.1.7과 같다. 이 모델의 경우 낮은 구속 응력에서는 합당하나 높은 구속 응력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1.7)

여기서,  : 극한 수평 전단강도(N)

         : 구속응력(MPa)

          : 마찰계수

(4) Saeman and Washa model

Saeman and Washa 모델(Saemann and Washa, 1964)의 경우는 ACI 333 기준에 의거 36
개의 조합 변수를 가진 42개의 T형 보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변수로서 콘크리

트 표면 거칠기, 인터페이스 위치, 인터페이스를 가로지르는 철근비, 콘크리트 압축 강

도 등을 식 4.1.8과 같이 제시하였다.




 


               (4.1.8)

여기서, Y : 극한 전단 저항능력(psi)
        X : 유효 깊이(in)
        P : 철근비(%)

(5) Birkeland model

Birkeland 모델(Birkeland, 1966)의 경우 인터페이스에서의 극한 전단 저항 능력을 위한 

비선형 함수를 최초로 제안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며 표현식은 식 4.1.9와 같다. 

                              (4.1.9)

(6) Shaikh model

Shaikh(Shaikh, 1978)의 경우는 ACI 규격의 전단 마찰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표현식은 

식 4.1.10과 같다.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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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si)

        : 강도감소계수 0.85    
       또한, =1.0 for normal weight concrete
             =0.85 for sand-lightweight concrete
             =0.75 for all-lightweight concrete

(7) Loov model

Loov 모델(Loov, 1978)의 경우는 수평 전단 강도식 내에 콘크리트 강도의 영향을 최초

로 소개하였으며, 표현식은 식 4.1.11과 같다. 만약, 콘크리트 강도가 4,480psi로 같은 경
우 Birkeland의 식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4.1.11)

여기서, k : constant(비균열 인터페이스의 경우 초기값으로 0.5임)

(8) Walraven model

Walraven 모델(Walraven et al., 1987)의 경우는 88개의 전단 실험을 통해 정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현식은 식 4.1.12와 같다. 

   
                       (4.1.12)

여기서,  
′

         
′

(9) Mattock model

Mattock 모델(Mattock, 1974)의 경우는 콘크리트 강도 효과를 포함한 모델을 제시하였으

며, 표현식은 식 4.1.13과 같다. 

 
′   ≤′       (4.1.13)

한편, 상기 식은 다시 사전 균열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추가하여 

수정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표현식은 식 4.1.14와 같다. 

                           (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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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su model

Hsu 모델(Hsu et al., 1987)의 경우, Loov의 model과 유사하나, k값을 0.66으로 제안하였

고, 상기 값은 건전부 및 초기 균열 인터페이스 구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11) Loov and Patnaik model

Loov and Patnaik 모델(Loov and Patnaik, 1994)의 경우, 16개의 복합 보 시편을 통해 수

평 전단 강도 실험을 보강하였다. 변수로서 고정 콘크리트 강도하에서의 구속 응력 변

수, 고정 구속 응력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변수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전단부에서의 

슬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단 연결부에서의 수평 전단 응력이 220～290 psi까지 저항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안식은 식 4.1.15와 같다.  

  ′ ≤′                 (4.1.15)

여기서, k=0.6

(12) Menkulasi model

Menkulasi 모델(Menkulasi, 2002)의 경우, 실제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대한 수평 전단 강

도를 조사하였으며 36개의 전단 실험을 통해 변수로서 돌출 깊이, 채움재 종류, 철근비, 
전단 연결재 유형 등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Menkulasi는 사전 균열 전단강도가 복부 

높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현식은 식 4.1.16 및 식 4.1.17과 같다. 

 

   for uncracked (4.1.16)

 

   for cracked        (4.1.17)

여기서,   : 철근 단면적(in2)

         : 철근 항복 응력(ksi)

         : 순수 축 압축력(kips)

         : 폭(in)

        s : 전단 간격(in)

(13) AASHTO Model

AASHTO 모델(AASHTO, 2003)의 경우는 세그먼트 교량의 전단키의 전단 저항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시한 유일한 식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다만 접합부에서의 에폭시의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단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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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8)

여기서,  : 파괴 면에서 다중키의 면적(in2)

         ′ : 콘크리트 압축 강도(psi)

         : 단면부 중심에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난 이후에 수직 압축 응력

(psi)
         : 파괴면상의 민 표면의 면적(in2)

(14) 일본 초고성능 콘크리트 설계 지침

일본 지침(JSCE, 2004)에서는 설계전단내력 을 식 4.1.19와 같이 정의하였다. 

                         (4.1.19)

여기서,  : 보강용 섬유의 분담분을 제외한 전단 보강 강재를 이용하지 않은 봉 

부재의 설계 전단 내력

  ′ ··              (4.1.20)

 는 보강용 섬유에 의해 부담 받는 설계 전단 내력으로 식 4.1.21와 같다.

  tan·· )              (4.1.21)

는 축방향 긴장재의 유효 인장력의 전단력에 평행한 성분으로 식 4.1.22에 의한다.

  ·sin )                     (4.1.22)

여기서,  : 복부의 폭

         : 유효높이

        
′  : 초고강도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설계 압축강도(MPa)

         : 일반적으로 1.3

         : 초고강도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사인장 균열 직각 방향의 설계 평균인장

강도(MPa)
         : 축방향과 사인장 균열면에 발생하는 각도, 단 는 30° 이상으로 함

  


 ′ ′

                  (4.1.23)

여기서,   : 설계 단면력에 의한 평균 전단응력

       
′  ′  : 각각 축방향 및 축 직각 방향의 평균 압축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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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력을 받지 않은 경우의 사인장 균열이 부재축으로부터 45° 경사진 직선

이 되는 각도 

         : 압축응력의 합력 작용위치로부터 인장강재의 도심까지의 거리로 일반적으

로 d/1.15
        : 일반적으로 1.3

        : 축방향 긴장재의 유효 인장력

        : 축방향 긴장재가 부재축으로 되는 각도

        : 일반적으로 1.1

참고로, 복부 콘크리트의 전단에 대한 설계 사인장 압축파괴 는 식 4.1.24에 의해 

산정한다. 은 일반적으로 1.3으로 한다.

  
′sin··            (4.1.24)

(15) German Model

독일 모델의 경우에는 AASHTO 모델(DBV, 1998)의 뒤 부분을 무시하여 계산하지만 접

촉 면적 를 더 크게 취하고 있다.

  ⋅⋅                          (4.1.25)

여기서,   : 0.7

(16) Rombach Mode

Rombach(Rombach, 2004)는 보강되지 않은 건식 전단키의 전단 성능에 대해 식 4.1.26을 

제안하였다.

  ⋅⋅  ⋅⋅            (4.1.26)

여기서,  : 마찰계수(concrete-concrete) 0.65
        : 연결(접합)부 압축강도(MPa)

        : 압축 면적(  )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 웨브의 폭 및 높이

        : smallest area of the base of all keys in the failure plane(Σ)

         : 전단키 높이(≤6),         : 전단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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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대 호안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가. 장대 호안구조물의 파력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

계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여 설계파랑을 산정하였다. 보고서의 SSW파향에 의한 파고분포

도를 사용하여 설계파 주기는 12.0sec로 설정하였으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14)에

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파고 max, 유의파고 , 1/10최대파고 , 평균파고 에 대

한 관계식으로부터 설계파고(최대파고)를 8.0m(=4.445×1.8)로 설정하였다. 또한, 단위모듈

의 사이즈는 부산 신항 안벽 케이슨 도면(그림 4.1.43 참조)을 참고하여 단위모듈 방파제 

제원을 길이 34.0m, 폭 12.4m, 높이 19.1m로 설정하였다.
장대 호안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규모 512.1×223.6m로 구성되

는 해상처분장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위모듈 케이슨 사이의 간격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2012)에서 케이슨 거치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를 케이슨 질량 

5,000ton 미만인 경우 100mm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허용오차인 100mm를 이용하여 장대 

호안구조물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그림 4.1.44 참조).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2014)에서는 직립벽에 작용하는 파력은 파랑 조건 외에 조위, 

수심, 해저지형, 구조물의 단면 및 평면 형상 등에 의해 변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

여 적절히 산정하고, 수리모형실험에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급경사의 

해저면상이나 높은 사석부상의 직립벽에 있어서는 매우 큰 충격쇄파력이 작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발생조건에 충분히 유의하여 파력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직립벽의 전면파압은 Goda 파압 산정식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상용화 프로그램인 ANSYS AQWA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산

정하였으며 산정된 파력을 Goda식을 통해 산정된 파력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장대 호안구조물에 발생하는 파력의 평활화 효과는 입사각을 갖는 파랑인 경우 특히 

효과적이므로 입사각을 총 4개(0°, 30°, 45°, 60°)로 나누어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검

토하였으며 이때 수심은 MSL 15.0m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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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3 부산신항 안벽 도면

그림 4.1.44 장대 호안구조물 모델링

그림 4.1.43에 나타낸 것과 같이, X축으로 작용하는 파력은 입사파의 입사각이 0도인 

경우 단위모듈 8번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파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입사파의 입사각이 60도이고 주기가 15
초일 때 파력값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위모듈 간의 상호작

용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사파의 주기가 증가할수록 단위모듈에 

작용하는 파력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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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으로 작용하는 파력은 그림 4.1.44에 나타내었다. Y축으로 작용하는 파력은 입파사

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대체적으로 단주기에서 최대 

Peak값을 가졌다. 설계 파랑조건에서 장대 호안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특성을 보다 자

세히 살펴보기 위해 입사파의 입사각 변화에 따른 장대 호안구조물 주변의 파랑특성을 

그림 4.1.47에 나타내었다. 입사파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의 Air 
gap의 위치가 바뀌었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압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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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5 단위모듈에 작용하는 X방향 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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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6 단위모듈에 작용하는 Y방향 파력

(a) Incident wave angle 0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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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7 단위모듈에 작용하는 파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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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파랑 조건에서 단위모듈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을 Goda식을 이용해 계산한 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4.1.48에서 입사파의 입사각이 0도인 경우 단위모듈에 작용하는 파력

은 4번의 Peak 값을 가지는 사인 곡선 형태를 나태내고 있으며, 입사파의 각도가 증가

할수록 최대 Peak 값은 1번 단위모듈에서 멀어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사파의 

입사각이 60도인 경우에는 8번 이후의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은 Goda식을 이용한 파력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표 4.1.5~4.18는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을 Goda식을 이

용한 파력과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전체 장대 호안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은 입사각이 

0도인 경우가 Goda식을 이용한 파력보다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입사파의 각도가 증가할

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그림 4.1.49에서 보는 것처럼 Goda식
을 이용해 계산된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평균파력은 입사파의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QWA를 통해 계산된 파력인 경우

에는 입사파의 입사각이 증가하여도 입사각이 0도일 때 보다 큰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각이 30도인 경우 단인모듈에 작용하는 평균파력은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전
단키 도입에 따른 장대호안구조물이 하나의 구조체로 거동을 할 경우에는 그림 4.1.49에
서 보이는 평균파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장대 호안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은 Goda
식을 통해 계산된 파력보다는 작은 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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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8 단위모듈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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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No.
AQWA (kN) 

(a)
GODA (kN) 

(b) 비율 (%) (a/b×100)

1 28607.96 39527.90 72.37
2 38565.71 39527.90 97.57
3 33781.40 39527.90 85.46
4 29043.35 39527.90 73.48
5 33286.14 39527.90 84.21
6 37421.21 39527.90 94.67
7 33484.99 39527.90 84.71
8 29561.28 39527.90 74.79
9 33482.20 39527.90 84.71
10 37419.91 39527.90 94.67
11 33288.80 39527.90 84.22
12 29047.29 39527.90 73.49
13 33782.94 39527.90 85.47
14 38566.01 39527.90 97.57
15 28615.72 39527.90 72.39
합계 497954.91 592918.52 83.98

표 4.1.5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비교(입사각 0도)

케이슨 No. AQWA (kN)
(a)

GODA (kN)
(b) 비율 (%) (a/b×100)

1 25597.27 38882.25 65.83
2 35603.70 38882.25 91.57
3 38334.27 38882.25 98.59
4 40075.60 38882.25 103.07
5 35355.73 38882.25 90.93
6 34056.43 38882.25 87.59
7 32132.63 38882.25 82.64
8 30068.38 38882.25 77.33
9 35010.61 38882.25 90.04
10 35263.24 38882.25 90.69
11 36042.61 38882.25 92.70
12 38824.13 38882.25 99.85
13 32791.87 38882.25 84.34
14 35121.61 38882.25 90.33
15 31556.50 38882.25 81.16
합계 515834.56 583233.79 88.44

표 4.1.6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비교(입사각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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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No.
AQWA (kN)

(a)
GODA (kN)

(b) 비율 (%) (a/b×100)

1 23498.20 36989.31 63.53
2 30590.09 36989.31 82.70
3 35769.07 36989.31 96.70
4 36669.03 36989.31 99.13
5 38789.06 36989.31 104.87
6 38675.39 36989.31 104.56
7 38678.10 36989.31 104.57
8 36867.84 36989.31 99.67
9 34007.30 36989.31 91.94
10 34813.68 36989.31 94.12
11 29381.08 36989.31 79.43
12 33363.20 36989.31 90.20
13 30088.01 36989.31 81.34
14 31689.92 36989.31 85.67
15 34403.84 36989.31 93.01
합계 507283.80 554839.58 91.43

표 4.1.7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비교(입사각 45도)

케이슨 No. AQWA (kN)
(a)

GODA (kN)
(b) 비율 (%) (a/b×100)

1 18260.97 33978.06 53.74
2 25962.23 33978.06 76.41
3 26154.10 33978.06 76.97
4 31507.23 33978.06 92.73
5 30751.32 33978.06 90.50
6 34234.43 33978.06 100.75
7 33472.69 33978.06 98.51
8 36323.42 33978.06 106.90
9 36034.63 33978.06 106.05
10 37262.89 33978.06 109.67
11 36994.80 33978.06 108.88
12 37215.77 33978.06 109.53
13 37804.78 33978.06 111.26
14 35937.36 33978.06 105.77
15 38770.14 33978.06 114.10
합계 496686.74 509670.91 97.45

표 4.1.8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 비교(입사각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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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9 단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평균파력 비교

나. 장대 호안구조물의 활동 및 전도 안전성 평가

(1) 장대 호안구조물 수치해석모델 및 해석조건

장대 케이슨에서는 그림 4.1.4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파의 위상차 및 입사각에 따라 단

위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이 상이하다. 인터로킹 케이슨을 사용한 호안구조물은 인터

로킹 효과에 의한 장대화가 가능하고, 파력의 평활화 효과에 의한 단위 케이슨에 작용

하는 최대 파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파력저감 및 인터로킹에 의한 구속효과에 의

한 전도 및 활동 안전성이 향상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전단키형 인터로킹 케이슨을 사용한 장대 호안구조물을 계획하고 수치해

석적 방법을 통하여 인터로킹된 장대 호안구조물의 전도 및 활동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완전일체형 장대 호안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인터로킹 장대 호

안구조물의 활동 및 거동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장대 호안구조물의 규모는 일본 폐기물처리장 시공사례를 참고하여 

길이 510m의 해석모델을 그림 4.1.50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구조해석은 3D 유한요소프

로그램인 ANSYS Mechanical 15.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케이슨 및 마운드의 모델요소

는 장대 호안구조물의 전체 거동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부의 변형 및 응력상태 등 세부

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솔리드요소(solid element)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그림 4.1.51 
참조).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케이슨과 마운드 사이는 마찰계수 0.6을 적용한 

마찰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을 부여하고, 단위 케이슨 사이의 접촉면(인터로킹부)에는 

전단키에 의한 인터로킹 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마찰계수 0.0을 적용한 접촉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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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였다. 그리고 장대 호안구조물의 양단면은 실제 변위가 구속되는 부분으로 고정

조건(fixed condition)을 부여하였다. 반면, 완전일체형 장대 호안구조물의 경우는 단위 케

이슨 사이의 접촉면이 완전 일체화 되는 것으로 고려하여 강접조건(bonded condition)을 

부여하고 나머지 구속조건은 인터로킹 장대 호안구조물과 동일하게 고려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Caisson-Mound
μ=0.6

Fixed Fixed

Mound

Caisson

-Left side view-

-Front view-

- 45˚ view-

그림 4.1.50 장대 호안구조물 수치해석모델

Mound

Caisson

-Left side view--Front view-

- 45˚ view--Top view-

그림 4.1.51 해석모델의 격자(mesh)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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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된 파력은 AQW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정한 입사각별(0°, 30°, 45°, 60°) 
수치해석 파력결과를 이용하였다. 단, 전단키에 의한 인터로킹 효과를 확실히 구현 가능

하도록 장대 호안구조물의 해석모델 중 최소 1개 이상의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이 단

위 케이슨의 활동파괴 임계하중 이상이 되도록 스케일(scale 0.7)을 조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위상각에 따라 각 케이슨에 작용하는 파력의 합을 표 4.1.9 및 그림 4.1.52
에 나타내었다.

케이슨
No.

입사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 18,887 24,898 25,792 24,841 23,940 23,995 23,408 23,041 23,406 24,002 23,966 24,861 25,776 24,865 18,879 

30° 16,947 28,206 26,435 22,686 27,389 28,033 23,087 20,463 21,516 25,082 28,198 24,675 22,647 30,901 27,182 

45° 13,264 19,264 21,525 21,826 22,963 25,190 23,601 22,295 24,246 22,270 19,659 20,494 20,160 18,971 18,476 

60° 15,016 18,227 17,740 22,019 22,409 21,243 26,219 23,981 24,957 27,754 24,054 28,232 24,848 26,489 27,206 

표 4.1.9 입사각에 따른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단위: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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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2 입사각에 따른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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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로킹 형식에 따른 장대 호안구조물의 활동 및 전도 평가

(가) 활동 변위 비교

그림 4.1.52에 나타낸 입사각별 파력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결과(케이슨 직립벽 하부의 X축 변위)를 표 4.1.10~4.1.13 및 그림 4.1.53에 나

타내었다. 완전일체형 장대 호안구조물과 비교하여 전단키형 인터로킹 장대 호안구조물

에서의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는 입사각 30°의 해석결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완전일체

형 호안구조물 활동 변위의 ±10% 범위 내로 다양한 하중 크기 및 조합에서 완전일체형

과 유사한 활동 변위 및 인터로킹 효과를 나타내었다.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1.034 1.509 1.545 1.528 1.353 1.253 1.203 1.117 1.204 1.260 1.334 1.513 1.540 1.517 0.966 

전단키형
(b)

1.090 1.627 1.655 1.443 1.334 1.307 1.194 1.178 1.287 1.348 1.417 1.619 1.654 1.474 0.846 

b/a 1.05 1.08 1.07 0.94 0.99 1.04 0.99 1.05 1.07 1.07 1.06 1.07 1.07 0.97 0.88 

표 4.1.10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 비교(입사각 0°, 단위: mm)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1.108 2.109 2.090 1.662 2.390 2.381 1.874 0.956 1.178 1.978 2.141 1.953 2.566 3.351 3.113 

전단키형
(b)

1.130 2.571 2.312 1.877 3.130 2.971 2.018 0.821 1.224 2.365 2.612 2.135 3.553 4.899 4.504 

b/a 1.02 1.22 1.11 1.13 1.31 1.25 1.08 0.86 1.04 1.20 1.22 1.09 1.38 1.46 1.45 

표 4.1.11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 비교(입사각 30°, 단위: mm)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420 0.805 0.912 0.951 1.331 1.497 1.424 1.130 1.327 1.247 0.743 0.793 0.771 0.626 0.530 

전단키형
(b)

0.419 0.861 0.989 0.989 1.407 1.621 1.373 1.173 1.443 1.214 0.672 0.861 0.715 0.585 0.507 

b/a 1.00 1.07 1.09 1.04 1.06 1.08 0.96 1.04 1.09 0.97 0.90 1.09 0.93 0.94 0.96 

표 4.1.12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 비교(입사각 45°,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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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412 0.505 0.664 0.976 0.972 1.219 1.535 1.513 1.900 2.033 1.995 2.185 2.143 2.173 2.065 

전단키형
(b)

0.432 0.547 0.677 1.066 1.018 1.272 1.704 1.517 2.076 2.184 2.088 2.350 2.136 2.311 2.134 

b/a 1.05 1.08 1.02 1.09 1.05 1.04 1.11 1.00 1.09 1.07 1.05 1.08 1.00 1.06 1.03 

표 4.1.13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 비교 (입사각 60°,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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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3 입사각에 따른 단위 케이슨별 활동 변위 비교

(나) 전도 변위 비교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결과(케이슨 직립벽 하부의 Y축 변위)를 표 4.1.14~4.1.17 및 

그림 4.1.54에 나타내었다. 전단키형 인터로킹 장대 호안구조물에서의 단위 케이슨별 전

도 변위는 위에서 검토한 활동 변위결과와 비슷하게 입사각 30°의 해석결과를 제외한 

입사각에서 완전일체형 호안구조물과 유사한 전도 변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임계하중 

이상의 큰 하중이 집중되는 단위 케이슨 간의 거동 및 변형이 인터로킹 형식에 따라 차

이를 나타낸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로킹 형식에 따른 거동에 대한 상세한 검토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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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382 0.829 0.948 0.841 0.699 0.680 0.621 0.580 0.626 0.681 0.707 0.845 0.949 0.827 0.406 

전단키형
(b)

0.378 0.873 0.973 0.848 0.706 0.695 0.632 0.589 0.637 0.701 0.716 0.858 0.969 0.850 0.372 

b/a 0.99 1.05 1.03 1.01 1.01 1.02 1.02 1.02 1.02 1.03 1.01 1.02 1.02 1.03 0.91 

표 4.1.14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 비교(입사각 0°, 단위: mm)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467 1.293 1.223 0.756 1.418 1.503 0.983 0.352 0.494 1.074 1.350 1.025 1.350 2.278 2.018 

전단키형
(b) 0.466 1.552 1.367 0.748 1.587 1.665 0.963 0.365 0.479 1.176 1.542 1.124 1.673 2.996 2.534 

b/a 1.00 1.20 1.12 0.99 1.12 1.11 0.98 1.04 0.97 1.10 1.14 1.10 1.24 1.32 1.26 

표 4.1.15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 비교(입사각 30°, 단위: mm)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073 0.342 0.457 0.433 0.647 0.943 0.724 0.492 0.811 0.601 0.242 0.397 0.321 0.247 0.193 

전단키형
(b)

0.088 0.347 0.474 0.440 0.655 1.011 0.747 0.485 0.867 0.616 0.251 0.410 0.326 0.252 0.210 

b/a 1.21 1.01 1.04 1.02 1.01 1.07 1.03 0.99 1.07 1.02 1.04 1.03 1.02 1.02 1.08 

표 4.1.16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 비교(입사각 45°, 단위: mm)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체형
(a) 0.113 0.222 0.226 0.476 0.500 0.540 0.906 0.790 1.003 1.242 0.999 1.316 1.110 1.306 1.187 

전단키형
(b)

0.114 0.224 0.220 0.491 0.519 0.534 0.990 0.797 1.071 1.369 0.995 1.468 1.102 1.439 1.387 

b/a 1.01 1.01 0.97 1.03 1.04 0.99 1.09 1.01 1.07 1.10 1.00 1.12 0.99 1.10 1.17 

표 4.1.17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 비교(입사각 60°,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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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입사각 60°

그림 4.1.54 입사각에 따른 단위 케이슨별 전도 변위 비교

다. 장기적 구조안전성 향상방안 및 평가

(1) 장대 호안구조물에서 인터로킹부 구조거동 평가

그림 4.1.55, 4.1.56 및 표 4.1.18에 입사각별 최대 변형 및 주응력의 크기를 비교하였

다. 전단키형 인터로킹 장대 호안구조물의 최대 변형은 입사각 30°에서는 완전일체형 호

안구조물보다 14% 큰 변형을 나타내고 다른 입사각에서는 완전일체형 호안구조물보다 

5~8% 작은 변형을 보였다. 최대 주응력은 전반적으로 전단키형 인터로킹 호안구조물이 

완전일체형 호안구조물보다 큰 응력을 보였다. 이는 그림 4.1.5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인
터로킹부의 거동에 의해 전단키형 인터로킹 호안구조물에서는 변형이 전단키 인터로킹

부에 전단변형이 집중되어 호안구조물 전체 변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터로킹 

부분의 전단변형에 의해 응력분산효과는 완전일체형에 비해 감소하여 특정 부분에 하중 

및 응력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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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4.29mm

MAX

 

Max. 3.95mm

MAX

(a) 완전일체형(입사각 0°)
 

(b) 전단키형(입사각 0°)
Max. 8.37mm MAX

 

Max. 9.58mm MAX

(c) 완전일체형(입사각 30°)
 

(d) 전단키형(입사각 30°)
Max. 4.27mm

MAX

 

Max. 4.03mm

MAX

(e) 완전일체형(입사각 45°)
 

(f) 전단키형(입사각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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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5.60mm
MAX

 

Max. 5.34mm
MAX

(g) 완전일체형(입사각 60°)
 

(h) 전단키형(입사각 60°)
그림 4.1.55 호안구조물 변형분포 및 인터로킹부 변형(MAX) 비교

Max. 2.42MPa

 

Max. 2.39MPa

(a) 완전일체형(입사각 0°)
 

(b) 전단키형(입사각 0°)
Max. 2.54MPa

 

Max. 3.2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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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완전일체형(입사각 30°)
 

(d) 전단키형(입사각 30°)
Max. 1.62MPa

 

Max. 2.16MPa

(e) 완전일체형(입사각 45°)
 

(f) 전단키형(입사각 45°)
Max. 2.26MPa

 

Max. 2.64MPa

(g) 완전일체형(입사각 60°)  (h) 전단키형(입사각 60°)

그림 4.1.56 호안구조물 주응력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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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

최대 변형 최대 주응력

완전일체형
(a)

전단키형
(b)

b/a 완전일체형
(c)

전단키형
(d)

d/c

0° 4.29 3.95 0.92 2.42 2.39 0.99

30° 8.37 9.58 1.14 2.54 3.28 1.29

45° 4.27 4.03 0.94 1.62 2.16 1.33

60° 5.60 5.34 0.95 2.26 2.64 1.17

표 4.1.18 입사각별 최대 변형 및 주응력 크기 비교

(2) 파력 평활화 효과 평가

표 4.1.19~4.1.22 및 그림 4.1.57에 입사각에 단위 케이슨별 파력 및 반력크기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4.1.57의 수평축은 단위 케이슨 넘버를, 수직축은 단위 케이슨에 작용

하는 파력 및 반력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 △ 및 ◇표시는 각각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및 반력을 표시한다. 동일 크기의 파력에 대한 완전일체형 및 전단키 인터로킹 호

안구조물의 단위 케이슨별 반력은 거의 유사한 크기와 분포를 나타낸다. 또한 표 

4.1.19~4.1.22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크기에 대한 반력크기의 

비(b/a 및 c/a)를 근거로 장대 호안구조물의 파력 평활화 효과를 검토한 결과, 파력 평활

화에 의한 최대 파력 저감 효과는 입사각 30°, 60°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4.1.36 및 그림 4.1.37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입사각 30°, 60°에서 활동파괴 임계

하중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파력이 작용하여 인터로킹 효과에 의한 하중분담효과가 크

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인터로킹 장대 호안구조물에서 파력 평활화에 

의한 최대 파력 저감 효과는 임계하중 이상의 큰 파력이 일부 구간에 집중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파력(a) 18,887 24,898 25,792 24,841 23,940 23,995 23,408 23,041 23,406 24,002 23,966 24,861 25,776 24,865 18,879 

반
력

일체형
(b)

17,894 24,216 25,554 24,958 24,149 23,887 23,496 23,156 23,364 23,848 24,102 24,808 25,587 24,249 21,289 

전단키형
(b)

17,614 24,508 25,516 24,953 24,194 23,860 23,464 23,163 23,401 23,862 24,130 24,856 25,527 24,131 21,378 

b/a 0.95 0.97 0.99 1.00 1.01 1.00 1.00 1.00 1.00 0.99 1.01 1.00 0.99 0.98 1.13 

c/a 0.93 0.98 0.99 1.00 1.01 0.99 1.00 1.01 1.00 0.99 1.01 1.00 0.99 0.97 1.13 

표 4.1.19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및 반력(입사각 0°, 단위: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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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파력(a) 16,947 28,206 26,435 22,686 27,389 28,033 23,087 20,463 21,516 25,082 28,198 24,675 22,647 30,901 27,182 

반
력

일체형
(b)

17,185 25,748 25,878 24,829 26,428 26,733 24,051 21,151 21,753 24,921 26,565 25,436 25,185 27,727 29,855 

전단키형
(b)

17,502 25,398 25,618 25,212 26,219 26,315 24,728 20,967 21,732 25,039 26,201 25,418 25,604 27,189 30,267 

b/a 1.01 0.91 0.98 1.09 0.96 0.95 1.04 1.03 1.01 0.99 0.94 1.03 1.11 0.90 1.10 

c/a 1.03 0.90 0.97 1.11 0.96 0.94 1.07 1.02 1.01 1.00 0.93 1.03 1.13 0.88 1.11 

표 4.1.20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및 반력(입사각 30°, 단위: kN)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파력(a) 13,603 20,169 21,998 21,532 22,551 26,495 23,248 21,034 25,786 22,049 18,284 21,481 19,926 18,699 17,312 

반
력

일체형
(b)

13,264 19,264 21,525 21,826 22,963 25,190 23,601 22,295 24,246 22,270 19,659 20,494 20,160 18,971 18,476 

전단키형
(b)

13,400 19,225 21,545 21,742 22,922 25,223 23,625 22,223 24,237 22,382 19,528 20,574 20,160 18,954 18,464 

b/a 0.98 0.96 0.98 1.01 1.02 0.95 1.02 1.06 0.94 1.01 1.08 0.95 1.01 1.01 1.07 

c/a 0.99 0.95 0.98 1.01 1.02 0.95 1.02 1.06 0.94 1.02 1.07 0.96 1.01 1.01 1.07 

표 4.1.21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및 반력(입사각 45°, 단위: kN)

케이슨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파력(a) 15,016 18,227 17,740 22,019 22,409 21,243 26,219 23,981 24,957 27,754 24,054 28,232 24,848 26,489 27,206 

반
력

일체형
(b)

14,286 17,589 18,462 21,096 22,123 22,293 24,784 24,640 25,258 26,525 25,479 26,972 25,950 26,161 28,777 

전단키형
(b)

14,454 17,563 18,348 21,167 22,083 22,265 24,729 24,649 25,256 26,292 25,734 26,663 26,114 26,200 28,876 

b/a 0.95 0.96 1.04 0.96 0.99 1.05 0.95 1.03 1.01 0.96 1.06 0.96 1.04 0.99 1.06 

c/a 0.96 0.96 1.03 0.96 0.99 1.05 0.94 1.03 1.01 0.95 1.07 0.94 1.05 0.99 1.06 

표 4.1.22 단위 케이슨별 작용 파력 및 반력(입사각 60°, 단위: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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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7 입사각별 파력 및 반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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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듈형 호안구조물의 기본설계

가. 구조물 안정설계

(1) 기본방향 및 검토기준

구조물 안정설계검토의 기본방향은 동일한 외력조건에서의 일반 TYPE 케이슨과 인터

로킹 TYPE 케이슨의 제원을 비교검토 수행한다. 안정검토기준은 진 1등급 및 50년빈도 

설계파랑(부의파압)에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한다. 단, 정해진 사업대상지가 없으므로 대

상지를 가정하여 타당한 설계조건으로 검토 수행하였다.

(2) 케이슨 TYPE별 검토결과

(가) 일반 TYPE 케이슨

일반 TYPE 케이슨의 표준단면은 그림 4.1.58과 같고, 단위 함(모듈)의 규격 및 중량은 

12.0B×18.0H×20.3L(m)에 26,390kN/함으로 설계하였다. 안정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를 요

약하여 각각 표 4.1.23 및 표 4.1.24에 나타내었다.

그림 4.1.58 일반 TYPE 케이슨의 표준단면도

설계파랑 내진기준 평활화(파력저감)계수

4.50m, 12.00sec (50년빈도) 1등급 (붕괴방지수준) 1.00 (미적용)

표 4.1.23 일반 TYPE 케이슨 안정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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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시 (운영시) 지진시 시공시 결 과

활동 1.81 > 1.20 1.47 > 1.10 2.28  > 1.10 OK

전도 3.00 > 1.20 2.45 > 1.20 2.73  > 1.10 OK

사석마운드 지지력(kN/㎡) 485 < 500 496 < 600 373 < 500 OK

표 4.1.24 일반 TYPE 안정 검토결과 요약

(나) 인터로킹 TYPE 케이슨

인터로킹 TYPE 케이슨의 표준단면은 그림 4.1.59와 같고, 단위 함(모듈)의 규격 및 중

량은 10.5B×18.0H×24.0L(m)에 27,040kN/함으로 설계하였다. 안정 검토기준 및 검토결과

를 요약하여 각각 표 4.1.25 및 표 4.1.26에 나타내었다.

그림 4.1.59 일반 TYPE 케이슨의 표준단면도

설계파랑 내진기준 평활화(파력저감)계수

4.50m, 12.00sec (50년빈도) 1등급 (붕괴방지수준) 0.73

표 4.1.25 인터로킹 TYPE 케이슨 안정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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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시 (운영시) 지진시 시공시 결 과

활  동 1.86 > 1.20 1.36 > 1.10 2.74  > 1.10 OK
전  도 2.81 > 1.20 2.06 > 1.20 2.92  > 1.10 OK

사석마운드 지지력(kN/㎡) 483 < 500 562 < 600 352 < 500 OK

표 4.1.26 인터로킹 TYPE 케이슨 안정 검토결과 요약

나. 인터로킹 구조물 부재설계

인터로킹 구조물 부재설계의 기본방향은 개정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설(2016.4) 및 

건설기준 통합코드 등의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목표내구수명 50년 이상에 대하여 

3D유한요소해석, Solid 해석, 강도 및 한계상태설계법 등 다양한 설계법을 병행 적용한

다. 또한, 시공시, 상시, 파압시, 지진시 등의 하중조건에 대한 시공단계별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조물 설계법, 해석방법, 주요 설계하중, 케이슨 부재설계 및 인터로킹 KEY 상세해

석결과를 요약하여 표 4.1.27~4.1.31에 나타내었다.

구  분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적용기준 - 크리트구조기준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해설 부록

응력
변형률도

특 징
- 파괴에 대한 안전확보
- 하중특성 설계 반영
- 사용성 별도 검토

- 하중 및 재료특성 확률론적 반영
- 안전성 및 사용성 검토

적 용 - 케이슨, 상치콘크리트 - 케이슨

표 4.1.27 구조물 설계법

구  분 3D 유한요소해석 Solid 해석

개요도

특  징 - 지반경계조건 반영 - 응력집중부 상세해석

표 4.1.28 구조물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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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자차수재 제조 공정 개발 및 개발된 입자차수재의 성능 평가

1. 입자차수재 제조 공정 개발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장으로서 폐기물의 침출수와 폐기물 분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

해수 및 매립층에 유입된 우수 등에 의해 생긴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

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해상최종처분장 차수는 저면의 차수 및 측면의 차수로 구성되

어있다. 해상처분장에서는 저면에 차수시트에 의한 차수공을 적용하는 것은 차수공의 

시공을 수중에서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육상처분장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문제를 해결수 있는 지반 차수성능 보강용 팽창성 입자차수재 

재료 및 복토 공법 개발이다. 연구 개발 기술의 개요는 차수성 광물질을 기반으로 한 

입자차수재를 제조하여, 해상 시공시 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해상 최종처리

장 바닥 차수층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상최종처리장 해저 바닥

층 투수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저투수성 확보를 원하는 지역에 입자차수재를 포설

하면 충분한 팽창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정 강도를 발현할 수 있다. 개발된 입자차수

재는 해수조건에서 저투수성 복토층 형성되면 평균 투수계수 1×10-7 cm/sec 이하를 만족

하게 된다.

그림 4.2.1 지반 차수성능 보강용 팽창성 입자차수재의 형태 및 성능 발현 개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입자차수재는 재료 내부에 비중이 해수보다 코고 압축 강도를 발

현시킬 수 있는 코어물질과 코어물질 표면에 결합 되어 해수와 반응해 차수성능을 발현

할 수 있는 팽창물질(주로 개량 차수성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차수재는 벤토나이

트로 대표되는 차수성 점토광물 차수층 조성 기술과 합성 차수시트와는 달리 다루기가 

쉬운 개별 입자 형태로 이루어져 재료의 이송과 시공에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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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후보지역의 해성점토층이 충분한 투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기 개발된 입자차수재를 바닥차수층 차수보강재로서 포설하여, 매립공간 전지역의 차수

성을 고르게 유지토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설된 입자차수재는 입자들의 팽

창물질 부분이 서로 팽창하여 입자 간 공극이 충진 되어 그 결과로 차수효과를 확보 할 

수 있다. 입자차수재의 차수성능과 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 입자차수재에 사용될 팽창

물질의 종류 및 두께, 팽창물질의 내염성 개량 방법, 코어물질과 팽창물질의 결합방법 

등의 선정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합리적인 재료 선정방법과 재료 성능 평가방법 등을 

통해 입자차수재를 개발하고 모형 수조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림 4.2.2 지반 차수성능 보강용 팽창성 입자차수재의 적용 개념도

연구에서 개발하는 입자차수재는 내염성을 가지는 차수재료이다. 또한 입자차수재의 

형태도 고려하여 염수조건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보강 차수재를 개발하려고 한다. 입자차수재가 가진 특성은 충분한 팽창

성을 가짐과 동시에 일정 강도를 발현할 수 있으며, 이런 성능을 염수 조건에서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상 폐기물최종처리장 바닥 차수층 공사 시 차수성 및 

강도를 확보 필요한 지역에서 입자차수재를 포설하면 차수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폐기물 해상최종처분장의 차수시스템 설치기준

국내에 해상에 기 건설된 해상최종처리장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육사최종처리장 

및 일본 해상최중처리장의 차수시스템 설치기준에 참고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2.1.3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차

수시스템 구조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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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국내 차수시스템 구조

매립지의 저면 및 측면에, 두께 5m 이상이면서 투수계수가 1×10-5 cm/s이하인 연속된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공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상최중처리

장의 차수시설에 대한 기준은 표 2.1.1와 같이 나타난다. 해저 불투수성 지층의 명확한 

기준과 해당 지층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수 시스템을 크게 2가지 경우로 구분하는 특징

이 있다. 그에 따라 불투수성 지층이 존재하는 경우 바닥차수 시스템을 설치 제외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표 4.2.1 일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차수시스템에 대한 기본규정

구분 투수계수 구께 비교

차수시트+ 
점토 지층

⦁차수시트 기준 없음
⦁점토층 1×10-6 cm/s  이하

⦁차수시트
 - 아스팔트계: 3mm 이상 
 - 아스팔트계 이외: 1.5mm 이상
⦁점토층 두께 0.5m 이상

상부 피복재 
0.5m 이상

차수시트+수밀 
아스팔트 
코크리트

⦁차수시트 기준 없음 
⦁수밀 아스팔트 

콘크리트 1×10-7 cm/s

⦁차수시트
 - 아스팔트계: 3mm 이상
 - 아스팔트계 이외: 1.5mm 이상
⦁아이스팔트 콘크리트: 0.05m 
이상

2중 차수시트 
+합성수지

⦁차수시트 기준 없음
⦁합성수지 기준 없음

⦁차수시트
 - 아스팔트계: 3mm 이상
 - 아스팔트계 이외: 1.5mm 이상
⦁합성수지 기준 없음

약액 주입에 
의한 고화

루전값 1이하 기준 없음
불투수층이 
있는 경우 

불투수층까지 
설치

연속벽 1×10-6 cm/s 이하 0.5m 이상

강널말뚝 1×10-6 cm/s 이하 기준 없음

불투수층 1×10-5 cm/s 이하 5m 이상

이와 동등한 
오염물 이동 
시간을 만족하는 
투수계수와 
두께의 

조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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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자차수재 제조 공정 개발

(1) 코어물질과 팽창물질의 결합 방법 개발

(가) 코어물질 제조

코어물질은 입자차수재에서 재료의 수중 침강 가능성 확보 등의 사용 편의성 및 강도 

확보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코어물질로는 비중이 해수(1.03 g/cm3)보다 크고 압축 

강도가 토목 공사에 적합한 강도를 가진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위에 조건을 고려해 

시멘트를 이용한 비드를 제작해 코어물질로 사용하고자 하였다(그림 2.1.4). 시멘트 비드

는 비중(2.7-3.2 g/cm3)이 해수보다 크고 강도도 토목 공사 중에 필요한 강도를 만족할 

수 있다. 시멘트 등급의 따라서 강도도 변화 할 수 있어서 추후 시공 시 필요한 강도에 

따라서 시멘트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표 2.1.2).

표 4.2.2 국내 시멘트의 강도 등급

강도 등급
압축강도 (MPa)

1일 3일 7일 28일
1종 - 13.0 20.0 29.0
2종 - 11.0 18.0 28.5
3종 13.0 25.0 28.0 31.0
4종 - - 7.5 18.0
5종 - 9.0 16.0 21.0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는 코어물질로 다양한 폐기물 재활용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비용

이 소모되지만 이상적 형태의 코어물질을 이용해 연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후에 현장에서 시공할 때 재료 원산지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코어물

질의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입자차수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
표적으로 자갈 등의 건설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자재, 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산업 폐자원이 코어물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사에서 구매한 내염성 
시멘트, 표준사 및 물의 비율은 6:4:3으로 이용하여 코어물질을 제조하였다. 실험단계에

서 코어 사이즈 지경 10mm 및 20mm 2가지로 제조 하였다. 제조된 코어물질은 물에서 

7일 동안 양생 시키고 강도 14.8MPa까지 증가하고 코어물질의 단위 중량은 2.54g/cm3 인다. 

그림 4.2.4 제조된 입자차수재의 코어물질(Cement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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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비드 역시 입자차수재의 코어물질 화용하려면 시멘트 안에 중금속 용출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표 2.1.3는 환경부에서 보도한 시멘트의 중금속 용출량 및 

함량이다. 환경부에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 내 중금속 함량은 환경부의 지하수 수질기준

의 2지역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환경부 지하수 하천 수질환경기준 중 2지역 기준 

카드뮴 0.01 mg/L 이하, 비소 0.05 mg/L 이하, 시안 0.01 mg/L 이하, 납 0.01 mg/L 이하, 
6가 크롬 0.05 mg/L 이하, 수은 0.001 mg/L 이하) 시멘트로 제조한 비드를 입자차수재의 

코어재료로 활용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4.2.3 시멘트 중금속 용출량

(단위: mg/L)

구분 Cr6+ Cr Pb As Hg Cd Cu

시멘트
(국산)

용출 
시험

0.05 1.02 0.02 ND ND ND 0.019

함량 
시험

11.07 38.36 109.48 27.77 ND 4.06 122.03

시멘트
(국외)

용출 
시험

0.31 1.08 ND ND ND ND 0.013

함량 
시험

17.51 38.88 65.31 15.86 ND 2.52 53.61

(나) 코어물질와 팽창물질의 결합 방법

① 팽창물질 재료의 기본특성

본 연구에서 벤토나이트는 중국산 Na계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세피올라이트는 

M사로부터 구입하였다. 벤토나이트의 팽창-수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

해 섬유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피올라이트를 벤토나이트에 첨가해 사용하였다. 1차 

년도에 실내시험을 통한 차수성 광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표 2.1.4에 정리하였다. 이 

때, 비중시험은 KS F2308, 액 소성 한계 시험은 KS F2303의 규정을 따라 수행하였다. 
벤토나이트의 입자는 모두 200번체를 통과할 만큼 작은 입자크기를 가지고 있고 액 소

성이 높아 입자차수재의 팽창물질로서 사용될 때 성형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양이온 교환능은 용액 중에서 두꺼운 확산이중층을 형성해 벤토나이트

의 부피를 증가시켜 차수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세피올라이트는 점토 광

물로써 입자 크기는 유사하지만 비교적 액 소성 특성과 양이온 교환능이 낮아 시료 성

형 효과와 팽창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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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벤토나이트 및 세피올라이트의 물리･화학적 성질

Bentonite Sepiolite
Specific gravity 2.7 2.5
Liquid limit (%) 397 133
Plastic index (%) 360 47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CH MH
Percentage passing sieve No.200 100% 100%
Specific surface area (  ) 40~50 80~100
Cation exchange capacity (meq/100g) 100~130 25~50

그림 4.2.5 벤토나이트 및 세피올라이트의 물성 시험

벤토나이트와 세피올라이트의 화학성분분석을 위해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분 분석 결과를 표 2.1.5에 정리하였다. 벤토나이트의 XRF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벤토나이트는 주로  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벤토나이트는 주로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
으로 이루어진 점토이며 광물중 2개의 사면체판과 1개의 팔면체판으로 2:1 구조를 이루

여, 충간에서는 양이온이 흡착되어 존재한다. 벤토나이트 물분자와 접촉하면 판구조로 

되어 있는 벤토나이트 구조가 하우스 구조로 변화하게 되어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세피올라이트는 Mg4(Si2O5)3(OH)2 6H2O의 화학식을 가지며 5점형(quincunx)의 배열형

식으로 네 개의 분자는 사각형의 변두리에, 그리고 하나는 중심부에 분자가 위치한다. 
층상구조와 쇄상구조가 혼합된 찬넬구조 혹은 리본구조라고 하는 특이한 결정구조를 지

닌 점토광물이다. 다른 점토 광물과 같은 층상 구조 보다는 바늘 모양의 구조를 이루므

로 다공질이고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면적이 약 300 m2/g으로 큰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높은 흡착능을 가진다.

표 4.2.5 벤토나이트 및 세피올라이트의 XRF 성분 분석 결과
(unit: weight %)

           

Bentonite 61.30 1.64 14.62 2.54 0.28 3.80 0.52 0.07 4.13 0.01 11.09 100
Sepiolite 30.54 10.87 0.12 0.08 0.11 0.20 0.01 0.06 34.76 0.03 23.22 100

(L.O.I = Loss on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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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는 벤토나이트와 세피올라이트 SEM 미세구조 분석 결과이디. 벤토나이트는 

판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보인다. 이런 구조는 가진 벤토나이트는 물과 접촉한 후 많은 

물 분자가 벤토나이트의 층간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판구조는 하우스 구조(House of 
cards 구조)로 변화하게 되어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드림 2.1.7). 세피올라이트의 미관 구

조 사진을 통한 섬유상 조직을 가지는 것이 보인다. 이런 섬유상 조직을 벤토나이트와 

혼합하면 벤토나이트의 입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서 벤토나이트의 건조-수축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을 제어할 수 있다. 

(a) SEM of bentonite (b) SEM of sepiolite

그림 4.2.6 벤토나이트와 세피올라이트의 SEM 사진

그림 4.2.7 벤터니이트의 화학구조 변화 개요도

② 코어물질와 팽창물질의 결합 방법

1차년도에 건조수축균열시험을 얻은 고액비(팽창물질:물 = 1:2) 및 세피올라이트 첨가

량(15%)을 이용해서 팽창물질을 물과 썩어 슬러리 상태로 제조한 후에 코어에 씌워서 

입자차수재를 제조하였다(그림 2.1.8). 입자차수재를 건조한 후에 표면 균열을 생겼다. 표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물질의 고액비(팽창물질/물) 및 세피올라이트 첨가량 

증가해서 슬러리를 제조한다. 팽창물질 슬러리의 고액비는 1:1.5 및 세피올라이트의 첨

가량 20% 일 때 제조된 입자차수재의 건조수축균열을 방지 가능함(그림 2.1.9). 제조된 

입자차수재의 건조수축균열평가 결과를 통한 입자차수재의 팽창-수축 과정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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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팽창물질의 최적 혼합비를 도출함(중량비 기준: 벤토나이트:세
피올라이트:구아검 = 76:19:5). 제조된 입자차수재를 건조 시킨 후 보관하여 염수 조건에

서 시공하면 건조된 입자차수재가 염수에서 재팽창하여 저투수성 및 강도가 발현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4.2.8 입자차수재의 제조 개념도

그림 4.2.9 입자차수재 균열 방지
그림 4.2.10 재료 혼합비를 조절하여 

입자차수재 제조

(2)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차수재의 팽창물질 두께 및 코어물질 크기 결정

(가) 담수 및 염수 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측정 

담수 조건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하였고 염수 조건은 ASTM D 1141-98 인공해수 제조

하는 규정에 따른 3차 증류수 내 NaCl 함량이 2.45%,  함량이 0.52%,  함

량이 0.41%,  함량이 0.12%인 모사 해수를 준비해 사용하였다. 100 mL 메스시린

더에 담수 및 염수 80 mL를 채우고 준비된 입자차수재(코어 사이즈 10mm, 코팅 두께 

2mm)는 5개 메스시린더에 투입하였다. 입자차수재 투입이 끝난 후에 메스시린더의 총 

시료 부피가 100 mL가 되도록 담수 또는 염수를 첨가하였다. 입자차수재가 물과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입자차수재의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담수 및 

염수 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윤도 시험 결과를 표 2.1.6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는 입

자차수재의 팽윤도는 담수 및 염수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2.1.11). 개발된 입자

차수재 염수조건에서도 담수조건과 유사한 평창능력 유지 가능한 것 판단됨. 

표 4.2.6 담수 및 염수 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윤도 시험 결과

입자차수재 (5개) 담수 (mL) 염수 (mL)

팽창 전 40±5 40±5

팽창 후 160±10 (400%) 150±10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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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측정 실험 사진

(나) 투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차수재의 팽창물질 코팅 두께와 코어물질의 크기 

관계 제시           

제조된 입자차수재 염수 조건에서 투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투수시험은 ASTM D 5856을 기초하여 팽창물질의 입자 직경을 고려해서 직경 80 mm, 
높이 160 mm의 투수시험기(그림 2.1.12)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중 투수시험은 ASTM D 5856 규정에 따른 수행하였다. 투수시험기 하단에서 

염수 용액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7 psi (48.25kPa)의 압력으로 주입하였다. 투수계수의 

계산은 아래 식을 이용하였다.






×

                a: 뷰렛의 단면적

                t: 측정 시간

                : 초기 수두

                 : t시간 후 수두

                L: 시험기 길이

                A: 시험기 단면적

                P: 주입압력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459

(a) 투수시험기

(b) 투수시험 process

그림 4.2.12 투수시험기 제작 설계도면

벤토나이트, 세피올라이트 및 구아검을 중량비 75:16:9로 입자차수재의 팽창물질(혼합

점토)을 제조하였다. 팽창물질을 물과 썩어 슬러리 상태로 제조한 후에 코어에 씌워서 

입자차수재를 제조하여 실온에서 96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코어물질의 직경 10mm, 코팅 

두께 1mm, 2mm, 3mm, 및 코어물질의 직경 20mm, 코팅 두께 2mm, 3mm, 4mm 충 6개 

크기 입자차수재를 제조되었다. 제조된 입자차수재를 다짐 없이 투수시험기 안에 넣은 

후 염수 용액을 7 psi의 압력으로 주입하였다(질소 가스 이용). 264시간 동안 투수시험을 

수행하여 24시간 간격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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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자차수재 코어물질의 직경 10mm

(b) 입자차수재 코어물질의 직경 20mm

그림 4.2.13 시간에 따라 입자차수재의 팽창형태 변화 관측

그림 2.1.14는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코어 직경: D= 10mm)의 코팅 두께 변화에 따

른 입자차수재의 투수시험 결과이다.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코팅 두께 2mm 보다 크면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

수계수가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입자차수재의 코어 직경 10mm 일 때 투수계

수 1×10-7 cm/s 이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2mm 이상을 만족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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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염수조건에서 코팅 두께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D=10mm)

그림 2.1.15는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코어 직경: D= 20mm)의 코팅 두께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의 투수시험 결과이다.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증가할수

록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코팅 두께 3mm 보다 크면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입자차수재의 코어 직경 20mm 일 때 투수

계수 1×10-7 cm/s 이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3mm 이상을 만

족해야한다. 

그림 4.2.15 염수조건에서 코팅 두께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D=20mm)

그림 2.1.16은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와 투수계수의 관계이다. 염수조

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같은 때 코어물질 작을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입자차수재의 코어 직경 

10mm 및 20mm 일 때 투수계수 1×10-7 cm/s 이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 2mm 및 3mm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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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코팅 두께와 투수계수의 관계

그림 2.1.17은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에 따라 요구되는 코팅층 두께 비

율이다. 코팅층 두께와 코어물질 직경의 비율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입자

차수재의 투수계수 1×10-7 cm/s 이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코팅층 두께와 코어물질 직

경의 비율이 0.15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는 시험을 수행 가능성 및 

편리성 등 요소를 고려해서 작은 코어물질로 사용하였다. 향후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제

시된 코팅층 두께와 코어물질 직경의 비율과 투수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입자차수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4.2.17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에 따른 요구되는 코팅 두께 비율(코팅 

두께/코어물질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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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된 입자차수재의 성능 평가

가. 개발된 입자차수재의 압축강도 평가

개발된 입자차수재의 팽창 후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2.1은 일축압축시험 장비 이다. 일축압축시험은 ASTM D 5520 (KS F 2314)의 규

정에 따라 시료의 직경과 높이를 1:2의 비로 맞추어 포화된 시료를 이용해서 시험을 수

행하였다. 입자차수재의 시료 팽창을 시키려고 직경 70mm, 높이 140mm의 몰드(그림 

2.2.2)를 이용하여 팽창 후 시료를 준비하였다. 2차년도 연구 중 팽장물질, 코어물질 및 

입자차수재 3까지 성형 시료를 준비하여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에 모형 

수조 실험을 통해 입자차수재를 이용한 바닥 차수층을 모사하여 조성된 차수층의 일부

분을 샘플링하여 입자차수재의 전단강도를 평가할 계획이 있다.

그림 4.2.18 일축압축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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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입자차수재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료 성형 장비

(1) 입자차수재의 팽창물질 일축압축시험

팽창물질과 물을 혼합해서 입자 형태로 제조하여 실온에서 96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입자 형태 시료를 다짐 없이 성형 몰드 안에 넣은 후 염수 용액을 5 psi의 압력

으로 주입하였다(질소 가스 이용). 96시간 동안 팽창물질 포화를 시키고 성형된 시료(그
림 2.2.3)를 제조하여 0.2 mm/min의 속도로 압축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팽창물질의 

압축시험 결과를 그림 2.2.4에서 나타내었다. 팽창물질의 일축압축강도는 125 KPa로 나

타나고 이는 예상 목표치 100 KPa (욱상 폐기물최종처분장 점토층의 감도 기준) 이상을 

만족하였다. 

그림 4.2.20 팽창물질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료
그림 4.2.21 팽창물질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465

(2) 입자차수재의 코어물질 일축압축시험

M사에서 구매한 내염성 시멘트, 표준사 및 물의 비율은 6:4:3으로 이용하여  코어물질

을 제조하였다. 일축압축시험의 시료는 공시체의 직경 70mm, 높이 140mm인 몰드를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그림 2.2.5). 시료는 염수조건에서 7일간 습윤양생 하였으며, 1.4 mm/min 
의 속도로 압축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코어물질의 압축시험 결과를 그림 2.2.6에서 

나타내었다. 코어물질의 일축압축강도는 14.8 MPa로 나타내었다. 

그림 4.2.22 코어물질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료
그림 4.2.23 코어물질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3) 입자차수재의 일축압축시험

건조된 입자차수재를 다짐 없이 시료 성형 몰드 안에 넣은 후 염수 용액을 5 psi의 압

력으로 주입하였다(질소 가스 이용). 96시간 동안 입자차수재 포화를 시키고 성형된 압

축시험 시료(그림 2.2.7)를 제조하여 0.2 mm/min의 속도로 압축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였

다. 입자차수재의 압축시험 결과를 그림 2.2.8에서 나타내었다. 입자차수재의 일축압축강

도는 118KPa로 나타나고 이는 예상 목표치 100KPa(욱상 폐기물최종처분장 점토층의 감

도 기준) 이상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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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4 코어물질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료
그림 4.2.25 입자차수재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나. 개발된 입자차수재의 염수 중 장기거동 및 안정성 평가 

코어물질과 팽창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 먼저 팽창물질과 물을 혼합하여 슬러리 상태

의 팽창물질을 준비하였다. 슬러리 상태의 팽창물질과 코어물질을 결합한 후 입자차수

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입자차수재는 건조된 상태로 쉽게 보관될 수 있어야 하고 향

후 현장 시공 시 재팽창하여 저투수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조된 입자

차수재 팽창물질의 시각적인 팽창 특성 측정 및 주어진 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침윤시험을 수행하였다. 
위에 제조된 입자차수재 중에서 코어물질 코기 10mm, 팽창물질 두께 2mm으로 된 것

을 이용해 염수조건에서 침윤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2.9). 염수조건에서 72시간 동안 

입자차수재의 팽창성 및 형태 요지 특성을 관측하였다. 72시간 동안 입자차수재의 부피

를 약 4배 정도 팽창하였고 염수조건에서도 입자 형태 유지 가능한 것이 보인다. 

그림 4.2.26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 및 형태 요지 특성 관측

제조된 입자차수재(코어 사이즈 10mm, 코팅 두께 2mm)는 20개를 500mL의 염수에서 

투입하여 입자차수재의 침윤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2.10). 120 시간 동안 침윤시험을 

수행하여 24 시간 간격으로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건조된 입자차수재는 7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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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 400mL/20개(부피 약 4배 정도 팽창)의 팽윤도를 나타내었고 그 이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2.2.11). 팽창물질은 염수조건에서 72시간 내에 충분한 팽창성을 

발현하였다. 

그림 4.2.27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 특성 및 거동을 관측

그림 4.2.28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 시간이 변화에 따른 팽창도 측정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장기간(6개월) 거동 및 입자형태 유지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장기간 침윤시험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입자차수재(코어 사이즈 10mm, 코팅 두께 

2mm)는 20개를 500mL의 염수에서 투입하여 입자차수재의 장기간 거동 및 형태 유지 

효과를 관측하였다(그림 2.2.12). 입자차수재 염수조건에서 1개월, 4개월 및 6개월의 침윤

시험 사진을 비교하여 입자차수재는 염수조건에서 장기간 형태 유지 가능한 것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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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9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징기간 거동 및 형태 유지 관측

건조된 입자차수재 팽창물질의 재팽창성 및 침윤시험 결과, 건조된 팽창물질의 염수

조건에서 팽창물질 고유의 팽창성 및 입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입자차수재 제조 시 팽창-수축 과정이 팽창물질의 고유 팽창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향후 입자차수재를 제조한 후 모형 수조 실험을 통해 입자차수재를 이용한 바

닥 차수층을 모사하여 입자차수재의 self-leveling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평가

(1) 다양한 크기 혼합된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평가

앞에 투수성 평가 시험은 투수시험기 안에 균일한 크기 입자차수재를 넣은 후 투수시

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시공 조건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크기 혼합된 입자차수재의 투수

성 평가의 필요가 있다. 코어물질의 직경 10mm, 코팅 두께 2mm 및 코어물질의 직경 

20mm, 코팅 두께 2mm의 입자차수재를 이용하였다. 투수시험기 안에 작은 입자차수재

(코어물질 직경 10mm) 넣은 비율의 변화에 따라 투수성 평가하였다. 작은 입자와 큰 입

자의 혼합 비율은 그림 2.2.12에서 제시하였다.  혼합된 입자차수재를 다짐 없이 투수시

험기 안에 넣은 후 염수 용액을 7 psi의 압력으로 주입하였다(질소 가스 이용). 264시간 

동안 투수시험을 수행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4.2.30 염수조건에서 다양한 크기 혼합된 입자차수재의 투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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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은 염수조건에서 다양한 크기가 혼합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 결과이다. 
염수조건에서 혼합된 입자차수재 중에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투수계수가 감소

하였다. 특히 혼합된 입자차수재 중에 작은 입자의 비율은 50% 이상 일 때 염수조건에

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현장에서 입자차수재 적용

할 때 가능한 조건 내 에서 작은 입자으로 제조해서 바닥 차수층을 조성하면 더 저투수

성 확보할 수 있다. 향후 현장에서 시공할 때 앞에 제시된 코팅층 두께와 코어물질 직

경의 비율과 투수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입자차수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4.2.31 염수조건에서 다양한 크기 혼합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

(2) 투수시험기 안에 입자차수재의 투입량 변화에 따른 투수성 평가

입자차수재는 자유 팽창 상태에서 투수성 확인하기 위해 투수시험기 안에 50%, 60%, 
70%, 80%, 90%, 100% 입자차수재를 투입하여 투수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2.14). 그림 

2.2.15는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입량에 따른 투수시험 결과이다. 투수시험기 안

에 입자차수재의 투입량 증가에 따라 투수계수 감소하였다. 입자차수재의 투입량 80% 
이상 일 때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그림 4.2.32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입량에 따른 투수성 평가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470 ●●●

그림 4.2.33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입량과 투수계수의 관계

라. 매립하중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및 차수층 유지 평가

(1) 해수압력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평가

앞에 시험결과를 통한 개발된 입자차수재는 염수조건에서 부피를 약 4배 정도 팽창하

였고 염수조건에서도 입자 형태 유지 가능한 것이 보인다. 현장에서 폐기물해상처분장 

해저 바닥 차수층 조성할 때 입자차수재는 깊은 해수 중에서 투입하여 팽창한 후에 차

수층을 형성한다. 입자차수재 이용하여 바닥 차수층 조성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팽

창물질의 팽창성이다. 깊은 해수조건에서 해수압력은 입자차수재의 팽창성에 미치는 영

향이 있다. 해수압력이 입자차수재의 팽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압력조건

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에서 해수압력조건 모사 하려고 그림 2.2.16처럼 팽윤도 시험 장비를 제조하였

다. 직경이 150mm, 높이 600mm의 대형컬럼을 이용하여 해수조건을 모사하였다. 대형컬

럼 안에 해수를 채운 후 입자차수재 50mm의 높이 투입하였고 해수위에 질소가스를 통

한 10m 깊이의 해수압력을 모사하였다. 해수압력이 없는 조건 및 해수압력 있는 조건에

서 팽창도 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결과를 비교하였다. 120 시간 동안 팽창도 시험을 수

행하여 24 시간 간격으로 팽윤도를 측정하였다. 해수압력조건에서 건조된 입자차수재는 

72시간 후 부피 약 340% 정도 증가된 팽윤도를 나타내었고 해수압력이 없는 조건에서 

약 360%의 팽창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보인다(그림 2.2.18). 개발된 입자차수

재는 해수압력조건에서 72시간 내에 충분한 팽창성을 발현할 수 있고, 해수압력조건에

서도 자유상태과 유사한 팽창성 유지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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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4 해수압력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시험 장비

그림 4.2.35 해수압력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측정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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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6 해수압력조건에서 시간이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의 팽창도

(2) 현장조건을 모사해서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평가

(가)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에 따른 투수성 평가

입자차수재 염수조건에서 포설 두께에 따른 투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위투수 시험

을 수행하였다(그림2.2.19). 직경이 150mm, 높이 600mm의 컬럼 안에 인공해수를 채워서 

입자차수재를 투입하였다. 입자차수재는 층을 나눠서 투입하지 않고 한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는 40mm, 50mm, 60mm, 70mm, 80mm 5가
지 있었다. 입자차수재는 염수 안에 투입해서 충분히 팽창 완료 후 투수계수를 측정하

였다. 
그림 2.2.19는 입자차수재 포설 두께의 변화에 따른 차수층의 변수위투수 시험 결과이

다.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증가에 따른 투수계수 감소하였다. 특히 포설 

두께 50mm 이상 일 때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1×10-6 cm/s (최저 목표

치) 이하를 만족하였다. 포설 두께 70mm 이상 일 때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

수가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포설 두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원인은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크면 위에 입자차수재는 밑에 입자차수재에게 

하중을 줄 수 있고 입자차수재 간의 간극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입자차수재의 간극이 감

소함에 따라 투수계수도 감소하였다. 이 때 입자차수재 차수층을 2가지 기능으로 나눠

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입자차수재는 하중에 주는 기능 있고 아래의 입자차수재는 저

투수성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 입자차수재위에 하중 변화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에 대

한 아래 시험을 중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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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7 입자차수재 투입 두께의 변화에 따른 차수층의 투수계수

(나) 입자차수재 위에 하중 변화에 따른 투수성 평가

입자차수재 염수조건에서 위에 하중 변화에 따른 투수성 측정하기 위한 변수위투수 

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2.2.20). 직경이 150mm, 높이 600mm의 컬럼 안에 인공해수를 채

워서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50mm로 투입하였다. 입자차수재가 충분히 팽창한 후 차

수층 위에 0.5kPa, 1kPa, 1.5kPa, 2kPa의 압력을 가해서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2.2.20은 입자차수재 위에 하중 변화에 따른 투수계수 측정시험 결과이다. 염수조건에서 

입자차수재 위에 하중 증가에 따라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50mm, 위에 하중 1 kPa 이상 일 때 투수계수 1×10-7 cm/s 이하를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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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8 입자차수재 위에 하중 변화에 따른 차수층의 투수계수

매립하중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평가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차수재의 저

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증가 및 위에 하중 

증가에 따라 투수계수가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 모형수조시험을 통한 위에 제시된 방법

을 검증해서 효율적인 저투수성의 확보방안을 제시할 계획이 있다. 

(3) 매립하중조건에서 시간이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 차수층 침하량 측정

폐기물 해상 최종처분장 바닥 차수층 위에 매립 완료한 후에 입자차수재 차수층의 침하

량을 측정하기 위한 침하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상태를 실험실 모형시험을 통해서 검증

하기 위해 Susumu Iai(1989)가 제안한 실내실험에 대한 상사법칙을 적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Iai는 지반-구조물-유체 시스템에 대한 평형방정식, 구성법칙, 변위와 변형의 관계

와 같은 기본 방적식을 이용하여 지반-구조물-유체 시스템에 대한 상사법칙을 연구하였다. 
이 상사법칙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많이 적용되어 오고 있고, 실내 모형실험에 대한 

상사법칙을 표 2.2.1과 같이 제시하였다. 상사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길

이에 대한 상사비 , 밀도에 대한 상사비  및 변형에 대한 상사비  등 3가지 상사

비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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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실내모형 실험을 위한 주요한 상사비(Susumu Iai, 1989)

본 연구에서 상사법칙에 따른 현장조건을 실험실에서 모사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폐기물 매립깊이 10mm, 단위 면적의 해수 압력 14.7psi 및 매립 물질(소각재)의 포

화 단위중량 2.5g/cm3으로 가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상사법칙과 같이 현장 원형의 모

형화 방법을 이용하여 상사비를 10( )으로 결정해서 모형시험의 조건을 선정하였

다. 실내 모사 실험의 조건은 표 2.2.2와 같다. 2차년도에 입자차수재 차수층의 수직 방

향의 침하량만 검증하였고 3차년도에 3차원 수조시험을 통한 수평방향의 변형을 검증하

는 계획이 있다. 

표 4.2.8 상사법칙을 통한 선정된 실내 모형시험의 조건

구분 상사비 원형 모형 ( )

해수 깊이  10,000mm 1,000mm

차수층 두께  500mm 50mm

상부 하중  4,328N 43N

단위 중량 1 2.5g/cm3 2.5g/cm3

투수계수 1 1×10-7cm/s 1×10-7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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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는 매립하중조건에서 시간이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 차수층의 침하량 측

정시험 결과이다. 직경이 150mm, 높이 1000mm의 컬럼 안에 인공해수를 채워서 입자차

수재를 50mm의 두께로 투입하였다. 입자차수재는 해수압력조건에서 충분히 팽창한 후 

위에 매립하중을 가하였다. 192시간 동안 침하시험을 수행하여 24시간 간격으로 침하량

을 측정하였다. 입자차수재를 충분한 팽창한 후에 두께는 50mm부터 175mm로 증가하였

다. 매립하중조건에서 120시간 후에 차수층의 침하를 완료하였고 차수층의 두께는 

175mm에서 80mm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에 입자차수재의 침하량이 변화가 없었다.

그림 4.2.39 매립하중조건에서 입자차수재 차수층의 침하량 측정 시험

그림 4.2.40 매립하중조건에서 시간이 변화에 따른 입자차수재 차수층의 침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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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립하중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입자차수재의 투수성 평가

폐기물 해상 최종처분장 바닥 차수층 위에 매립 완료한 후에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에서 모형시험을 통한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모형시험 상사법칙/
상사비(Susumu Iai)에 따라 입자차수재 차수층 위에 10m 매립 깊이의 하중 모사 (소각재 

단위 중량 2.5g/cm3 가정) 하여 변수위투수 시험은 ASTM D 5856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

다. 입자차수재의 포설 두께 50mm, 매립하중조건에서 침하완료 후 투수계수를 측정하였

다. 그림 2.2.23은 매립하중조건에서 시간 변화에 따라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이다. 매립

하중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가 1×10-8 cm/s 이하 만족하였고 시간이 변화에 따

라 저투수성을 유지 가능하였다. 

그림 4.2.41 매립하중조건에서 입자차수재의 투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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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직차수공 내구성능 향상 및 건전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1. 연직차수공 이음부 성능평가 모형실험

가. 신개념 연직차수공 이음부 개발

해상최종처리시설이 여러 환경적인 문제나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직차수공의 차수성능 및 장기내구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연직차수공의 성

능은 연직차수공의 이음부의 성능에 좌우된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연직차수

공 이음부의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직

차수공 이음부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 연직차수공 이음부를 개발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연직차수공의 역할 및 기

존 이음부 형식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개념 연직차수공 이

음부에 대해 기술한다.

(1)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연직차수공의 역할

(가) 개요

해상최종처리시설이란 호안 내 외부를 격리시키고 침출수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차수

시설을 갖추어 안전한 매립이 가능하도록 해상에 조성된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미한다 

(권오순 등, 2012).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주요 차수성능관리항목은 차수공, 호안 구조

물 형식, 그리고 보유수 관리 등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 각기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즉, 해상최종처리시설의 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차수성능은 차수공과 더불

어 호안구조물의 형식 및 보유수의 관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성립된다.
한편 해상최종처리시설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성분 및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진이나 여러 피해로 인해 호안구조물이 변형된 이후에도 내부

의 보유수가 외해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

는 육상 처분장과는 달리 해상최종처리시설은 해상에 위치하는 만큼 해상 고유의 파랑, 
월파, 조수간만 등의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횡방향 하중을 받는다. 이러한 

외력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케이슨 형식이나 강관시트파일과 같이 많은 호안형식들이 개

발 및 활용되고 있다. 아래에는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연직차수공으로 활용되고 있는 호

안형식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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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hydraulic 
cutoff wall

water-collecting
equipment

retained water 
treating plant

waste layer

pervious soil layer

impervious clay layer

그림 4.3.1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차수성능관리항목(Inazumi et al., 2010)

 

(나) 해상최종처리시설의 호안형식

해상최종처리시설 호안 본체의 구조형식은 지반조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호안 본체의 구조형식은 크게 중력식 호안, 널말뚝식 호안, 셀식 호안, 그리고 경사식 

호안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래에는 각 호안형식의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① 중력식 호안

케이슨으로 대표되는 중력식 호안은 해저 바닥에 마운트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블

록을 설치하는 형식의 구조물이다. 중력식 호안의 본체는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기 때문

에 본체 자체의 투수성이 매우 낮으며, 강구조물에 비해 부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없다. 다만 콘크리트 블록 사이의 줄눈부의 차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줄눈 차수

공 시공이 필요하며, 콘크리트 구조 자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

하다. 뿐만 아니라 주로 연약지반에 위치하는 해상최종처리시설의 특성상 중력식 호안

의 자중으로 인해 하부 마운트 및 지반이 변형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케이슨 블록 하부 

지반에 대한 광범위한 지반개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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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케이슨 블록 (b) 케이슨 블록 인양

그림 4.3.2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혼모쿠 처분장의 케이슨 호안형식

② 널말뚝식 호안

널말뚝식 호안은 강널말뚝, 강관널말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해상최종처리시설

의 외곽 호안으로는 강관널말뚝 (이하 강관시트파일)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널말뚝식 

호안은 중력식 호안과 마찬가지로 이음부에 대한 차수처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며, 처분장 내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강재 부식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a) 강관시트파일 설치 (b) 강관시트파일 이음부 (P-P 형식)

그림 4.3.3 일본 동경도 신해면처분장의 강관시트파일 호안형식

③ 셀식 호안

셀식 호안에는 강판셀과 강널말뚝셀이 있으며 2중 널말뚝식 구조와 거의 동일한 특징

을 갖는다. 강관시트파일의 이음부와 마찬가지로 아크 형태의 이음부에 대해서 차수처

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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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판셀 단면 (b) 강판셀 시공

그림 4.3.4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혼모쿠 처분장의 강판셀 호안형식

④ 경사식 호안

경사식 호안은 석재 입수가 용이한 경우 비교적 저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석재로 구성된 호안 본체는 투수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차수방안이 요구된

다. 경사식 호안의 경우 차수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보다 호안 외곽에 배치되어 파랑, 조
수 등을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a) 경사식 호안형식 개요 (b) 설치 현황

그림 4.3.5 일본 동경도 신해면 처분장의 경사식 호안형식

⑤ 복합적 호안

해상최종처리시설의 호안 구조물은 위에 기술된 형식들이 단일 형식을 갖지 않고 여

러 형식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일본 동경도 신해면 처

분장의 경우, 좌측 단면은 2열의 강관시트파일과 경사식 호안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우측 단면은 강관시트파일, 케이슨, 경사식 호안으로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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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일본 동경도 신해면 처분장의 호안형식

(2) 기존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식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연직차수공의 호안형식 중에서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강관시트파일 (SPSP, Steel Pipe Sheet Pile)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강관시트파일이란 인접 강관파일의 이음부와 연결하여 주열식으로 설치되며, 이음부에

는 그라우팅 등의 차수재 충진을 통해 폐쇄단면을 구축하는 공법이다 (Kimura et al., 
2007).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강관시트파일은 단독으로 이용되기보다 위의 동경

도 신해면 처분장의 호안형식과 같이 2열의 강관시트파일 혹은 케이슨과 함께 이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두 연직차수공 사이에 투수성이 낮은 뒷채움 재료

를 채워 차수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강관시트

파일은 큰 직경을 갖는 강관파일에 비해 작은 직경을 갖는 이음부의 강도 및 강성이 확

연히 적게 된다. 그러므로 강관시트파일의 전체적인 구조적 성능과 차수성능은 이음부

의 성능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관시트파일 이

음부 형식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

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나) 기존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식 및 문제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관시트파일 (SPSP, Steel Pipe Sheet Pile)의 이음부로 주로 사용되는 

P-P, P-T, L-T, 그리고 P-T를 개량한 형식, 총 4가지 이음부 형식을 소개한다. P-P 이음

부는 작은 크기의 강봉의 일부를 절단하여 서로 연결한 형태이고, P-T 이음부는 절단한 

강봉과 T형강을 연결한 형태, L-T 이음부는 두 개의 L형강과 T형강을 연결한 형태이다. 
그리고 마지막 개량된 P-T 이음부는 기존 P-T 이음부에 고무판을 덧붙여 이음부 내 충

진되는 차수재를 밀실하게 하여 차수성능을 강화한 형태이다. 그러나 기존 이음부 형태

는 이음부 내 그라우팅의 변형, 특히 인장변형에 매우 취약하며, 개량된 P-T 이음부를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483

제외하고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로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이음부 

형태는 해상최종처리시설의 특성상 차수성능이 완벽히 발휘되어야 하는 연직차수공으로 

사용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기간을 

고려, 강관시트파일이 오랜 기간 충분한 강성과 차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음

부 형태가 요구된다.

water channel

steel 
pipe

steel 
pipe

packed mortar

water channel

steel 
pipe

steel 
pipe

packed mortar

(a) P-P 형식 (b) P-T 형식

water channel

steel 
pipe

steel 
pipe

packed mortar

rubber plate

steel 
pipe

steel 
pipe

packed mortar

(c) L-T 형식 (d) 개량된 P-T 형식

그림 4.3.7 기존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식과 문제점(Inazumi et al., 2011)

(3) Interlocking SPSP(Steel Pipe Sheet Pile) 개발

(가) 기존 문헌결과

일본에서 수행된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식에 따른 압축 및 인장강도 실험결과를 아래 

표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주로 사용되는 형태인 P-P, P-T, L-T 이음부와 교토대 연구

진에서 개발한 H-H 이음부의 압축, 인장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H-H 형식의 

경우 압축강도는 약 2.5배, 압축강성은 약 2배의 결과를 나타낸 반면, 인장에 대한 저항

력은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L-T 형식의 경우 P-P 형식에 비해 압축강도는 약 

1.4배, 인장강도는 약 2.7배로 기존 이음부 형식 중에서 비교적 압축 및 인장에 대한 저

항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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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기존 SPSP 이음부 형식의 압축 및 인장강도 실험결과(Inazumi et al., 2009)

Joint type

P-P P-T L-T H-H

Compression

Load capacity 
[kN/m] 1230 1110 1770 3056

Stiffness 
[kN/m2] 8.6x105 11.5x105 18.3x105 16.6x105

Tension

Load capacity 
[kN/m] 144 328 383 0

Stiffness 
[kN/m2] 1.2x104 10.9x104 11.6x104 0

(나) Interlocking SPSP 개념 및 장점

본 연구에서는 위의 Inazumi et al. (2009)의 실험결과를 참고하여 압축 및 인장강도의 

향상과 이음부 내의 차수재 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수 가능성 억제라는 두 가

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존 이음부 형태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합

리적인 형태의 신개념 연직차수공 이음부 (이하 Interlocking SPSP (Steel Pipe Sheet Pile))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음부 형식은 Inazumi et al. (2009)에서 개발된 H-H 이음부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H-H 이음부는 별도의 이음부를 용접하지 않고 크기가 서로 다

른 H형강을 겹친 형식으로 H형강 사이에 수팽창 지수재를 마감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차수성능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H-H 이음부의 압축강도는 기존 P-P 이음부에 비해 약 

2.5배 이상, 그리고 강성은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장강도

가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인장에 대한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음부 형식 중 인장에 가장 저항성이 큰 L-T 형식을 H-H 이음부 안에 이중으로 배치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음부 형식의 대부분이 비대칭 형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하중이 가해졌을 때 어느 한 부분에서 편심과 뒤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Interlocking SPSP는 대칭구조를 갖도록 구성되었다.

H-H joint

H-jointed steel pipe sheet pile

그림 4.3.8 H-jointed SPSPs with H-H joints(Inazum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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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ocking SPSP의 단면도와 시공순서를 아래 그림에 각각 나타내었다. 개발된 Interlocking 
SPSP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원활한 자재수급

- 이음부를 구성하는 부재들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손쉽게 자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H형강, L형강과 같은 기성품으로 구성되었다. 
b. 유선 길이 증가

-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형식은 기존 이음부 형식에 비해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유선 길이를 길게 하여 누수 가능성을 억제하였다.
c. 이중 이음부 구조 및 대칭 형상

- 단일 이음부 구조가 아닌 이중 구조를 사용하여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의 부착력을 

강화함과 그라우팅의 구속효과를 증대시켰으며, 강재와 그라우팅의 충분한 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대칭 구조를 사용하여 축방향 전단저항력, 횡방향 압축 및 인장에 

대한 강도와 강성을 강화하였다. 
d. 시공오차 교정

- 시공시 연직도 등의 시공오차를 교정하고 이음부 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침출수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joint of SPSP

steel pipe steel pipe

(a) 전체 단면도 (b) 이음부 확대

그림 4.3.9 Interlocking SPSP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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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구조적 성능 평가

(1)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구조적 성능 평가 필요성

(가)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구조적 특성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연직차수공은 대부분의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육상 조

건과 다르게 해상 고유의 파랑, 월파, 조수간만 등의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변화하

는 횡방향 하중을 받는다. 특히 기초공 구석 우각부에는 휨 모멘트와 전단응력이 집중

되어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열식 구조를 갖는 강관시트파일의 이음부에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작용하며, 이음부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라우팅의 파괴 혹은 이탈

로 구조적인 성능이 저하되고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인 

성능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Horizontal 
axial loading

Joint

Displacement at joint

(a) 변형 전 (b) 변형 후

그림 4.3.11 주열식 구조를 갖는 강관시트파일 이음부 변위발생개요 (채광석 등, 2016)

(나) 기존 연구내용

강관시트파일 이음부의 구조상 전단에 대한 저항력은 압축이나 인장에 대한 저항력보

다 다소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강관시트파일 이음부 개량에 관

한 연구는 대부분 전단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가장 취약

한 부분은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로, 일면전단시험을 통해 획득한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

의 부착력은 약 0.09MPa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 (Inazumi et al., 2009). 이는 1m 길이 

P-P 이음부 전단시험결과 전단저항력 200kN/m, 강성 600MPa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Katayama et al., 1993). Katayama et al. (1993)은 P-P 이음부의 강봉 내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요철을 설치하여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의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Inazumi et al. (2009) 직경 10mm의 작은 이형 강봉을 전단면 

가운데 용접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전단저항력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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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개요 (b) 실험 결과

그림 4.3.12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전단실험수행결과(Inazumi et al., 2009)

(다) 연구의 필요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직차수공 이음부에 대한 다양한 전단시험이 수행되어 해

결 방향성이 제시된 것에 비해 횡방향 하중에 의한 인장 및 압축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일 이음부 구조가 아닌 이중 구조를 사용하는 신개념 이음부

는 기존 이음부 형태에 비해 전단에 대한 저항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음부의 구조적인 역학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축 및 인장

실험을 선택하였다.

(2) 실험구성

(가) 실험 단면

본 연구에서 수행한 Interlocking SPSP의 압축 및 인장실험의 실험구성에 대해 기술한

다. 먼저 Interlocking SPSP 단면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이방향 100mm의 

Half-section과 Full-section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존 이음부 형태의 대부분이 비대칭 

단면으로 이루어진 만큼 Half-section과 Full-section 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대칭 단면

을 갖는 Interlocking SPSP의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음부 구조 바깥에는 

강봉을 배치하여 너트로 조여 고정함으로써 각 부재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그라우팅 양생 중 그라우팅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였다. 압축 및 인장강도 실

험시에는 너트를 풀어 강봉의 축방향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고, 변형이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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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① H-beam 300 x 300 x 10/15t

② H-beam 400 x 400 x 13/21t

③ Angle 75 x 75 x 9t

④ H-beam 250 x 125 x 6/9t (cut in half)

40 mm

그림 4.3.13 Half-section 이음부 강도실험모형 단면

① ②

④

③

40 mm
① ②

④ ③

① H-beam 300 x 300 x 10/15t

② H-beam 400 x 400 x 13/21t

③ Angle 75 x 75 x 9t

④ H-beam 250 x 125 x 6/9t (cut in half)

그림 4.3.14 Full-section 이음부 강도실험모형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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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라우팅 채움형태

이음부 내 그라우팅의 채움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Interlocking SPSP 이음부를 

두 구역으로 분류하고, Zone 1만 채운 경우, Zone 1과 2를 모두 채운 경우에 대해 실험

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결과로부터 설계 시 필요한 강도 및 강성에 따라 이음부 그라우

팅 채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3.15 Interlocking SPSP 이음부 구역 분류

(다) 실험순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Interlocking SPSP의 구조적인 역학특성 평가실험은 아래와 같이 

총 5단계로 수행되었다.

a. Interlocking SPSP 실규모 이음부 강도실험모형의 제작

- 이음부를 구성하는 각 부재들은 SS400규격의 실규모 기성품을 길이방향 100mm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각 부재는 부재 간 줄용접을 통해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연

결되었다. 용접부위는 총 7개소로 구성된다.

그림 4.3.16 Interlocking SPSP 이음부 강도실험모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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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도실험모형의 이음부에 그라우팅 충진

- 이음부 그라우팅의 채움형태에 따라 그라우팅을 충진하였다.
- 이음부 구역을 분리하고 충진된 그라우팅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무판을 끼워 넣었다.
- 그라우팅의 수축을 대비하여 여유있게 그라우팅을 충진하였고, 그라우팅의 기포를 

최대한 제거하고 빈 공간이 없이 밀실히 채우기 위해 다짐을 실시하였다.
- 그라우팅의 강도가 발현되기 전 약 12시간 안에 충진된 그라우팅의 표면을 정리하

였다.

(a) Zone 1만 채운 경우 (b) Zone 1과 2를 모두 채운 경우

그림 4.3.17 이음부 Half-section 강도실험모형의 그라우팅 충진

c. 그라우팅 양생 수행

- 그라우팅 수축 및 균열을 방지하고 현장조건과 유사하게 모사하기 위해 수중양생

을 실시하였다.
- 양생은 28일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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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이음부 Half-section 강도실험모형의 수중양생

d. 압축 및 인장하중 재하

- 실험모형을 UTM에 거치시킨 후 1.0mm/min의 변형속도로 압축 및 인장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4.3.19 이음부 강도실험모형의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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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하중 제하

- 소성상태 영역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약 20mm의 변형을 가한 후 하중을 제

하하였다.

그림 4.3.20 강도실험 하중 제하

(3) 실험결과 및 분석

(가) Half-section 강도실험결과

① 강도 및 강성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Half-section 단면에 대한 강도실험결과로부터 획득한 하중 

- 변위 곡선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하중의 단위는 이음부의 길이방향(100mm)를 나눠

주어 단위길이 (m)당 하중으로 정규화하여 표기하였다. 각 하중 - 변위곡선의 탄성구간

과 소성구간에서 각각 직선을 그어 두 직선의 교점을 항복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항

복점에서의 강도에 그때의 변위를 나누어 강성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항복점에

서의 압축강도, 변위, 강성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압축실험결과, 그라우팅을 Zone 1과 

2에 모두 채운 경우 압축강도 및 강성은 각각 1537kN/m와 4.2x105kN/m2로 그라우팅을 

Zone 1만 채운 경우 압축강도 및 강성 결과 304kN/m와 8.2x104kN/m2에 비해 모두 약 5
배의 강도 및 강성 증진효과가 관찰되었다. 인장강도실험의 경우, zone 1에만 그라우팅을 
채웠을 때 항복하중 203kN/m, 항복점에서의 변위는 3.4mm, 그리고 강성은 6.0x104kN/m2

으로 측정되었다. 이음부 내의 zone 1와 zone 2에 모두 그라우팅을 채웠을 경우에는 항

복하중 215kN/m, 항복점에서의 변위는 3.4mm, 그리고 강성은 6.3x104kN/m2으로 측정되

었다. 압축강도실험의 경우 zone 2 그라우팅 채움에 따라 강도와 강성에서 모두 5배의 

강도증진효과가 나타났으나, 인장강도실험에서는 zone 2 그라우팅 채움 유무에 상관없이 

두 경우에서 거의 동일한 항복하중과 강성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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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1 Half-section 강도실험 하중-변위 곡선

(a) 압축

(b) 인장

(c) 압축,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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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Half-section 강도실험결과

Compression Tension

Zone 1 Zone 1&2 Zone 1 Zone 1&2

Load capacity
[kN/m] 304 1537 203 215

Displacement
[mm]

3.7 3.7 3.4 3.4

Stiffness
[kN/m2] 0.82x105 4.2x105 6.0x104 6.3x104

② 파괴형상

Half-section의 압축실험 및 인장실험에서 획득한 파괴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압축실

험결과, zone 1에만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와 zone 1와 zone 2에 모두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 모두 그라우팅 크랙이 관찰되지 않았고, H형강 부재의 휨이 관찰되었다. zone 1에
만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에는 H형강의 웨브에서, zone 1와 zone 2에 모두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는 H형강의 플랜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압축강도실험의 

경우에는 이음부 모형에서 충분한 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되어 결과 

값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압축강도실험에서는 이음부 모형에서 충

분한 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Full-section
이 아닌 Half-section 의 비대칭 형상에서 반력의 부재로 인한 효과로 즉, 그라우팅의 강

도가 발현되기 전에 강재에서 먼저 항복이 발생되어 과도한 변위가 발생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음부 구조에서 강재에 비해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되었

던 그라우팅에서는 구속효과가 증대되어 인장에 대한 충분한 저항력을 발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장강도실험이 완료된 이음부 모형의 파괴형상 결과, T형강 주변 그라우팅에서 균열

이 관찰되었다. zone 1와 zone 2에 모두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에 있어서는 L형강 아래로 

강재와 그라우팅 사이에서 진행성 균열이 발달하여 사선방향으로 그라우팅이 파괴되었

다. 그라우팅 파괴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zone 2에 채워진 그라우팅은 인장변형이 발생

함에 따라 위쪽의 L형강과 분리되고 이에 따라 인장저항력을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뿐만 아니라 인장강도실험에서도 압축강도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형강에서 미

소하게 휨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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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one 1(최종변형량: 20mm) (b) Zone 1&2(최종변형량: 15mm)

그림 4.3.22 Half-section 압축실험 파괴형상

(a) Zone 1(최종변형량: 15mm) (b) Zone 1&2(최종변형량: 15mm)

그림 4.3.23 Half-section 인장실험 파괴형상

③ 변형거동특성

Half-section에 대한 압축 및 인장강도 실험시 T형강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변형률

계를 부착하여 zone 1에서의 변형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Half-section의 압축강도실험시 압축변형에 따른 변형률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각 그래

프에서 y축 (+)값은 압축을, (-)값은 인장을 가리키며, T형강 위쪽에 위치한 변형률계 

(No. 1)에서는 압축 변형률이 관찰되었으며,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부착된 변형률계 

(No. 2)에서는 인장 변형률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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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No. 2

SG No. 1

그림 4.3.24 Half-section 강도실험 변형률계 부착위치

zone 1만 채운 경우(그림 (a)), T형강 위에 위치한 변형률계(No. 1)에서는 압축변형 약 

2mm 부근에서 압축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이는 H형강의 웨브가 항복하중을 넘어 휨

이 발생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부착된 변형률계 

(No. 2)에서는 No. 1 변형률계와 마찬가지로 2mm 부근에서 다소 하중감소가 있었지만 

압축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여 수렴하였다.
zone 1와 zone 2에 모두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그림(b))에는 압축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zone 2에 위치한 그라우팅이 L형강 아래에서 어느 정도 지지효과를 발휘하므로 No. 1과 

No. 2에서 모두 꾸준하게 변형률이 증가하였다.
Half-section의 인장강도실험시 인장변형에 따른 변형률 측정값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

었다. zone 1에만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와 zone 1과 2에 그라우팅을 모두 채운 두 실험

결과 모두, T형강 위쪽에 위치한 No. 1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장하중이 관찰되었다. 그러

나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위치한 No. 2 변형률계에서는 두 경우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먼저 zone 1만 채운 경우(그림 (a)),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부착된 변형률계 

(No. 2)에서 약 4mm의 변형까지 압축력이 증가하였으나 4mm를 기점으로 압축력이 점

차 소산되었다. 이는 L형강과 T형강이 인장변형에 따라 점차 휘면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zone 1과 2에 그라우팅을 모두 채운 경우(그림 (b)),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형강과 L형강 사이에서 초기에는 압축력이 작용하다가 강재가 항복하는 것을 기점으

로 압축력이 소산되었다. 그러나 강도실험모형에 가해지는 인장변형이 점차 커질수록 T
형강과 L형강 사이의 No. 2 변형률계에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력이 작

용하였다. 이는 인장변형이 점차 커지면서 L형강이 과도하게 아래쪽으로 변형되었고, 이
에 따라 L형강과 T형강 사이의 그라우팅에는 인장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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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5 Half-section 압축실험시 횡방향 압축 변형에 따른 구역별 변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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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6 Half-section 인장실험시 횡방향 압축 변형에 따른 구역별 변형률 변화

(나) Full-section 강도실험결과

① 강도 및 강성

Full-section 단면에 대해 이음부 강도실험을 통해 획득한 하중 – 변위 곡선을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앞의 Half-section 실험에서처럼 항복점에서의 압축 및 인장강도, 변
위, 강성 계산하여 결과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압축실험결과, 그라우팅을 zone 1과 2
에 모두 채운 경우 압축강도 및 강성은 각각 4619kN/m와 14.0x105kN/m2로 그라우팅을 

Zone 1만 채운 경우 압축강도 및 강성 결과 1192kN/m와 2.7x104kN/m2에 비해 압축강도

는 약 4배, 압축강성은 약 5배의 강도 및 강성 증진효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Full-section 
인장실험의 경우 Half-section의 결과와 유사한 강도 및 강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인장 

거동 시 Interlocking SPSP 이음부 내부에 위치한 L-T 이음부가 핵심역할을 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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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Full-section 강도실험결과

Compression Tension

Zone 1 Zone 1&2 Zone 1 Zone 1&2

Load capacity
[kN/m] 1192 4619 226 213

Displacement
[mm]

4.4 3.3 3.6 3.2

Stiffness
[kN/m2] 2.7x105 14.0x105 6.3x104 6.7x104

② 파괴형상

Full-section의 압축실험 및 인장실험에서 획득한 파괴형상을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압축실험결과, 그라우팅을 Zone 1만 채운 경우는 이음부 전체에 걸쳐 V자 형태

의 균열이 관찰되었다. 그라우팅을 Zone 1과 2에 모두 채운 경우에는 큰 균열 없이 미

세한 균열이 관찰되었다. 인장강도실험의 경우에는 이음부 내 그라우팅에 T형강 위쪽과 

주변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특히 L형강이 휘면서 L형강과 L형강 아래의 그라우팅 사이

에서 균열이 발달하였다.

(a) Zone 1(최종변형량: 20mm) (b) Zone 1&2(최종변형량: 20mm)

그림 4.3.28 Full-section 압축실험 파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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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one 1(최종변형량: 40mm) (b) Zone 1&2(최종변형량: 30mm)

그림 4.3.29 Full-section 압축실험 파괴형상

③ 변형거동특성

Full-section에 대한 압축 및 인장강도실험에서도 Half-section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변형

률계를 부착하고 zone 1과 2에서의 변형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zone 1에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 압축변형에 따른 변형률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각 그

래프에서 y축 (+)값은 압축을, (-)값은 인장을 가리킨다.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형태가 

대칭인 만큼 변형률계 역시 대칭으로 설치하였고, 대칭으로 설치된 변형률계 간의 비교

를 수행하였다. 
그림 (a)와 같이 T형강 위쪽에 위치한 변형률계 (No. 1와 No. 4)에서는 모두 압축력이 

작용하였다. 다만 UTM 기기의 변형이 아래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래쪽에 위치한 

No. 4 변형률계에서 더욱 큰 변형률 값이 측정되었다.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부착된 변

형률계에서 No. 5에서는 지속적인 인장응력이 관찰되었으나, No. 2에서는 초기에는 압

축응력이 작용하다가 인장응력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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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No. 1SG No. 2

SG No. 3

SG No. 4
SG No. 5

SG No. 6

그림 4.3.30 Full-section 강도실험 변형률계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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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1 Full-section 압축 실험시 횡방향 압축변형에 따른 변형률 변화

다음으로 Full-section의 인장강도 실험시 인장변형에 따른 변형률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 zone 1에만 그라우팅을 채운 경우, T형강 위쪽에 위치한 No. 1과 No. 4에서 초기에 

모두 인장력을 받다가 T형강과 그라우팅의 부착력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0.4mm 부근에서 인장력이 감소하였다. 강도실험모형의 하부에 위치한 No. 4의 경

우는 지속적인 인장력이 작용하였고, 강도실험모형의 상부에 위치한 No.1에서는 일

정부분 압축력이 작용하다가 변형이 점점 발생하면서 압축력으로 변화되었다. T형
강과 L형강 사이에 부착된 변형률계(No. 2와 No. 5)에서는 큰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zone 1과 2에 그라우팅을 모두 채운 경우, T형강 위쪽에 위치한 No. 1과 No. 4에서

는 지속적인 인장력이 관찰되었다. 변형 초기에 그라우팅과 L형강이 부착력이 상실

되면서 인장력이 다소 감소되었다가 변형에 따라 다시 인장력을 회복하였다.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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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L형강과 T형강 사이에 위치한 No. 2와 No. 5 변형률계

에서는 대체로 압축력이 작용하였다. 지속적으로 큰 압축력이 작용하는 No. 2 변형

률계와 달리 No. 5 변형률계에서는 작은 압축력이 작용하다가 인장력으로 전환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L형강 아래 zone 2에 위치한 No. 3와 No. 6 변형률계

에서는 그라우팅과 강재간의 부착력 상실, 그라우팅의 크랙 발생 및 전개, 그리고 

L형강의 휨 발생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압축, 인장력이 번갈아가면서 관찰되었다. 
이렇듯 대칭으로 이루어진 Interlocking SPSP 이음부에서 자중의 영향이나 그라우팅 

강도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강도실험모형에는 다소 비대칭적인 하중 및 변형이 발

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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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2 Full-section(zone 1)의 인장실험시 횡방향 인장변형에 따른 변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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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3 Full-section(zone 1)의 인장실험시 횡방향 인장변형에 따른 변형률 변화

(다) 결과분석

① Half-section vs Full-section
Half-section과 Full-section 단면에 대해 수행된 압축실험의 하중-변위 곡선 및 압축강도

와 강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라우팅을 Zone 1만 채운 경우 Full-section의 압축강도 및 

강성은 Half-section의 결과에 비해 각각 4배, 3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Half-section의 경

우 그라우팅의 강도가 발현되기 전에 H형강에서 먼저 휨이 발생한 반면, Full-section에
서는 대칭 구조의 영향으로 H형강의 휨이 발생하지 않고 그라우팅에 균열이 발생하였

다. 이 결과로부터 대칭 단면을 갖는 Interlocking SPSP는 비대칭 단면에 비해 실효성을 

갖는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Half-section과 Full-section 단면에 대해 수행된 인장실험의 하중-변위 곡선 및 

압축강도와 강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인장실험의 경우 모든 실험 케이스에서 단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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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그라우팅 채움 형태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강도 및 강성을 나타내었다. Interlocking 
SPSP 단면은 기존 이음부 형식에 비해 인장 저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장변형을 

받는 경우에도 압축을 받는 부분이 T형강과 L형강 사이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

제 인장거동 시에는 L형강이 휘면서 L형강과 L형강 아래의 그라우팅 사이에서 진행성 

균열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그라우팅의 구속효과가 사라져 T형강과 L형강 사이에서 압

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34 Half-section과 Full-section의 압축강도실험 하중-변위 곡선 비교

표 4.3.4 Half-section과 Full-section 의 압축강도실험 결과비교

Half-section Full-section

Zone 1 Zone 1&2 Zone 1 Zone 1&2

Load capacity
[kN/m] 304 1537 1192 4619

Displacement
[mm]

3.7 3.7 4.4 3.3

Stiffness
[kN/m2] 0.82x105 4.2x105 2.7x105 14.0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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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5 Half-section과 Full-section의 인장강도실험 하중-변위 곡선 비교

표 4.3.5 Half-section과 Full-section 의 인장강도실험 결과비교

Half-section Full-section

Zone 1 Zone 1&2 Zone 1 Zone 1&2

Load capacity
[kN/m] 203 215 226 213

Displacement
[mm]

3.4 3.4 3.6 3.2

Stiffness
[kN/m2] 6.0x104 6.3x104 6.3x104 6.7x104

② 기존 문헌결과와의 비교

기존 이음부 형식의 실험결과와 본 연구의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Full-section 강
도모형 실험결과를 아래 표에 함께 나타내었다. 압축실험결과, Zone 1과 2에 모두 그라

우팅을 채운 경우 압축강도는 기존 P-P에 비해 약 3.8배, H-H에 비해 1.5배 증가하였다. 
다만 인장강도의 경우, 기존 문헌결과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Interlocking SPSP의 인장강도실험의 결과는 두 H형강 내부에 위치한 L-T 형상에 의존

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기존 L-T 이음부 실험결과에 비해 강

도와 강성이 모두 약 60%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Inazumi et 
al., 2009)의 실험조건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작은 강도의 그라우팅과 길이방향으로 짧은 실험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 비해 이음부 내 그라우팅의 구속조건 등이 변

화하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다소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510 ●●●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511

2. 연직차수공 건전도 모니터링 다중계측 시스템 구축

가. 2차년도 연직차수공 건전도 모니터링 개요

(1) 연구개발 배경

(가) 1차년도 모니터링 기술요약

지난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해상 최종처리시설 연직차수공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을 위해 구조물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과 누수 감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었

다. 구조물 모니터링의 계측 방법 및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하였으며, 누수 감지 모

니터링 기법의 선정을 위해 기존 모니터링 기법의 적용성 평가 및 실내모형실험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결과, 차수시트를 이용한 누수 감지 평가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과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각부에 대해서는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TDR)의 신호측정을 

이용하여 환산된 전기비저항과 유전율 통한 모니터링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염
수에서의 중금속 오염물 첨가를 통한 예비실험을 통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의 평가

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Proto-type 계측센서 모듈을 제작하였다. 
Proto-type 계측센서 모듈의 개요도는 그림에 도시하였다. 길이 160mm, 두께 15mm, 너

비 24mm로 소형화하여 제작하였으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프레임과 MC나일론 재질의 

센서로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TDR)의 신호측정을 위한 

전극이 MC나일론 부분에 설치되었으며, 내부에는 온도측정을 위한 온도센서

(Thermocouple)가 부착하여 전기저항의 전기비저항으로의 환산값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그림 4.3.36 Proto-type 계측센서 모듈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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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년도 모니터링 기술의 한계

현재 개발된 1차년도 모니터링 기술은 보완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하며 이

를 구조물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과 누수 감지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

였다.
구조물 모니터링의 경우 1차년도의 연구내용은 일반적인 계측기준 조사에 대한 부분

과 해상 최종처리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계측장비에 대한 정리로 간략히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해상 최종처리시설에 적합한 계측방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 최종처리시설

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 역시 충족되어

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구조물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동향과 계측사례에 대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측 모니터링 방법을 선정하기 어렵다. 
누수 감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역시 1차년도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상 최종처리시설

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 Proto-type 계측센서 

모듈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 및 검측기능은 염수 자체에서만 검증되었을 뿐, 센서가 

위치하며 측정대상이 되는 토질에서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우각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 설치를 바탕으로 한 측점의 수

량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1차년도 모니터링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표 설정 및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절에서부터는 연구개발 목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2차년도에 요구되는 연구내용 수행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2) 연구개발 목표

1차년도 연구수행내용에 이어 이번 2차년도 해상 최종처리시설 모니터링의 연구개발 

목표는 "연직차수공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세부 연구내용은 그림 에 나타

내었다. 
a. 구조물 모니터링

-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구조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계측 모니터링에 대

해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를 수행한다.
-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내 해상 최종처리시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b. 다중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누수 감지 모니터링의 경우, 다수의 센서 설치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

결함과 동시에 측점 사이 데이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구통계기법의 적용성 검

토를 수행한다.
- 앞에서 수행된 구조물 모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다중계측 센서모듈

을 조합하고 개량한다. 
- 마지막으로 1차년도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염수에서의 오염물 검측이 아닌 

사질토 지반에서 오염물 모니터링 기술의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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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세부 연구내용

2차년도 (2017)

연구 목표

연직차수공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직차수공 이음부
성능평가 모형실험

Proto-type 
다중계측 시스템

모듈

구조물 계측 모니터링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

지구통계기법
적용성 검토

예비실험 수행실험장치
제작 및 구성

다중계측 센서모듈
조합 및 개량

이음부 성능평가
실내모형실험
결과 보고서

오염물 모니터링
성능평가실험 수행

연직차수공 이음부
투수실험 수행

연직차수공 이음부
강도실험 수행

국내 해상처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개선

실험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그림 4.3.37 연구개발 단계

나. 구조물 모니터링

(1) 구조물 모니터링 개요

(가) 해상최종처리시설의 구조적 특성

해상최종처리시설에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

생하며, 이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구조물의 기능이 장기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손상된 구조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상최종처리시설은 지상에 건축되는 일반적인 구조물과는 다르게 해저 지반과 연결

된 상태로 해양에 존재하게 되므로 해상최종처리시설 구조물에 대한 건전도 및 유지 보

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의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완전 포화상태의 지반조건

해상최종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구조물 전체가 

해양 지반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해상최종처리시설 및 해상최종처

리시설을 지지하는 지반은 항상 해수에 100% 포화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해상최종

처리시설의 강재 구조는 다른 구조물에 비해 부식되기 쉽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에 사

용할 전자 계측장비 및 다중계측 센서의 침수 및 누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종류의 계측 장비들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② 조수간만, 파랑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외부하중의 작용

해상 구조물들은 조수간만 및 파랑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힘의 방향이 변화하는 하

중에 노출되게 되며, 이로 인한 피로의 누적은 구조물의 강도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추후 큰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파괴되거나, 혹은 피로의 누적 자체로 인한 파괴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시설의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피

로의 누적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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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열식 형태의 구조물

해상최종처리시설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는 강관 시트 파일의 연속체의 구조를 중심으

로 한다. 이는 누수 방지 등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연속체의 구조

를 가지므로 특정 부분에 발생한 큰 변형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곧 한 부분에 집중적인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구조

물의 변형으로 확장이 쉽게 일어남을 의미하며, 구조물의 파괴 발생시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하며, 처리해야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형태의 관

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나)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 구조물 모니터링의 필요성

해상최종처리시설은 위에서 서술한 구조적 특징 및 시공 장소의 특성에 의해 지면에 

존재하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해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내부에 매립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주변 자연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시공은 내부와 외부의 차폐를 유지

하도록 이루어지며, 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차폐가 이루어지

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시공 전,후의 해상최종처리시설 구조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적 변형 혹은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해상최종처리시설의 구조적 지지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발생

한 변형 혹은 파괴가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차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크다. 따
라서 시공 전, 후 및 시공 중의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 지속적인 구조물 모니터링을 통

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및 해상최종처리시설 유사 구조물에서의 구조물 모니터링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 구조물 모니터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최종처

리시설 유사 구조물에서의 계측 기준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2)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가)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동향 조사

구조물의 모니터링은 다양한 형태의 물리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들을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동적

이고 지속적인 하중에 의한 영향을 계측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구조물에 발생한 

절대적인 변형 혹은 파괴여부를 계측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에는 동적 응답특성 모니터링,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측정 등이 존재하며 아래에 해상최

종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물리탐사 기반의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들의 종류와 그 원리

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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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변형의 직 간접적인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물체에 일정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물체에 하중에 비례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물
체의 특정 부분에서 변형률계를 사용하여 물체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변형을 측정하

는 것으로 물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역으로 추정 가능하며, 특정 형태를 가지는 별개의 

구조에 변형률계를 부착하는 것으로, 측정을 원하는 물체의 변형만이 아닌 물체에 가해

지는 압력, 물체의 휨 등을 추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주로 전기저항식 변형률계가 사

용되며, 전기저항식 변형률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3.38 전기저항식 변형률계의 구조

대부분의 전기저항식 변형률계는 금속 저항선을 사용하여 제작되며, 외력에 의해 저

항선의 단면적과 길이가 변화함을 통해 나타나는 전기저항의 변화로부터 변형률계가 부

착된 지점의 변형을 측정하게 된다.

② 동적 응답특성을 통한 모니터링

해상에 존재하는 구조물에는 파도 등에 의해 동적인 하중이 주기적으로 가해지게 되

며, 이에 대한 동적 응답특성을 분석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김동현 외

(2006)은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에 변형률계, 가속도계, 경사도계를 설치하여 고유 진동수

를 이용한 구조물 건전성과 노후도 및 손상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이

어도 해양과학기지에 가해지는 파고를 측정하여 가해지는 하중의 특성 별 동적 응답특

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3.39 동적 응답특성을 이용한 구조물에서 고유진동수 측정(김동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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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최종처리시설에 주로 가해지는 하중도 파랑 및 지반 진동 발생에 의한 피로 누적

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계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

한 동적 응답특성을 이용한 모니터링의 경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한 노이즈로 인해 정확

한 판별이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③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기반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은 구조물에 부착된 압전센

서로부터 고주파 영역에서의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신호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으로 진

행된다. 압전센서는 액츄에이터와 센서 기능을 모두 수행 가능하며, 주로 PZT(Pb-Zr-Ti)
센서나 MFC(Macro fiber composite) 센서가 주로 사용된다.

Liang et al(1996)은 압전센서와 구조물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전기-역학적 임

피던스와 이들이 결합된 상태에서의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사이의 관계를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제시 하였으며, 이는 아래 식과 같다.



           

     (4.3.1)

여기서 G는 어드미턴스 Y의 실수부인 컨덕턴스, B는 Y의 허수부인 서텝턴스, C는 압

전센서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의 커패시턴스, κ31 은 압전센서의 적기-역학적 결

합계수이다. 위 식에서 압전센서의 역학적 임피던스와 재료적 기하학적 특성이 일정한 

경우 구조물의 역학적 임피던스 ZS 가 변화함에 따라 압전센서로부터 계측되는 전기적 

임피던스 Z 또한 변화함을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구조물에 부탁된 압전센서로부터 계

측되는 임피던스 신호의 계측을 통해 구조물의 국부적인 건전성 진단을 수행 가능하다.

그림 4.3.40 전기-역학적 임피던스를 통한 구조물 모니터링의 진행단계(Li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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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나)에서의 구조물 동적 응답특성 모니터링에 비해 더욱 높은 주파수 환경에서 모

니터링이 진행되게 되므로, 전기-역학적 임피던스 기반 모니터링은 주변 환경에 의한 노

이즈에 더욱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 민지영 외(2011)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연속적인 주성분 분석을 통해 임피던스 신호에서 주요 정보만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광학적 기법을 통한 모니터링

광섬유에 폭이 좁은 파형 요소의 레이저가 지나갈 경우, 산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부는 반사되므로 수신되는 신호의 진폭은 입사광에서의 진폭보다 매우 작게 관

측된다. 광섬유의 주위 환경에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레일리 산란, 라만 산란, 브리유앵 

산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4.3.41 광섬유 내부에서 변형에 따른 산란(이종원, 2007)

광섬유에 빛을 보내는 경우, 광파가 전달됨과 동시에 음파가 발생하게 되므로 광파와 

음파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브리유앵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 브리유앵 반사는 2
개의 성분 범위의 파장으로 분리되어 각각 원래 광섬유에 보내진 빛과는 다른 색을 가

지게 된다. 이러한 브리유앵 산란은 온도, 변형 및 압력등의 외부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광섬유에 변형이 존재하는 경우 산란 신호의 주파수가 변화되며, 또한 광섬유

의 온도가 변하는 경우 신호의 진폭이 변하게 되므로, 변형률 계측시 별도의 온도 보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브리유앵 산란의 주파수와 파워는 온도 및 변형률에 의한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며, 

그 관계는 아래의 식과 같다.

   ·· (4.3.2)

   ·· (4.3.3)

여기서 CPϵ는 변형률의 변화에 따른 브리유앵 파워 변화 계수, CPT는 온도 변화에 따

른 브리유앵 파워 변화 계수, CFϵ는 변형률의 변화에 따른 브리유앵 주파수 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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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는 온도 변화에 따른 브리유앵 주파수 변화 계수이다. 위 계수들은 광섬유의 온도와 

변형률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온도 보상된 변형률은 

아래의 식과 같다.

                          ·  ·
·  ·                      (4.3.4)

(나) 해상 최종처리시설 유사 구조물에서의 구조 모니터링 사례

① 수리 구조물에서의 모니터링 기술 동향 및 계측 사례 조사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와 같은 안전점검 및 정

밀 안전진단을 위해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댐체 거동이나 댐 내부의 응력변화 등을 

관측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성요소에 적합한 측정을 위한 많은 

계측장비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7 수리 구조물에서 사용되는 계측 장비 및 계측 기능

계측장비 계측기능

간극수압계 간극수압의 분포와 침윤선의 위치를 측정, 그라우팅 차수성능 평가

개도계
콘크리트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 변위에 따른 이음 접합부의 변위 정도를 감
시하여 구조물의 변형상태와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 파악

경사계
댐체 내부와 사면침하에 따른 수직 또는 경사면 전 구간에 대한 연속적인 변
형 측정(2개 방향)

무응력계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자체의 변화나 온도변화에 의한 선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무응력, 즉 외력에 의한 응력과 무관한 응력 측정

수위계 댐체 외부(댐 상류 및 댐 양안)에 설치하여 수위변화 측정

수평변위계
댐체의 수평변위를 측정하여 댐체의 변형 및 저수지 수위변화에 따른 수평방
향의 변형과 부등침하 발생여부를 확인

암반변위측정계 기초암반에 설치하여 암반의 변형특성 및 하중의 내력 측정

양압력계
댐 지반에 작용하는 양압력, 즉 암반의 접촉면, 시공이음, 간극 및 균열 등에 
의해 수평단면에 대한 연직상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측정

온도계 콘크리트 내부 수화열을 측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 규제

응력계
콘크리트의 내부응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저수위 변동 등에 따른 댐체의 응력
분포 및 거동상태 파악

전단변위측정계
재료가 상이한 성토면의 상대변위 측정이나 급한 비탈경사를 갖는 양안부의 
기초지반과 성토부의 전단변위 측정상 

주변이음부변위계 차수벽과 프린스 이음부에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

지진계 지진시 기초 및 댐체, 원지반의 응답가속도를 측정하여 댐체의 거동특성 파악

지하수위계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의 댐체 내부에 설치하여 지하수위 및 침윤선 
위치 파악, 댐 하류 양안부를 통한 침투가능성 파악

차수벽경사계 CFRD에서 콘크리트차수벽에 설치하여3방향 변위를 측정

침투량계 댐체를 통과한 침투수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침투수에 대한 댐체의 안정성 파악

침하계 댐체 내에 매설하여 축조 중 혹은 완공 후의 댐체 및 댐체 내Zone별 침하량 측정

층별침하계 댐체 중심부에 층별로 설치하여 위치별 수직침하량 측정

측량점 댐마루 및 상 하류 사면의 침하량 등 변위량을 측정하여 댐체의 외부 변형 상태파악

토압계 댐체 내에 설치하여 댐체 내부응력의 크기와 방향 측정

휨변위계
주로 콘크리트댐 형식에만 설치하며, 댐의 수평변위량, 경사량 등을 측정하여 
댐의 안정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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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측장비 중 앞에서 서술한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환경 조건을 고려 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측 장비로는 경사계 수평 변위계, 응
력계 전단변위 측정계, 지진계, 차수벽 경사계, 침하계, 횡변위계 등이 있으며, 이를 통

한 계측 사례들을 위주로 조사 하였다.

(a) 댐 거동 분석에서의 Strain Gauge를 이용한 단일 계측에 관한 연구(이승호, 2007)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댐에서 고도 및 방향에 따라 여러 변형률계를 부착함을 통해 댐

체의 각 지점에서의 응력을 측정하였다. 댐에서 변형률계의 부착 및 이를 이용한 측정 

결과의 예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3.42 변형률계의 부착 위치

그림 4.3.43 변형률계를 이용한 댐에서의 변형 측정 예시

위의 계측 자료에서 변형률계의 설치 후 댐의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댐체의 휨이 증

가하였고, 이를 변형률계를 통해 계측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해상최종처리시설 또한 주

열식 구조로부터 벽체가 형성 되므로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어느정도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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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열 강널말뚝 가물막이 계측 안정성 분석(이종욱, 2012)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댐에서 여수로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의 공용중 안전관리

를 위해 지중경사계, 하중계, 지표침하계, 간극수압계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 공용중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평가 하였다. 
가물막이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에 나타내었으며,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아래의 그림

에 나타내었다. 가시설물의 구조적 형태 및 구조물의 역할이 해상최종처리시설과 유사

하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니터링은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구조물 모니터링에 사

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3.44 가물막이 구조

그림 4.3.45 가물막이 구조물에서의 계측 장비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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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노파일용 원거리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효거리 평가(박기원 외, 2012)
위 연구에서는 대수심 해상풍력장치에 사용되는 모노파일에서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

물의 동적응답특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모형 모노파일을 제작하였다. 전기저항

식 변형률계의 부착을 통해 모형 모노파일의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부착된 전기

저항식 변형률계를 통해 모형 모노파일의 동적응답특성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형 모노파일 모형 및 동적 하중을 위한 장비의 대략적인 모식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3.46 모형 모노파일 및 동적 하중재하 장비 모;식도

위에서 사용한 모형 모노파일에 추가적으로 무선 수신기를 부착하여 전기저항식 변형

률계의 측정값을 무선으로 송신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4.3.47 무선으로 송신된 측정 결과값 예시

변형률계를 이용한 동적 응답 특성 모니터링이 지속적인 동적 하중의 조건 하에서 매

우 유효한 계측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 가능하였으며, 무선 통신을 통한 데이터 

전송으로의 확장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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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굴착 구조물 모니터링 기술 동향 및 계측 사례 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4년에 발표한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에 따르면, 
굴착 공사시 주로 사용되는 계측기 및 계측 위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8 굴착 공사시 사용되는 계측기, 계측 항목 및 계측 목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측정위치 측정항목 사용 계측기 육안관찰 측정목적

흙막이
벽체

측
압

Ÿ 토압
Ÿ 수압

Ÿ 토압계
Ÿ 수압계 Ÿ 벽체의 휨   

및 균열
Ÿ 흙막이 

벽체의   
연결부 
연속성 확인

Ÿ 주변지반의 
균열 및 침하

Ÿ 누수

Ÿ 측압의 설계값/계측값 비교
Ÿ 주변수위, 간극수압 및 벽면
수압의 관련성 파악

변
형

Ÿ 두부변위
Ÿ 수평변위

Ÿ 트랜싯, 추
Ÿ 경사계

Ÿ 변형의 허용치 이내여부 파악
Ÿ 토압, 수압 및 벽체변형 관
계 파악

Ÿ 벽체의 
응력

Ÿ 변형률계

Ÿ 응력분포를 계산해 설계 시 
계산된 응력과 비교

Ÿ 허용 변위량/계측값 비교
Ÿ 굴착/배수에 따른 침하량 및 
침하 범위 파악

버팀대,
어스앵커

Ÿ 축력, 
변형률, 
온도

Ÿ 하중계
Ÿ 변형률계
Ÿ 변위계
Ÿ 온도계

Ÿ 버팀대 
평탄성

Ÿ 볼트의 조임  
상태

Ÿ 버팀대와 어스앵커에 작용
하는 하중 파악

Ÿ 설계 허용축력과의 비교

굴착지반

Ÿ 굴착면 
변위

Ÿ 임의적 
변위

Ÿ 간극수압
Ÿ 지중 

수평변위

Ÿ 지중경사계
Ÿ 층별침하계
Ÿ 간극수압계
Ÿ 지하수위계

Ÿ 내부지반 
용수

Ÿ 보일링, 히빙

Ÿ 응력해방에 의한 굴착측 변
형과 주변지반 거동 파악

Ÿ 배면, 흙막이 벽체 및 굴착
저면의 변위 관계 파악

Ÿ 허용변위량/계측값 비교
Ÿ 굴착/배수에 따른 침하량 및 
침하 범위 파악

주변지반

Ÿ 지표/지중 
수직 및 
수평변위

Ÿ 간극수압

Ÿ 지중경사계
Ÿ 층별침하계
Ÿ 지표침하계
Ÿ 지하수위계

Ÿ 배면지역의 
균열 및 침하

Ÿ 도로연석,   
블록등의 
떨어짐

Ÿ 굴착 및 지하수위 저하에   
의해 발생되는 기존 
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파악

인접건물
Ÿ 수직변위, 

경사

Ÿ 지표침하계
Ÿ 건물경사계
Ÿ 균열계

Ÿ 구조물의 
균열

Ÿ 구조물의 
기울어짐

Ÿ 굴착 및 지하수위 저하에 
의해 발생되는 기존 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파악

유독가스
수질오염

Ÿ 탄산/
메탄가스

Ÿ 수질오염

Ÿ 가스탐지기
Ÿ 수질시험

Ÿ 굴착 구간 가스 발생 확인
Ÿ 지반개량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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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등의 굴착시 사용하는 가시설은 토압으로 인한 측방 유동 등에서 해상최종처

리시설의 파괴와 유사한 거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굴착 구조물에서의 모

니터링 사례들이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며 이에 대한 모니

터링 사례들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a) 해성퇴적토 지반에서 시트파일 흙막이 벽체의 계측 및 계측관리 기준

해성퇴적토 지반에 시공된 시트파일 흙막이벽체의 지중경사계 계측관리 기준에 대한 

고찰(황영철 외, 2007) 에서는 인천 도시철도 및 인천 국제공항에서의 굴착시 설치된 쉬

트파일을 지중경사계를 이용하여 시트파일벽체의 변형량을 측정하였으며, 비교적 연약

지반에 해당하는 해성 퇴적토 지반에서의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현장에서 굴

착에 따른 지중경사계의 측정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3.48 해성 퇴적토 지반에서 지중경사계를 통한 쉬트파일의 변형 측정 사례

(b) 신본오피스텔 마스터프라자 재건축 신축공사 계측관리

호승이엔씨에서 작성한 산본오피스텔 마스터프라자 재건축 신축공사 최종 보고서

(2016)에서는 재건축 시공 과정에서 지하 연속벽 수평변위, 배면의 지하수위 변위, 부재 

하중 변위, 및 주변 건물 기울림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 하였다. 계측을 위한 장비 

및 장비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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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9 계측 장비 설치 위치(호승이앤씨, 2016)

표 4.3.9 계측 장비 설치 수량(호승이앤씨, 2016)

굴착 후 시공과정중 사용한 계측기기중 최종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측장비는 지중경사계 및 응력계로 판단되며, 지중경사계의 측정결과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계측기기 계측항목 계획 설치

지중경사계 배면 수평 변위 측정 6 6

지하수위계 배면 수위 측정 2 2

응력계 철골 응력 측정 6 6

지표 침하계 인접 도로 침하 측정 2 2

건물 경사계 인접 건물 균열 측정 6 6

균열계 인접 건물 균열 측정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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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0 지중경사계를 통한 계측 값(호승이앤씨, 2016)

No. 설치일자
설치
위치

변위 [mm]
최종
기울기2015

12/30
2016
02/25

2016
04/28

2016
06/28

2016
08/30

2016
10/28

TM_1 2015년
10월30일

도
면
참
조

-0.260 -0.260 -0.610 -0.520 -0.610 -0.520 -1/1923

TM_2 2015년
10월30일

0.260 0.000 0.350 0.440 0.260 0.350 1/2857

TM_3 2015년
10월30일 -0.170 -0.170 -0.170 0.000 0.000 -0.260 -1/3846

TM_4 2015년
10월30일 -0.520 -0.350 -0.170 -0.090 0.090 -0.170 -1/5882

TM_5 2015년
10월30일 0.000 0.260 -0.260 -0.350 0.610 0.440 1/2273

TM_6 2015년
10월30일 0.170 0.350 0.090 0.440 0.260 0.090 1/11111

지중 경사계를 이용한 측정의 경우, 외부 하중이 특별히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값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지중 경

사계를 통한 계측 또한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시공 중 모니터링에 적합한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물 모니터링 계측 기준 조사

(가) 수리 구조물에서의 모니터링 계측 기준 조사

  ① 댐에서의 유지관리 및 계측 기준

댐 유지관리 및 계측(안상로, 1998)에서는 댐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측에서 

사용하는 계측 값들의 기준들에 대한 정리를 진행 하였다. 그를 위해 국가별, 댐 종류별 

손상 원인을 조사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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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1 국가별, 댐 종류별 댐의 손상 원인 및 비율(안상로, 1998)

구분
(1)미국 (2)캐나다 (3)일본 (1)+(2)+(3)

모든 댐
사력댐

콘크
리트댐

사력댐
콘크
리트댐

사력댐
콘크
리트댐

사력댐
콘크
리트댐

월류 10.4% 23.7% 4.9% 0.0% 47.4% 5.3% 30.8% 12.1% 28.5%

* 25 9 0 0 170 2 197 11 208

침투 15.4% 0.0% 14.6% 6.7% 1.7% 2.6% 7.7% 2.2% 7.0%

* 37 0 6 1 6 1 49 2 51

누수 22.5% 28.9% 9.8% 0.0% 2.2% 10.5% 10.3% 16.5% 7.0%

* 54 11 4 0 8 4 66 15 51

침식 18.3% 7.9% 19.5% 0.0% 0.0% 18.4% 8.1% 4.4% 17.9%

* 44 3 8 0 0 7 52 4 131

활동 13.8% 5.3% 12.2% 13.3% 24.8% 0.0% 19.8% 18.7% 17.9%

* 33 2 5 2 89 0 127 17 131

동결 0.0% 0.0% 2.4% 53.3% 0.6% 23.7% 0.5% 18.7% 2.7%

* 0 0 1 8 2 9 3 17 20

지진 1.3% 0.0% 0.0% 0.0% 21.7% 0.0% 12.7% 0.0% 11.1%

* 3 0 0 0 78 0 81 0 81

열화 및 

변형
15.4% 21.1% 0.0% 0.0% 0.8% 26.3% 6.3% 19.8% 7.9%

* 37 8 0 0 3 10 40 18 58

시공 

결함
1.3% 5.3% 7.3% 0.0% 0.3% 2.6% 1.1% 3.3% 1.4%

* 3 2 3 0 1 1 7 3 10

여수로 

손상
1.7% 7.9% 12.2% 26.7% 0.6% 0.0% 1.7% 7.7% 2.5%

* 4 3 5 4 2 0 11 7 18

기타 0.0% 0.0% 17.1% 0.0% 0.0% 10.5% 1.1% 4.4% 1.5%

* 0 0 7 0 0 4 7 4 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40 38 41 14 359 38 640 91 731

* : 손상된 댐 수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댐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중 실질적으로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계측만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 중 콘크리트 댐에서의 변형 

관리만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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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본체 및 기초암반의 변위는 댐의 구조적인 거시적 현상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수위량이 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양압의 변화를 고려한 댐체에서의 휨 

변형을 주로 측정하나 지속적인 계측이 필요한 모니터링의 특성상, 매해 같은 시기에서

의 측정값이 매번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 굴착 구조물에서의 모니터링 계측 기준 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2014)’에서는 굴착공

사에서의 안전을 위한 계측시 계측 관리법 및 계측 관리기준치의 산정 예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위 기술지침에 기술된 계측 기법에는 절대치 관리 기법과 예측관리 기

법이 존재하나 예측관리 기법의 경우, 선행되는 굴착 과정에서 얻어지는 토질정수 및 

벽체의 특성값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법들은 벽체가 해수에 항시 포화되어있는 상

태인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모니터링에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조물에

서의 계측 관리 기준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반의 지질 조건, 구조물의 형상, 공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모든 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따라서 

각종 이론식에 의한 기준치와 기존 구조물에서의 계측 결과를 토대로 한 경험적인 기준

치에 의거하여 계측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에
서 기술한 계측 기준치 관리 기법의 예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절대치 안전관리 기법

의 예로는 1,2 차 관리기준의 설정 및 안전율의 개념 도입이 존재한다. 1,2 차 관리기준

의 설정의 한 예로는 1차 관리기준치를 벽체의 변형 및 배면 토압등의 80% ~ 100% 로 

정하고, 2차 관리기준치는 설계 변위 혹은 허용 응력으로 정하여 2차 관리 기준치를 초

과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흙막이 벽체 시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리기준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12 1,2차 관리기준의 예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계 측 항 목 비 교 의 대 상
관 리 기 준 치

제 1 차 제 2 차

측압, 수압
설계 측압 분포

(지표면 ~ 각 단계, 굴착 깊이) 100% -

벽체 응력

I) 철근의 허용인장응력도

II) 허용 휨모멘트

III)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

80%
80%
80%

100%

벽체 변형 설계 시 계산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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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의 도입을 통한 절대치 안전관리 기법의 경우, 사전에 계측 항목별로 안전율을 

설정하고 설계값과 계측값의 비와 안전율의 비교를 통해 시공의 안정성을 예측 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관리기준의 예시는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 4.3.13 흙막이공사에서의 관리기준치 산정 예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4)

측정항목
안전 위험의
판정기준치

판 정 표

지표 (관리기준) 위험 주의 안전

측압
(토압, 
수압)

설계 적용한 토
압분포(지표면
에서 각 단계 
근입깊이)

 계측측압
설계적용토압

    ≤ ≤    

벽체변형 설계 추정치  계측변형값
설계추정치

    ≤ ≤    

흙막이벽체 
응력

철근의 허용인장 
응력  계측 인장응력

철근의허용인장응력     ≤ ≤    

흙막이벽체의 
허용 휨 모멘트

 계측 휨모멘트
허용 휨모멘트

    ≤ ≤    

버팀대
축력

부재의 허용 축력  계측 축력
부재의 허용축력

    ≤ ≤    

굴착저면
히빙량

T.W. Lambe에 의한 허용 히빙량

계측결과가 
위험영역에 
Plot 되는 
경우

계측결과가 
주의영역에 
Plot 되는 

경우

계측결과가 
안전영역에 
Plot 되는 

경우

침하량
각 현장마다 허
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 침하량을 지정하고, 그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면, 위험 또는 주의신호로 판단한다.

지하수위
변화량

각 현장마다 허
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 지하수위 변화량을 설정
(예, 1차 관리기준-0.5m/주, 0.5m/일, 2차 관리기준-1.0m/주, 1.0m/일)

간극수압
각 현장마다 허
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 값을 설정

부등침하량
건물의 허용부등 
침하량(각변위)

기둥간격에 대한 부
등침하량의 비

1/300이상 1/300~1/500 1/5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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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선정

본 절에서는 앞서 조사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들에 대한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적

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해상최종처리시설에 가장 알맞은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을 선정하고자 한다. 앞의 절에서 조사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및 사례들은 크게 변위

량 측정 및 역학적/전기적 임피던스 측정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조물 모니터

링 기법 및 계측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역학적 기법을 이용한 구조물에서의 영구 변위

량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및 실측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해상최종처리시설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 및 시공 위치에 따른 특성에 의

해,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사용하기 용이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은 아래의 조건들을 만

족 하여야 한다.

① 가격의 적절성

해상최종처리시설은 주열식 형태의 구조를 가지므로 해상최종처리시설의 구조 모니터

링을 위해서는 다수의 시트파일에 대한 구조물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구조 모니터링에 사용될 계측 기기는 높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가격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높은 내구성

해상최종처리시설의 구조물 모니터링은 해수에 포화된 조건에서 진행되게 되며, 동시

에 파랑 등의 주기적인 하중이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 및 센서 자체의 차수 성능이 요구된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시공 과정중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내구도를 갖춘 경

우, 더욱 정밀한 시공관리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계측기 설치의 용이성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시공은 시트파일의 연속적인 항타 및 시트파일 사이의 빈 공간을 

차수재로 채워가며 진행된다. 따라서 시공 후 차수 성능의 유지 및 시공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설치가 용이하고 시공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 가능한 계측 기술을 사용

하여야 한다.

구조물에서의 영구 변위량 측정을 통한 구조물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위의 조건들

을 만족하므로, 영구 변위량 측정을 통한 구조물 모니터링 기법 중, 변형률계를 이용한 

측정이 가장 시공에 영향을 덜 미치며, 다른 방법에 비하여 계측기 자체의 차수 및 보

호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들로 미루어 평가해 보았을 때, 변형률계를 이용한 해상최종

처리시설의 구조물 모니터링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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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수 감지 모니터링 실험수행 결과

육상 매립시설에서 침출수는 매립시설 자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며, 외부 환경에

의 유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최상의 조건에

서 설계된 이중 라이너 매립시설의 경우도 1차 라이너를 통해 206L/hectare/day의 침출수

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침출수는 매립지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기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

상에 위치한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내부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해상으로 유출될 시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침출수의 유출여부를 조기에 감지하는 기능

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1) 오염물 모니터링 성능평가 실험

일반적으로 지반오염조사는 흙이나 지하수를 샘플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지

만, 운반 도중 샘플이 오염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가 있으며 정확한 오염위치나 유출량 또한 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전기비저항이나 유전율을 이용한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이들을 이용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반이 중금속과 같은 전도성 물질로 오염된 경우 비저항은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된

다. 그러나 해안지반처럼 해수와 인접해 있어 매립장이 염수환경에 존재하는 경우는 지

반 자체가 매우 낮은 비저항을 가지며 오염물질이 전기전도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육

상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염수환경

에서의 지반오염조사는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기본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차년

도에서는 염수로 포화된 지반환경을 모사하고 오염물 침투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기저항측정법과 시간영역반사법(TDR)을 이용한 전기전도도 측정

에 대한 원리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이 설치된 셀을 제작하였으며, 납을 오염물로 이용하여 보정 실험 및 본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염분 농도에서의 해석결과를 제시하고 비교 및 분석하여 

해양이나 해안지반 같은 염수환경에서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오염물 검측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가) 포화지반에서의 전기전도도

① 전기저항과 전기전도도 관계

흙은 물과 공기, 흙 입자의 3상으로 구성되며, 흙에서의 전류전도는 이 3상의 매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기의 경우 절연내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낮은 전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류의 흐름은 사실상 물과 흙입자를 통해서만 흐른다

고 할 수 있으며, Smith and Arulanandan(1981)은 포화토의 경우 흙입자만을 통한 전류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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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간극수만을 통한 전류흐름, 흙 입자와 간극수를 통한 전류흐름의 세 가지로 정의하

였다. 흙으로 흐르는 전류경로를 회로도로 모사하여 나타내었다.

: Current Path

Pore Water

Soil Particle

(2)

(3)

(1)

d 1 - d

c

s

p

(a) (b)

그림 4.3.50 비균질한 흙에서의 전기적 모델: (a) 흙을 통한 전류흐름경로; 

(b) 흙에서의 교류 회로도 adopted from Smith and Arulanandan(1981)

그림 (a)는 포화된 흙에서의 전류흐름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1)은 간극수와 흙입자를 

통한 흐름이며, (2)는 간극수만을 통한 전류흐름, (3)은 흙입자만을 통한 전류흐름이다. 
그림 (b)는 그림 (a)를 교류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로 모사한 것이다. 포화된 시료 내에

서의 회로는 Resister – Capaciter(RC)회로로 가정하였다. 병렬연결된 회로도에서 전류는 

저항이 낮은쪽에서 더 많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직렬연결된 경우는 같은 양의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의 합성저항은 아래 식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3.5)

여기서, R_t은 회로 전체의 합산저항이며 σc는 간극과 흙입자의 합성 전기전도도, σs
는 흙입자를 통한 전기전도도, σp는 간극의 전기전도도이다. c, s, p는 본래 흙입자와 간

극수의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한 상수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림(b)의 회로도에 나타난 각 

회로의 단면적비를 나타낸다. 회로도의 흙입자와 간극이 직렬연결된 것처럼 모사된 부

분은 교류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된 두개의 RC회로이므로 전기전도도 σc는 교류전원의 

주파수 및 흙입자와 간극수의 전기전도도, 유전상수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

이 나타난다.

  
 





·




·




·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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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3.7)

여기서, d는 회로도에서 흙입자와 간극이 직렬 연결된 부분의 기하학적인 길이비를 

나타내기 위한 계수이며, ω는 교류회로의 각진동수 εv는 진공에서의 유전상수(8.9×10-12 
F/m)이며, εp와 εs는 각각 간극과 흙입자의 유전상수이다. 
다음과 같이 각 부분의 저항합으로 표현된다.




 







   (4.3.8)

여기서, Rt은 회로 전체의 합산저항이며 Rc는 간극과 흙입자를 통한 전류흐름의 저항, 
Rs는 흙을 통한 전류흐름의 저항, Rp는 간극만을 통한 전류흐름의 저항이다. 이 때 

간극에 물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이 차 있는 경우 Rs 의 값은 Rp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값을 갖게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4.3.9)




≅




 (4.3.10)

흙 시료가 염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진 간극수로 포화된 경우 흙 

시료의 합성저항은 흙입자의 저항보다는 간극수의 저항과 흐름경로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Archie(1942)는 염수로 포화된 흙에서의 전기저항을 간극수의 저항(Rp)과 

형상 비저항 계수(F)의 곱으로 표현하였다.

  · (4.3.11)

그러나 저항의 경우 측정 전극의 기하학적 형상이나 연결 방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Jung et al., 2011) 지반에서 측정된 전기저항은 지반의 고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

기전도도로 환산되어야 한다. 전기저항(R)과 전기전도도(σ)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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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는 형상계수로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며, R은 측정된 저항, σ는 전기전도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식과 같은 전기저항과 전기전도도의 관계로부터 실험을 통해 측

정된 전기저항값을 전기전도도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① 시간영역반사법(TDR)과 전기전도도 관계

시간영역반사법(Time Domain Reflectometry, TDR)은 케이블 및 전극을 타고 전달되는 

전류가 흐름경로에서의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는 매질의 전류기작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상수 및 전기전도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래프의 형태를 바탕으로 

측정 프로브에서 반사되는 신호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인 Δt를 계산하고 이를 이

용하여 유전상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간영역반사법은 일반적으로 유전상수의 변화를 

이용해 흙의 함수비를 산정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Topp et al.(1980)은 유전율과 체적

함수비의 관계를 이용한 경험식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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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1 일반적인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파형

Jones et al.(2002)는 시간영역반사법의 반사된 신호형태를 이용하여 물질의 전기전도도

(σ)를 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반사법으로 획득한 신호를 이용하여 전기전

도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Giese and Tiemann(1975)는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로

부터 식과 같은 전기전도도(σ)를 계산하는 식을 제안하였다.

   


·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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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ε0는 진공에서의 유전상수(8.9×10-12 F/m)이며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

(2.998×108m/s), L은 전극의 길이(m)이다. Z0및 Zc의 경우 전극의 특성 임피던스(Ω), 케이

블의 출력 임피던스(Ω)를 나타낸다. V0는 입력전원의 최저 반사값(-250mV)으로부터 초

기값까지의 크기이며, Vf는 입력전원의 최저 반사값으로부터 신호 수렴값까지의 크기이다.
매질의 전기전도도에 따른 신호형상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시간영역반사법을 이용한 

신호해석을 위해서는 매질의 전기전도도가 낮아 전극에서 매질로의 전류전도시 특성 임

피던스의 차이에 의한 반사파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림의 dried sand와 saturated sand의 

경우, 반사된 신호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염수에서의 신호측정결과는 

그림의 saline saturated sand에서와 같이 신호가 반사되지 않고 소산되기 때문에 그래프

의 임피던스 수렴값이 아래로 향하게 된다. Fujiyasu et al.(2004)는 전류가 소산되는 환경

에서의 시간영역반사법 신호 획득을 위해 시간영역반사법의 프로브를 절연재료로 코팅

하여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poxy-ceramic, enamel paint 등의 절연재료를 이용

하여 프로브 주변을 코팅하면 신호의 민감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류의 소산 없이 신호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코팅된 프로브의 정확한 특성 임피던스는 산

정이 어려우므로, 다음 식을 이용해 정확한 전기전도도가 아닌 상대적인 전기전도도를 

산정할 수 있다. 

   

               (4.3.14)

여기서, K는 코팅된 프로브와 케이블에 대한 상수이며, V0는 입력전원의 최저 반사값

(-250mV)으로부터 초기값까지의 크기, Vf는 입력전원의 최저 반사값으로부터 신호 수렴

값까지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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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2 흙의 상태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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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구성

① 측정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포화시료의 전기저항 및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획득을 위한 원통형 셀

을 그림과 같이 제작하였다. 셀은 전기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MC나일론 재질로 구성

하였으며, 시료를 조성하기 위한 셀의 내경은 75mm 높이는 70mm이다. 셀의 내부는 흙 

시료가 채워지며 셀의 내외부로는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               (b)

Resistance 
Probe

Time domain 
reflectometry 

ProbeTime domain 
reflectometry 

Probe

Resistance 
Probe

75mm

70
m

m

Soil 
Specimen

(c)    (d)

그림 4.3.53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 신호획득이 가능한 실험셀 개요도: 

(a) Side view; (b) Top view. ; (c) 시료조성 전; (d) 시료조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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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측면에는 전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원기둥 형태(직경: 5mm, 높이: 10mm)의 스

테인리스 강 재질의 전극 2개를 설치하였고, 바닥면에는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측정을 

위한 사각기둥 형태(가로: 2mm, 세로: 2mm, 높이: 70mm)의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전극 

3개를 설치하였다. 전기저항은 LCR미터(U1733C, Agil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

주파수는 100Hz, 120Hz, 1kHz, 10kHz 그리고 100kHz로 5개 대역을 사용하였다. 시간영

역반사법의 경우 Reflectometer(HL1101, Hyperlabs)에 연결하여 측정하였으며 신호의 획득 

데이터 수는 256개로 중첩(stacking)을 통해 고주파수의 잡음을 제거한 신호가 측정되도

록 하였다. 또한 시간영역반사법의 경우 주변 매질의 전기전도도가 높은 경우 전극을 

따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반사된 데이터의 획득이 어려우므로 전극을 우레탄으로 절

연코팅 하였다. 

② 시료조성

흙 시료는 인조규사 5호사(30번체 통과 60번체 잔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시료의 

기본 물성값은 표 4.3.4-8에 정리하였다. 비중병 및 최대, 최소간극비 시험 결과 비중은 

2.63, 최대간극비는 0.95, 최소간극비는 0.65로 산정되었다. 체가름 시험을 통하여 산정한 

균등계수 및 곡률계수는 각각 1.47 과 1.02로 얻어졌으며, 통일분류법으로 시료를 분류

하였을 경우 SP로 나타났다. 사용된 시료는 전기적인 특성이 없는 규암을 파쇄한 규사

이며, 염분 및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척한 뒤 오븐에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표 4.3.14 규사의 기본물성

Material properties Value

Specific gravity, Gs 2.63

Coefficient of uniformity, Cu 1.47

Coefficient of curvature, Cc 1.02

Maximum void ratio, emax 0.95

Minimum void ratio, emin 0.65

Soil classification by USCS* SP**

*USCS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SP : Poorly graded sandy soil.

실험용액의 경우 염분과 납의 미소한 농도차이에 의해서 전기전도도가 변화하기 때문

에 일정한 염분 농도에서 납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용액은 담수 및 염

분의 농도가 1%(σ=15mS/cm), 2%(σ=29mS/cm), 3%(σ=42mS/cm)로써 총 4가지이며 납 표

준용액(1000ppm)을 이용하여 용액 내에서 납의 농도를 0mg/L, 0.5mg/L, 1mg/L, 2mg/L, 
5mg/L 그리고 10mg/L로 총 6가지 농도가 되도록 하였다. 즉 4가지 용액에 대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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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농도를 적용하여 총 24 케이스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담수에 염분을 첨가하

여 염분 농도를 조절한 뒤 표준용액을 첨가해 납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용액을 조

성하였다. 납 표준용액은 납이 물에 이온화되어 액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실험용액

의 염분 농도에 맞게 표준용액에도 염분을 첨가하였다.
매 실험마다 시료를 동일한 조건으로 모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셀 내부에 

시료를 조성하였다. 먼저 측정 셀의 표면까지 실험용액을 채운다. 실험 용액의 양은 전

도되는 전류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료가 충

분히 포화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이후 시료가 충분히 포화될 수 있도록 셀 내부에 

준비된 규사를 수중강사법으로 조성하였으며, 매 실험마다 간극비는 0.7로써 상대밀도 

74%가 되도록 유지하였다. 또한 전기전도도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험시 

용액의 온도는 12±1℃로 유지하였다. 

③ 사용주파수 선정 및 캘리브레이션 
전기저항 측정에 맞는 안정적인 주파수 대역을 찾기 위해 저주파수 임피던스 분석기

(low frequency 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한 주파수 스윕과 전기전도도계를 이용한 캘리

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100Hz ~ 1MHz의 범위에서 주파수 

스윕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를 그림에 도시하였다. 
그림와 같이 1kHz ~ 100kHz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기저항값이 안정적으로 검측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LCR미터의 측정 주파수는 1kHz, 10kHz 그리고100kHz를 선정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00Hz와 120Hz까지의 주파수에서 저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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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4 저항전극에서의 주파수스윕 결과(using HP 4192A low frequency impedance analyzer 

with the input signal of 1.0 V. σ denote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electrolyte)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538 ●●●

측정된 전기저항값은 측정시 사용된 장비의 내부저항이나 케이블, 전극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 자체의 고유한 성질인 전기전도도로 환산이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셀에 각기 다른 저항의 용액을 조성 한 뒤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전기전도도계

를 이용해 용액의 실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저항과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로부터 100kHz에서 전기저항과 전기전도도의 캘리브레이

션 결과를 예시로 그림에 나타내었다. 측정대상이 되는 농도범위 안에서 캘리브레이션

을 수행하였으며, 결정계수(R2) 값이 약 0.95 이상이 되도록 측정된 저항과 전기전도도의 

환산식을 결정하였다.

(a)                       (b)                         (c)

s = a · R-1

a = 2.5428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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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5 실험수행 사진: (a) 전기저항; (b) 시간영역반사법; (c)전기저항과 전기전도도 

관계(사용주파수 100kHz)

(다) 실험결과

① 전기저항을 이용한 전기전도도

전기저항으로부터 환산된 전기전도도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저

주파수 대역(100Hz, 120Hz)과 고주파수 대역(1kHz, 10kHz, 100kHz)의 두 가지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먼저 저주파수 대역(100Hz, 120Hz)에 대해 각 염분 농도별로 납의 농도 변

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 실험 결과를 그림 4.3.4-21에 도시하였다. 담수에서의 측정

결과, 그림(a)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주파수 모두에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분 농도 1% 이상의 경우, 그림 (b)~(d)에
서와 같이 1mg/L 이하의 납은 전기전도도값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으며, 2mg/L 이상

의 농도에서만 전기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모든 농도의 염수조

건에서 납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전도도의 증가폭이 감소하여 수렴하는 형태의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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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56 저주파수대역(100Hz, 120Hz)에서 염수포화 사질토의 납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a) Tap water; (b) 1% saline water; (c) 2% saline water; (d) 3% saline water.

고주파수 대역(1kHz, 10kHz, 100kHz)에 대해 각 염분 농도별 납의 농도 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에 도시하였다. 1kHz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담수에서는 그림(a)에서와 같이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0kHz와 100kHz의 경우 그래프의 증가폭이 크

지 않은 형태를 보였다. 염수에서의 측정결과인 그림 (b)~(d)를 보면 10kHz와 100kHz 의 

경우 납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는 미미하지만, 1kHz의 경우는 납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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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57 고주파수대역(1kHz, 10kHz, 100kHz)에서 염수포화 사질토의 납의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a) Tap water; (b) 1% saline water; (c) 2% saline water; (d) 3% saline water.

저주파수 대역(100Hz, 120Hz)의 경우,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의 차이는 

뚜렷했으나 실험 수행시 측정되는 저항값이 불안정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주파수 스윕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주파수의 경우 전극의 산화 환원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주파수 대역의 10kHz와 100kHz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기전도도 값을 보이지만,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kHz의 경우는 고주

파수 대역으로 분류하였지만,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의 경계로서 납의 농도가 1mg/L보다 

높은 경우에도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저주파수 대

역에서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② 시간영역반사법을 이용한 전기전도도

염분 농도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수와 염분 농도 

1%, 2%, 3% 용액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담수의 

경우 반사된 신호가 200mV 이상까지 증가했지만, 염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되는 

신호값은 점차 감소하며 2%와 3% 염분 농도에서는 0mV 이상으로 반사파 신호가 증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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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8 염분 농도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 파형

염분과 납 수용액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한 시간영역반사법 신호를 그림에 나타내

었다. 
- 그림(a)와 같이 담수에서 시간영역반사법 신호의 형상은 납 수용액의 농도와 상관

없이 유사하지만, 용액 내의 납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가 수렴하는 Vf값이 작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염분농도가 1%인 경우, 그림(b)에서와 같이, 시간영역반사법 신호의 수렴값인 Vf가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Vf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1% 염분 농도의 경우 전해액으로의 전류 소산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면서 

낮은 저항값을 갖기 때문에 납의 농도에 따른 신호 수렴값인 Vf의 차이가 크게 발

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림(c)와 (d)의 염분 농도 2%와 3%의 경우 조성한 실험용액의 전기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반사된 신호의 Vf 값이 0mV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용액 내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호의 수렴값인 Vf가 작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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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59 납 농도변화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 신호: (a) Tap water; (b) 1% saline water; (c) 2% 

saline water; (d) 3% saline water.

다음 그림과 같이 측정된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로부터 전기전도도를 산정할 수 있다. 
Κ는 진공상태의 유전율, 빛의 속도, 전극의 길이 등에 영향을 받는 값으로 본 실험에서

는 고정된 상수값이므로 이를 배제하면 획득된 신호를 이용하여 각 용액간 그리고 납의 

농도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전기전도도로 나타낼 수 있다. K를 1로 가정하여 환산한 상

대적인 전기전도도 값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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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60 납의 농도변화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으로부터 환산된 상대적 전기전도도 변화: (a) 

Tap water; (b) 1% saline water; (c) 2% saline water; (d) 3% saline water.

- 그림(a)와 같이 담수 용액의 경우,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용액 내 납이 없는 경우인 0mg/L에 비해 납 

농도가 1mg/L인 경우 전기전도도가 2% 정도만 크지만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며 납 농도 10mg/L의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20%까지 증가한다. 
- 염수 용액의 경우, 그림(b)~(d)에서와 같이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전

기전도도가 초기에는 급격히 상승하지만, 점점 증가폭이 감소하여 전기전도도가 수

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b)를 보면 1% 염수의 경우 납이 없는 경우인 0mg/L와 

비교하였을 때, 1mg/L의 납 농도에서 전기전도도가 약 5% 정도 증가하며, 5mg/L의 

경우 전기전도도는12%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10mg/L의 경우 전기전도도 값이 줄어

들었지만 납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염수의 경우

는 그림 (c)에서와 같이 납 농도 0mg/L와 비교하였을 때 1mg/L에서는 전기전도도

가 3% 정도 증가하고, 2mg/L 이상의 납 농도에서는 전기전도도가 6% 정도까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염수 역시1% 염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납의 농

도가 증가하면서 전기전도도가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염수인 경우, 
그림 (d)와 같이 0mg/L의 경우에 비해 1mg/L의 납 농도에서는 전기전도도가 5% 정도 
증가되었으며, 10mg/L 의 농도에서는 전기전도도가 8% 이상 증가하였다. 염분 농도 

3%의 경우도 납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는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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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분석 및 토의

① 전기저항을 이용한 전기전도도

저주파수 대역(100Hz, 120Hz)에서의 결과를 보면, 담수의 경우 그림(a)와 같이 전기전

도도는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증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ndouin et al.(1957)에 의하면, 물에 전도성 물질이 용해된 경우 용해된 물질의 농도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용해된 물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

하지만, 저항의 감소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염수용액의 경우 그림 (b)~(d)
에서와 같이 모든 염분 농도(1%, 2%, 3%)에 대해서 납 농도가 2mg/L까지는 측정의 오

차가 있긴 하지만, 납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며 납의 농도가 2mg/L 
이상에서는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지만 증분은 점차 감소하여 전기전도도는 수렴하게 된다. 
고주파수 대역(1kHz, 10kHz, 100kHz)에서의 경우, 담수에서는 그림(a)에서와 같이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염수에서는 그림 

4.3.4-22(b)~(d)에서와 같이 사용주파수 1kHz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전도도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주파수가 1kHz인 경우, 담수와 염수 모두에서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주파수와 고주파수를 비교하

면, 전기저항으로부터 납의 농도를 검측하기 위해서는 사용주파수는 1kHz 정도가 적당

함을 알 수 있다.

② 시간영역반사법을 이용한 전기전도도

그림 (a)~(d)에 나타낸 시간영역반사법으로부터 환산된 전기전도도를 염분과 납이 첨

가되지 않은 경우(0mg/L)를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즉, 시간영역반사

법으로부터 환산된 상대적인 전기전도도를 담수의 경우에 대해 정규화한 것으로, 염분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납의 농도에서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염분 농도별 전기전도도는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담수의 경우, 납의 농도가 10mg/L까지 증가할 경우 시간영역반사법으로 환산한 전기

전도도는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영역반사법은 염분이 존재하는 

경우(1~3%)에도, 매우 낮은 납 농도(2mg/L 이하)에서도 납이 없는 0mg/L의 경우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4~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

기전도도의 증가가 감소하므로, 이는 시간영역반사법이 고농도보다는 저농도의 중금속 

오염을 검측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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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1 시간영역반사법으로부터 환산된 전기전도도(담수에 대해 정규화)

③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 비교 
전기저항측정으로부터 산정한 전기전도도와 시간영역반사법으로 산정한 전기전도도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기저항으

로부터 산정된 전기전도도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시료내 납 농도 증가에 따른 전

기전도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주파수 스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주파수 대역(100Hz, 120Hz)의 경우 불안정한 측정값을 가지며 일정 오차범

위 내에서의 결과를 제시해주므로, 납 농도 1mg/L 이하의 저농도 영역에서는 해상도가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낮은 주파수에서의 경우 전극과 시료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하 축적으로 인한 분극현상이 일어나며, 전극과 시료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은 전하 

축적을 감소시킨다. 이는 측정 전극과 시료 사이의 임피던스를 변화시키며 저항측정값

이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1kHz를 제외한 고주파수 대역(10kHz, 100kHz)
의 경우, 납의 농도변화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증가량이 미미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이며 선형적인 증가형태를 보이는 1kHz의 주파수에서는 고농도의 납을 검측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시간영역반사법의 경우 신호의 민감도는 매우 높아 1mg/L 정도의 낮은 납 농도에서도 

전기전도도의 증가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우레탄으로 코팅된 전극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농도 영역에서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시간영역반사법의 경우, 유
전상수와 같은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 차이로 신호가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저항을 통하

여 환산된 전기전도도에 비해 저농도의 납에서도 전기전도도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해양 및 해안지반의 중금속 오염을 검측할 때, 시

간영역반사법은 저농도에서도 중금속의 누출여부를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전기

저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 두 방법을 동시에 

이용한다면 염수환경에서의 중금속의 누출과 오염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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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소각장 바닥재의 미량 중금속 성분에 대한 검측실험 

(가) 실험구성

1차년도에서는 소각장 바닥재의 성분중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비율이 높은 납

에 대한 검측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앞서 서술한 (1)오염물 모니터링 성능평가 실험에서

는 토질속에서의 검측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각장 바닥재의 성분 외

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미량의 기타 중금속(카드뮴, 비소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중금속들은 미량으로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방류수 배출허

용기준치도 매우 낮은 수준(카드뮴: 0.1mg/L, 비소: 0.5mg/L)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시간영역반사법(TDR) 신호의 변화를 이용해 카드뮴과 비소에 대한 검측을 수행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호 변화를 관찰하였다. 

① 측정시스템

실험용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먼저 염분 농도 3%로 제조한 뒤 1L 비
커에 담아 준비하였다. 이후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 설정한 농도에 맞도

록 카드뮴과 비소를 첨가하였으며 교반기를 통해 용액을 혼합하였다. 실험을 위한 각 

케이스별 농도는 표 4.3.4-9에 나타내었다. 실험구성에서 언급한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케이스별 농도를 결정하였다.

                표 4.3.15 실험용액별 카드뮴 및 비소 농도

 

염분농도 카드뮴농도

3%

0mg/L

0.05mg/L

0.1mg/L

0.5mg/L

1mg/L

5mg/L

10mg/L

염분농도 비소농도

3%

0mg/L

0.25mg/L

0.5mg/L

1mg/L

5mg/L

10mg/L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547

그림 4.3.62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한 용액 조성 및 교반

조성된 용액의 중금속 검측실험은 1차년도에 제작되었던 센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염수조건에서는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가 반사되어 되돌아오지 못하는 전류소산이 일어

나므로, 센서표면에 고유전 물질인 에폭시를 코팅한 뒤 실험을 수행하였다. 센서를 통한 

측정은 시간영역반사법, 전기저항, 온도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림 4.3.63 1차년도 센서를 이용한 중금속 검측실험 수행

(나) 실험결과 및 분석

① 전기저항

전기저항의 측정결과는 그림에 도시하였다. 실험용액의 온도는 24~25oC의 범위에 존

재하였으며 온도 차이는 그 차이에 의한 영향이 적은 범위로 간주되었다. 전기저항에 

대한 실험결과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표준용액이 첨가됨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는데, 이는 표준용액의 저항이 염수의 저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저항의 감소

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기저항을 통한 실험의 검측결과

가 정상적이지 않은 개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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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4 카드뮴과 비소 농도에 따른 전기저항 측정결과

② 시간영역반사법

시간영역반사법을 통해 얻어진 신호의 측정결과는 그림에 나타내었다. 신호의 개형은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호의 수렴값이 

낮아졌다. 신호 수렴값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a)카드뮴    

(b)비소

그림 4.3.65 중금속 농도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 신호; (b)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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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모니터링 성능평가 실험에서의 방법을 통해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를 전기전

도도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에 도시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시간영역반사법의 수렴

값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수렴값 변화의 경향이 그대로 나

타났다. 1mg/L 정도의 농도까지는 전기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이

후로는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시간영역반사법이 본래 전류파와 전압파의 

비율을 통한 임피던스를 산정하고 그에 대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류신호를 받는 방법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66 중금속 농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변화

라. Proto-type 다중계측 시스템 개발

(1) 다중계측센서

1차년도 계측센서의 경우 연직차수공에서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기법들이 적용된 

센서였다. 전기저항과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획득을 위한 전극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

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센서가 내부에 설치되었다.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계측센서에 대해 앞서 구조물 모니터링 부분에서 언급한 SPSP의 내외부로의 변형을 측

정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의 센서형태 및 크기가 변

경되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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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7 1차년도 계측센서 모듈

(가) 센서구성 및 설계서

앞서 기술한 모니터링 기법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 다중계측센서를 설계하였다. 2차년

도 다중계측센서의 개요도 및 실사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기존 1차년도 계측센서에 포

함되어 있던 2-전극식 전기저항 측정센서와 3-전극의 시간영역반사법 측정센서를 기본바

탕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1차년도 계측센서에서는 온도측정을 위한 Thermocouple 센서가 

내부에 설치되었는데, 단선 케이블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2차년도 다중계측센서에서

는 RTD온도센서(PT100)을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센서의 재질

은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SUS 303을 기본으로 하여 전극이 배치되는 부분은 MC나일론 

재질로 구성하였다. 

2 ? Electrode
(전기저항 측정센서)

3 ? Rod TDR Probe
(시간영역반사법 측정센서)

67mm

210mm

16mm

3 Rod TDR
(시간영역반사법측정센서)

2 Electrode
(전기저항 측정센서) 16mm

PT100
(온도센서, 내부설치)

변형률계
(내부설치)

그림 4.3.68 2차년도 다중계측센서 개요도 

변형률계

RTD온도센서
(PT100)

3-Rod TDR Probe
(시간영역반사법 측정센서)

2-Electrode
(전기저항 측정센서)

그림 4.3.69 2차년도 다중계측센서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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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계측이라는 의미에 맞도록 센서 내부에 변형률계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누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SPSP의 변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와 같은 이유로, 1차년도에 비해 다중계측센서의 크기가 가로 210mm로 길어졌으며, 세
로는 67mm로 짧아졌다. 2차년도 다중계측센서는 1차년도 계측범위에 추가로 SPSP의 압

축, 인장 변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개발된 다중계측센서의 상세도면을 아래 그림

에 나타내었다. 
먼저 뒷판은 SUS303으로 제작되었으며, 6구의 M2 접시머리나사로 본체와 결합될 수 

있게 하였다. 모서리 부분의 4구는 M5 접시머리나사를 통해 SPSP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뒷판의 양 끝에는 변형률계가 위치하며 중앙부는 RTD온도센서(PT100)이 위

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체의 경우 뒷판과 연결될 수 있으며 SUS303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내부에 전극설치부가 끼워질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만들었으며 케이블 연결구를 

위치시켰다. 지반에 관입이 용이하도록 하단부는 날카로운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림 4.3.70 다중계측센서 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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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1 다중계측센서 본체

전극이 위치하는 전극설치부는 전기적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MC나일론 재질로 

제작하였다. 본체에 끼워질 수 있도록 2mm의 턱을 두었으며 전기저항 전극이 설치되기 

위해 직경 2mm의 구멍을 위치시켰다. 중앙부에는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획득을 위한 3
개의 ㄱ자형 전극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시간영역반사법 전극은 SUS303 재질로 센서의 

민감도를 위해 최대한 길게 제작하였으며 내부로 들어와 케이블과 연결될 수 있도록 ㄱ

자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전기저항 측정 전극은 SUS303 재질로 전극설치부에 용이하

게 설치될 수 있도록 나사산을 두었다.

 

그림 4.3.72 다중계측센서 전극설치부

그림 4.3.73 시간영역반사법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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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4 전기저항 전극

(나) 성능테스트

  a. 전기저항 

 전기저항 측정에 맞는 안정적인 주파수 대역을 찾기 위해 저주파수 임피던스 분석기

(low frequency impedance analyzer)를 이용한 주파수 스윕과 전기전도도계를 이용한 캘리

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전기저항값은 측정시 사용된 장비의 내부저항이나 케이

블, 전극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 자체의 고유한 성질인 전기전도도로 환

산하였다. 각각의 실험결과는 앞의 그림에 나타내었다.

  b. 시간영역반사법

염분 농도에 따른 시간영역반사법의 신호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수와 염분 농도 

1%, 2%, 3% 용액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그림에 나타내었다. 중금속 함량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염분과 납 수용액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한 시간영역

반사법 신호와 전기전도도 환산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또한 미량의 카드뮴, 비소에 

대한 검측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호변화를 관찰하여 그림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c. 변형률계

제작된 센서에 간단한 변형을 가해 인장과 압축에 대한 변형률계의 변화 방향을 평가

하였다. 하중단계별 변형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변형방향에 따른 센서의 인장 압축을 

변형부호(+, -)로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Power supply를 통해 Input voltage 부분을 연

결하고, Output voltage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케이블 연결구가 있는 센서 우측이 압축

력을 받고 센서 좌측이 인장력을 받을 때 Output voltage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센서 좌측이 압축, 연결구쪽인 우측이 인장력을 받으면 Output voltage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에 수행과정과 

수행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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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5 측정장비 및 변형률계 연결방식

그림 4.3.76 캘리브레이션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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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7 하중단계에 따른 전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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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8 하중에 따른 전압 캘리브레이션 결과

(2) 지구통계기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중계측센서는 설치된 지점에서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누수를 판

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누수위치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하여 해상 최종처리

시설의 외곽지역에 1m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

능하다. 이는 당연히 데이터의 처리 및 해석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통계적인 기

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통계학적 방법들은 지반공학적 자료를 처리

하는 데 있어 공간적인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구통계기법은 연속성과 같은 자연현

상의 기본적인 공간특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공학 및 지반공학과 관련된 분

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지구통계기법에 대한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하고 적용 예시를 담았다. 지구통계기법의 이론을 전부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이론부터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때문에, 지구통계기법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실측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임의의 값을 통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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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9 지구통계기법 적용예시(무작위 300개 측정 고도 데이터)

(가) 지구통계기법 통계이론

지구통계기법은 공간분포를 통해 참조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값 자체의 분석보다 공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공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각적인 

판독으로 공간자료의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다. 또한 특정 속성을 가

진 공간을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은 자연에 존재하는 특성은 임의적인 분포를 가지지 않

는다는 것이다. 단층과 같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 값과 유사한 값들

이 서로 군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관도가 떨어진다. 이는 특정 

영역에서의 값이 높거나 낮은 데에는 그 분포를 만들어내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원

인이 존재하며 그에 근거한 분포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지구통계기법은 이러한 공간적

인 연속성이나 변화 양상을 정량화하기 위해 공분산 함수, 상관도, 베리오그램의 세 가

지 정량적 지수를 이용한다.
우선 공간상의 유사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수로 공분산 함수와 상관도가 있다. 일반

적인 통계학과 비교하자면 공분산과 상관계수와 마찬가지이며 상관도는 공분산 함수를 

정규화한 지수이다. 이들을 통해 거리에 따라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베리오그램은 특정값만큼 떨어져 있는 자료의 값 차이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나타

낸다. 베리오그램은 수학적으로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베리오그램의 기하학적 해석

의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베리오그램의 기하학적 의미는 x,y의 상

관관계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연직거리의 제곱값을 평균한 것의 1/2이다.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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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0 베리오그램의 기하학적인 해석의미

(나) 크리깅(Kriging)
크리깅은 지구통계기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위 관측데이터의 선형조합을 통해 측

정되지 않은 지역의 값을 예측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역비례 가중법과 유사한 개념으

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가진다. n개의 표본자료가 존재할 때, 임의의 점 

x에서의 추정값 z(x)는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4.3.16)

이 때, λi(x)는 표본자료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고 m(x)는 각 확률변수의 기댓값을 의

미한다. 이를 해석해보면 데이터 분포점의 위치가 변화하면서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갯

수와 가중치가 변화하는 것으로, 실제 공간예측에 있어서 특정 반경 안의 n개의 데이터

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기댓값인 m(x)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크리깅 기법이 

나뉘게 되며, 단순 크리깅, 정규 크리깅, 경향 크리깅 등이 존재한다. 단순 크리깅이란 

기댓값인 m(x)가 알려져 있으며, 대상 지역 내에서 일정하다고 간주하여 해석하는 방법

이다. 정규 크리깅은 기댓값 m(x)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소 영역에서의 경우는 일정

하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경향 크리깅은 기댓값 m(x)는 알려져 있으나 국

소 영역에서 일정한 변화양상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해석한다.

(다) 지구통계기법 적용예시

지구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측 데이터를 통해 설명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프로그램을 사용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SGeMS라는 지구통계기법 프로그램을 이

용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기본 해상 최종처리시설은 가로 30m x 세로 30m x 높이 30m 
크기의 해상 최종처리시설로 설정하였으며, 지구통계기법 적용 대상은 해상 최종처리시

설의 연직차수공 한 개의 벽체 단면(2D)으로 한정하였다. 입력데이터는 txt파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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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림 4.3.4-46에 나타내었다. txt파일을 SGeMS에 입력한 결과는 그림 4.3.4-47와 같

이 나타난다. 데이터의 6행까지는 데이터 이름, 열수, x좌표, y좌표, 측정 데이터 1, 측정 

데이터 2이며, 그 후 4열은 위의 좌표와 측정데이터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3.81 해상 최종처리시설의 SGeMS 입력용 데이터 예시

그림 4.3.82 계측데이터의 SGeMS 입력결과

센서의 유효반경은 설치지점의 100mm 이하로 매우 좁기 때문에, 설치지점 이외의 데

이터는 획득이 불가능하고 그림과 같이 각 지점별 데이터만 표기된다. 각 지점별 데이

터만 표기되기 때문에 정확한 누수지점을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추정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

한 크리깅을 도입하여 지구통계기법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SGeMS에서의 실행화면

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SGeMS의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입력되는 parameter들은 가

정값을 적용하였고, 실제 측정데이터가 존재할시에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분포를 예측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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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3 해상 최종처리시설 내 계측 데이터(5m 간격의 센서) 예시

그림 4.3.84 SGeMS 실행창

SGeMS의 해석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입력데이터는 기준값을 100으로 설정하였고, 
최소 96에서 최대 103의 분포를 가지도록 하였다. 세 군데의 비정상 데이터를 입력하였

고 가로 7열, 세로 7행으로 총 49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며 평균은 99.0204, 분산은 

4.14541로 나타났다. 그림 상의 결과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

며 데이터 입력시 모사한 3개의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점으로만 표현되던 데이터의 분포보다 주변지역과의 차이확인이 용이하며 해석시 

격자를 1m간격으로 짰기 때문에 각 1m 간격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계적

인 방법으로써 실제의 경우를 완벽히 모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뢰성 있는 통계이론

에 근거하여 데이터 측점 수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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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5 해상 최종처리시설 내 계측 데이터(5m 간격의 센서)의 SGeMS 해석 예시

(3)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다중계측 방식(전기저항, 시간영역반사법, 변형률계, 온도)
의 센서를 사용하여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검측 데이터간의 상호 보완성

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공간분석기법(Kriging interpolation)을 적용해 계측 정밀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광범위한 해상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누수 및 손상 건전도 평가에 적

합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나) 다중계측 시스템 개념 정립

다중계측 시스템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연직차수공에 설

치된 다중계측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한다. 획득된 데이터는 자동 혹은 후처리 작업

을 거친 뒤 좌표와 측정값을 갖는 데이터로 변환되고, 이 데이터는 지구통계기법을 통

해 공간적인 분포로 가공되어진다. 공간적으로 분포된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태

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에 제공된다.

2  1 3 1

Switch box
Resistivity meter

I V V VV

• 설치된 계측센서를 통한
데이터 획득

• TDR + ER + SG + Temp.

계측

• 계측된 데이터의 좌표 입
력

• 지구통계기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화

처리

• 공간적으로 분포된 데이
터 파일 제공

• SCADA 시스템과의 연계
성 확보

결과 제공

그림 4.3.86 다중계측 시스템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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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계측 시스템 설계도

앞서 서술한 다중계측 방식(전기저항, 시간영역반사법, 변형률계, 온도)의 센서의 설계

도를 그림(a)에 나타내었다. 다중계측센서는 그림(b)와 같이 Interlocking SPSP 이음부 부

분 H형강에 부착되어 설치되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보호덮개를 통해 상부의 

데이터 수집기로 연결된다. 그 후 데이터 처리 및 결과 제공은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

를 따른다.

(1) TDR (2) 전기저항

200mm

62
m

m
14

m
m

(3) 변형률계 (4) 온도센서

(1) TDR (2) 전기저항

(3) 변형률계 (4) 온도센서

(a) 다중계측센서 설계도

(b) 다중계측센서 설치 예시

그림 4.3.87 다중계측시스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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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 시공순서도

(b) Interlocking SPSP 시공단계도

그림 4.3.88 Interlocking SPSP 시공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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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locking SPSP 이음부 수치해석

가. Interlocking SPSP 이음부 거동특성 분석 (Plaxis 3D)

(1) L형강 및 T형강 폭 결정을 위한 수치해석

- 해석종류는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움 여부에 따라 총 8개의 해석

을 실시하였다. 

표 4.3.16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움 여부에 따른 해석종류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L형강폭
(mm)

T형강폭
(mm) 해석명

25%

65
62.5

Case01_L65_T62.5

75 Case01_L75_T62.5

65
125

Case01_L65_T125

75 Case01_L75_T125

50%

65
62.5

Case02_L65_T62.5

75 Case02_L75_T62.5

65
125

Case02_L65_T125

75 Case02_L75_T125

   

(a) Case01_L65_T62.5                   (b) Case01_L75_T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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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01_L65_T125                    (d) Case01_L75_T125

   

(e) Case02_L65_T62.5                   (f) Case02_L75_T62.5

   

(g) Case02_L65_T125                    (h) Case02_L75_T125

그림 4.3.89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움 여부를 고려한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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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2차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좌우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Y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2차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움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요소수는 2,126~5,552개, 절점수는 18,855~47,827개로 모델링 되었다.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석모델은 강재와 모르타르는 15절점 삼각형요소와 Mohr-Coulomb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와 모르타르 경계면에는 interface요소가 적용되었다. 

(a) Case01_L65_T62.5 (b) Case01_L75_T62.5 (c) Case01_L65_T125 (d) Case01_L75_T125

(e) Case02_L65_T62.5 (f) Case02_L75_T62.5 (g) Case02_L65_T125 (h) Case02_L75_T125

그림 4.3.90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움 여부를 고려한 2차원 유한요소망

  본 해석에 적용된 강재 및 모르타르 지반요소는 15절점 삼각형 요소이며, 해석모델

은 Mohr-Coulomb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에 필요한 해석 Parameter 산정근거는 “SPSP 
실험체의 비선형 수치해석 및 Interlocking SPSP 성능검토(원종화, 2016)”보고서를 참조하

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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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중량을 0.0kN/mm3으로 적용한 것은 실험체의 변형 및 파괴거동이 자중영향을 배

제하기 위함이며, 강재와 모르타르 사이의 interface 특성은 모르타르의 강도 60%만 적용

하였다.  

표 4.3.17 강재 및 모르타르 Parameter 

구분 해석모델
단위중량
(kN/mm3)

점착력
(kN/m2)



(o)


(o)


(kN/mm2) ′ 
(kN/mm2)

interface
강도비

강재 Mohr-Coulomb 0.0 0.200 0 0 120 0.30 0.2450 -

모르타르 Mohr-Coulomb 0.0 0.015 0 0 13.6 0.18 0.0015 0.6

 (a) 압축거동 특성 분석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및 압축변위 0.3mm, 1.5mm, 3.0mm에 대한 주변형율 방향

을 보여주고 있다. 
- T형강 폭과는 관계없이 L형강이 폭이 클수록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이 크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25%인 Case01인 경우, L형강

이 폭이 65mm일 때 압축저항은 942~958kN/m으로 평가되었고, L형강이 폭이 75mm
일 때 압축저항은 1,229~1,292kN/m으로 평가되어 L형강 폭이 클수록 압축저항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특히,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50%인 Case02인 경우, 벽체의 강성이 크게 증가하

여 L형강이 폭이 65mm일 때 압축저항은 4,000kN/m으로 평가되었고, L형강이 폭이 

75mm일 때 압축저항은 4,100kN/m으로 평가되어 L형강 폭이 클수록 압축저항이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 25%(Case01)보다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50%(Case02)의 

압축저항이 4배정도 증가된 원인은 벽체의 강성증가와 더불어 전단변형이 발생하

는 면적 증가가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 전단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은 내부 모르타르와 모르타르-강구조물 경계면에서 주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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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01        

(b) Case02

그림 4.3.91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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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2 Case01_L65_T62.5의 압축거동

(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3 Case01_L75_T62.5의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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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4 Case01_L65_T125의 압축거동

(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5 Case01_L75_T125의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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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6 Case02_L65_T62.5의 압축거동

(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7 Case02_L75_T62.5의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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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8 Case02_L65_T125의 압축거동

(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99 Case02_L75_T125의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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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장거동 특성 분석

-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및 인장변위 2.0mm, 10.0mm, 20.0mm에 대한 주변형율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 L형강 폭, T형강 폭,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에 따라 인장저항 값은 변화되고 있

다. 
-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 25%인 Case01인 경우, L형강 폭에 관계없이 T형강 폭이 

62.5mm일 때 인장저항은 360~374kN/m으로 평가되었고, T형강 폭이 125mm일 때 

인장저항은 400~401kN/m으로 평가되어 T형강 폭이 클수록 인장저항이 크게 나타

났으나,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 50%인 Case02인 경우, T형강 폭에 관계없이 L형
강 폭이 65mm일 때 인장저항은 890~902kN/m으로 평가되었고 L형강 폭이 75mm일 

때 인장저항은 919~925kN/m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인장하중의 경우 인장저항

이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은 이유는, 압축저항의 경우에는 주로 내부 모르타르가 

압축하중에 저항하도록 L형강 폭이 클수록 유리하지만, 인장저항의 경우에는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에 따라 인장하중에 의한 내부 모르타르 압축저항조건이 변하

기 때문이다. 
-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 25%(Case01)보다 내부 몰타프 채움조건 50%(Case02)의 인

장저항이 2.5배정도 증가된 원인은 벽체의 강성증가와 더불어 전단변형이 발생하는 

면적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판단된다. 
- 전단변형이 발생하는 구간은 내부 모르타르-강구조물 경계면에서 주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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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01          

(b) Case02

그림 4.3.100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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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1 Case01_L65_T62.5의 인장거동

(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2 Case01_L75_T62.5의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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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3 Case01_L65_T125의 인장거동

(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4 Case01_L75_T125의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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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5 Case02_L65_T62.5의 인장거동

(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6 Case02_L75_T62.5의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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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7 Case02_L65_T125의 인장거동

(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08 Case02_L75_T125의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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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형강 및 T형강 폭 결정

- 인장하중에 대한 최대인장저항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압축저항의 경우, 최대압축저

항은 T형강 폭에 관계없이 L형강 폭이 75mm일 때 최대값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체의 압축저항은 모르타르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모르타르의 압

축저항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압축저항

에 가장 유리한 단면은 모르타르 채움조건 50%(Case02), L형강 폭 75mm, T형강 폭 

62.5mm가 가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인장저항의 경우에는 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에 따라 인장하중에 의한 내부 모르타르 

압축저항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인장하중 작용시 모르타르의 압축저항조건을 극대화한 

모르타르 채움조건 50%(Case02), L형강 폭 75mm, T형강 폭 62.5mm가 가장 유리한 단면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압축 및 인장저항에 가장 안정하고, 경제적인 단면은 모르타르 

채움조건 50%(Case02), L형강 폭 75mm, T형강 폭 62.5mm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09 압축변위에 대한 최대압축저항

그림 4.3.110 인장변위에 대한 최대인장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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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형강 위치에 따른 수치해석

해석종류는 T형강 길이 및 위치에 따라 3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표 4.3.18 T형강 위치 따른 해석종류

T형강 길이
(mm)

L형강폭
(mm)

T형강폭
(mm) 해석명

110 75 62.5 Case02_L75_T62.5_long

93 75 62.5 Case02_L75_T62.5_middle

77 75 62.5 Case02_L75_T62.5_short

 

(a) Case02_L75_T62.5_long      (b) Case02_L75_T62.5_middle

(c) Case02_L75_T62.5_short

그림 4.3.111 T형강 위치에 따른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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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2차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좌우연

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Y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 2차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L형강, T형강 규격 및 내부 모르타르 채

움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요소수는 5,494~5,548개, 절점수는 47,243 ~ 
47,563개로 모델링 되었다.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강재와 모르타르

는 15절점 삼각형요소와 Mohr-Coulomb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와 모르타르 경계면에

는 interface요소가 적용되었다. 

(a) Case02_L75_T62.5_long (b) Case02_L75_T62.5_middle (c) Case02_L75_T62.5_short

그림 4.3.112 T형강 위치를 고려한 2차원 유한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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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압축거동 특성 분석

  모르타르 채움조건(50%), L형강 폭 75mm, T형강 폭 62.5mm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T
형강판 위치를 변화하면서 압축저항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T형강판 위치에 따른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T형강판 

위치에 관계없이 3개 해석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벽체의 압

축저항은 모르타르의 압축저항과 모르타르-강재 경계면에서의 부착저항에 지배되 - 
따라서, 압축거동 측면에서 안정성은 T형강판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므

로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벽체의 최적단면은 Case02-L75-T62.5_middle이 가

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13 T형강판 위치에 따른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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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114 Case02_L75_T62.5_long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115 Case02_L75_T62.5_middle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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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116 Case02_L75_T62.5_short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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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인장거동 특성 분석

  모르타르 채움조건(50%), L형강 폭 75mm, T형강 폭 62.5mm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T
형강판 위치를 변화하면서 인장저항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T형강판 위치에 따른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형강판 

위치에 따라 인장저항 값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장저항력은 T
형강판과 L형강판 사이의 모르타르 두께가 두꺼울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인장저항력은 모르타르 전단강도에 지배됨을 알 수 있다. 
-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T형강판과 L형강판 사이의 모르타르

에서 주변형률 인장거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T형 강판과 L
형강판 사이의 모르타르의 두께가 두꺼운 Case02-L75-T62.5_long의 인장저항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인장거동 측면에서 안정성은 Case02-L75-T62.5_long인 경우가 가장 안정하

나,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벽체의 최적단면은 Case02-L75-T62.5_middle이 가

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17 T형강판 위치에 따른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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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18 Case02_L75_T62.5_long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19 Case02_L75_T62.5_middle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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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mm (b)  = 10mm (c)  = 20mm

그림 4.3.120 Case02_L75_T62.5_short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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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nterlocking SPSP 이음부 최적단면 평가

- T형 강판 위치에 따른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력은 모르타르의 압축저항과 모르

타르-강재 경계면에서의 부착저항에 지배되고 T형 강판 위치에 관계없이 주변형률 

압축거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압축거동 측면에서 안정성은 T형 강판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벽체의 최적단면은 

Case02-L75-T62.5_middle이 가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 T형강판 위치에 따른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력은 T형강판과 L형강판 사이의 모

르타르 두께가 두꺼울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인장저항력은 모르타르 전단

강도에 지배됨을 알 수 있다. 
- 이로 인해 T형 강판과 L형강판 사이의 모르타르의 두께가 두꺼운 Case02-L75-T62.5_long
의 인장저항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인장거동 측면에서 안정성은 

Case02-L75-T62.5_long인 경우가 가장 안정하나, 시공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벽체

의 최적단면은 Case02-L75-T62.5_middle이 가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Interlocking SPSP 최적단면은 하중조건(압축 및 인장),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Case02-L75-T62.5_middle이 가장 유리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21 압축 및 인장변위에 대한 최대압축 및 최대인장저항

나. Interlocking SPSP 이음부 압축 및 인장강도 수치해석(Plaxis 3D)

(1)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Half-section 이음부 압축 및 인장강도(Plaxis 3D)

  Half-section 시험체 상하판은 폭 480mm, 두께 30mm, 길이 100mm의 Plate를 사용하였

으며, 상부 H Beam은 300×300×10/15T를 사용하였다. 하부 H-Beam은 400×400×13/21T를 

사용하였고, L형강은 75×75×9T를 사용하였고, T형강은 250×125×6/9T를 사용하였다. 그
리고  상하판을 제외한 시험체 높이는 525.9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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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2 Half-section 시험체 형상

해석종류는 <표 3.6.1>에 나타낸 것처럼, 모르타르 채움조건과 하중조건에 따라 4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Compression은 압축하중을 나타낸 것이며, Tension은 인장하

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3.19 모르타르 채움조건과 하중조건에 따른 해석종류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해석명 비고

50%
Case01_Compression 압축하중

Case01_Tension 인장하중

25%
Case01_Compression 압축하중

Case01_Tension 인장하중

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및 Y방
향 좌우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Z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3차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내부모르타르채움조건과 하중(압축하중 및 인장하중)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요소수는 48,326 ~ 59,691개, 절점수는 78,324~88,711개
로 모델링 되었다(<표 3.6.7> 참조).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강재와 모르타

르는 15절점 삼각형요소와 Mohr-Coulomb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와 모르타르 경계면에는 

interface요소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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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01 (b) Case02

그림 4.3.123 Half-section 이음부 3차원 유한요소망

(a) 압축거동 특성분석

3차원 수치해석 및 실내시험에 의한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

다. Case01의 경우 수치해석 최대압축강도는 약 200k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ase02의 

경우 최대압축강도는 약 38k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부 H-Beam내부 모르타르 채움조

건 50%인 경우가 모르타르 채움조건 25%인 경우보다 5.2배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원 수치해석과 실내시험 압축변위-압축저항 곡선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a) Case01                              (b) Case02

그림 4.3.124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다음그림은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주변형률 위치는 중앙부 모르타르 끝단에

서 발생하고 있다. 변위가 증가하면서 주변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주변형률 위치는 T형강 및 하부 H Beam 
접합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하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하부 H 
Beam 중앙부에서 주변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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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25 Case01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26 Case02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다음 그림은 압축하중에 의한 변형된 Deformed mesh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하부 H-Beam 수평빔은 연직변위가 발생하

고 있으며, 좌우측 연직빔은 휨이 발생하고 있다. 
- Case01에서 수치해석결과와 실내시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부 H Beam 수평빔-연직빔 연결부에서 수치해석에서는 직선형 연결이며, 실내시

험은 아치형 연결로 인한 강성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하부 H-Beam 수평빔은 V형태의 연직변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좌
우측 연직빔은 휨이 발생하고 있다. Case02의 경우 실내시험과 수치해석결과는 비

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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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27 Case01의 Deformed mesh(압축하중)

(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28 Case02의 Deformed mesh(압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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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장거동 특성분석

3차원 수치해석 및 실내시험에 의한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 수치해석 최대압축강도는 약 45k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ase02의 

경우 최대압축강도는 약 32k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부 H-Beam내부 모르타르 

채움조건 50%인 경우가 모르타르 채움조건 25%인 경우보다 1.4배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ase01의 경우 3차원 수치해석과 실내시험 압축변위-압축저항곡선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Case02의 경우에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Case01                                 (b) Case02

그림 4.3.129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다음 그림은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주변형률 위치는 T형강 하단 및 상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Case01에서 수치해석결과와 실내시험 결과가 다소 상이하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부 H Beam 수평빔-연직빔 연결부에서 수치해석에서는 

직선형 연결이며, 실내시험은 아치형 연결로 인한 강성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주변형률 위치는 T형강 상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실내시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0 Case01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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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3mm (b)  = 1.5mm (c)  = 3.0mm

그림 4.3.131 Case02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다음 그림은 인장하중에 의한 변형된 Deformed mesh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하부 H-Beam 수평빔은 상향의 연직변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좌우측 연직빔은 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치해석결과와 실내

시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하
부 H-Beam 수평빔은 역 V형태의 연직변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좌우측 연직빔은 휨

이 발생하고 있다.

(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2 Case01의 Deformed mesh(인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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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3 Case02의 Deformed mesh(인장하중)

(2)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Full-section 이음부 압축 및 인장강도(Plaxis 3D)

Full-section 시험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체 상하판은 폭 480mm, 두께 30mm, 길이 100mm의 Plate를 사용하였으며, 상하부 

H Beam은 300×300×10/15T를 사용하였다. 중간 H-Beam은 400×400×13/21T를 사용하였고, 
L형강은 75×75×9T를 사용하였고, T형강은 250×125×6/9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상하판

을 제외한 시험체 높이는 651.80mm이다.

그림 4.3.134 Full-section 시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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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종류는 아래 표에 나타낸 것처럼, 모르타르 채움조건과 하중조건에 따라 4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Compression은 압축하중을 나타낸 것이며, Tension은 인장하

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3.20 모르타르 채움조건과 하중조건에 따른 해석종류

내부 모르타르 채움 조건 해석명 비고

50%
Case01_Compression 압축하중

Case01_Tension 인장하중

25%
Case01_Compression 압축하중

Case01_Tension 인장하중

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3차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및 Y
방향 좌우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Z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3차
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내부모르타르채움조건과 하중(압축하중 및 인장

하중)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요소수는 28,566 ~ 44,981개, 절점수는 48,910 ~ 
71,496개로 모델링 되었다.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강재와 모르타르는 15
절점 삼각형요소와 Mohr-Coulomb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와 모르타르 경계면에는 interface
요소가 적용되었다. 

   

(a) Case01 (b) Case02

그림 4.3.135 Interlocking SPSP 이음부 3차원 유한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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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거동 특성분석

다음 그림은 3차원 수치해석 및 실내시험에 의한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 수치해석 최대압축강도는 약 6,190kN/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ase02
의 경우 최대압축강도는 약 1,210kN/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부 H-Beam내부 모

르타르채움조건 50%인 경우가 뫁탈 채움조건 25%인 경우보다 5.0배 크게 발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ase02의 경우에는 3차원 수치해석과 실내시험 압축변위-압축저항 곡선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Case01의 경우에는 수치해석 최대압축강도(6,150kN/m)
가이 실내시험 최대압축강도(4,900kN/m)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a) Case01                                    (b) Case02

그림 4.3.136 압축변위에 대한 압축저항

다음 그림은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주변형률 위치는 상부 모르타르과 상부 H 

Beam 좌우 경계부와 상부 H Beam Web에서 발생하고 있다. 변위가 증가하면서 주

변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주변형률 위치는 T형강 L형강 내부 모르

타르 및 H Beam Web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하중이 점점 증가하면

서 하부 H Beam Web에서 주변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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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7 Case01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8 Case02의 주변형률 방향 압축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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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중에 의한 변형된 Deformed mesh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상부 H Beam Web에서 연직변위가 발생하

고 있으며, 변위가 증가할수록 상부 모르타르 최하단 좌우측면에서 모르타르의 수

평변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부 H Beam와 하부 모르타르에서의 변위

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상하부 H Beam Web에서 연직변위가 발생

하고 있으며, T형강 Web에서 휨변위가 발생하고 있다(<그림 3.7.12 참조). 압축하중

에 의한 Deformed mesh는 실내시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39 Case01의 Deformed mesh(압축하중)

(a)  = 5.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40 Case02의 Deformed mesh(압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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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장거동 특성분석

3차원 수치해석 및 실내시험에 의한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 수치해석 최대인장강도는 약 939kN/m, Case02의 경우 최대인장강도

는 약 369kN/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Case01인 경우가 Case02인 경우 보다 약 2.5
배 정도 최대인장강도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Case01의 경우 3차원 수치해석과 실내시험 압축변위-압축저항곡선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Case02의 경우 3차원 수치해석과 실내시험 압축변위-압축저항 곡선

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Case01의 경우에는 수치해석에 의한 최대인

장강도(939kN/m)가 실내시험에 의한 최대인장강도(365kN/m)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a) Case01                                 (b) Case02

그림 4.3.141 인장변위에 대한 인장저항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 Case01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50%) 주변형률 위치는 상하부 모르타르 내부에

서 발생하고 있다. 변위가 증가하면서 주변형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Case02의 경우(모르타르 채움 조건 25%) 주변형률 위치는 상하부 T형강 L형강 내

부 모르타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하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상하부

에서 주변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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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42 Case01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43 Case02의 주변형률 방향 인장거동

인장하중에 의한 변형된 Deformed mesh를 보여주고 있다. 
- 상하부 T형강 Flange 및 L형강에서 휨변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장변위가 증가할

수록 T형강 Flange와 모르타르 경계부에서 벌어짐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장하중에 의한 Deformed mesh는 실내시험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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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44 Case01의 Deformed mesh(인장하중)

(a)  = 2.0mm (b)  = 10.0mm (c)  = 15.0mm

그림 4.3.145 Case02의 Deformed mesh(인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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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직차수공 연결부의 비선형 수치해석 및 성능(Abaqus)

해상 처분장 연직 차수공의 성능을 결정짓는 구조체는 각 강관 시트 파일(SPSP, Steel 
Pipe Sheet Pile)을 연결하는 연결부 혹은 이음부이며, 이에 따라 시공 및 운용 중 차수 

성능이 결정된다. 본 검토에서는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 기술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수

행된 SPSP 연결부 실험결과에 대한 수치해석적 검토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음부

의 강-그라우트 경계면 거동을 분석하고 해당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연결부의 성능을 

예측하고자 한다.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 기술 개발’ 과제에서 기수행되었던 총 5개 단면 가운데, L-T 

joint단면과 H-H-2 joint 단면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상의 실험체 단면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하중실험을 실시하였다.

- 각각의 이음부는 시트파일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파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차 및 휨에 의한 빈 공간을 밀폐

하기 위하여 모르타르로 충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구조물에 각 구조체

의 연결을 위한 트임(opening)이 있고, 경우에 따라 거동의 방향이 상이하게 예상되

는 형상도 있으며, 강-그라우트의 합성부재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는 현재의 연결부의 거동을 적절히 평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실험체 단면은 반단면 형상을 갖는 실험체를 추가로 제작함으로써 재료 불균질성, 
편심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전단면 실험체의 오차 요인을 분석하고 하중실험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 케이스가 증가되었다. 또한 강재 조인트 사이에 

충진되는 그라우팅 면적을 달리하여, 내부 채움 정도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 변화가 

분석되었다. 각 실험체에 압축, 인장력을 재하시켜 큰 변형 및 파괴를 유도하여 하

중-변위 선도 및 변형률 변화 등이 계측되었다.  압축 및 인장에 대한 강도 특성 

및 파괴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양방향 재하 시험기가 사용되었으며, 1mm/min 의 

속도로 인장과 압축 모두 최대 10mm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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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zone 1                      (b) Zone 1&2

그림 4.3.146 Full-section 실험체 단면

          

(a) zone 1                      (b) Zone 1&2

그림 4.3.147 Half-section 실험체 단면

그림 4.3.148 각 실험체 단면의 채움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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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로부터 Full section과 Half section 간, zone 1, zone 1&2 채움 단면 실험체 간

의 상이한 거동 및 파괴형상이 관찰되었다. Half section의 압축 실험의 경우 H400부재의 

휨이 발생하였으나, Full section 실험 결과는 이와 상이한 변형 형상을 보여준다. 이는 

기하 및 하중에 대해 대칭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장실험의 경우 

균열양상이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강재 모서리 지점을 시작으로 

균열이 진전되고 있으며, 인장력이 지배적인 부착면 위치에서 강-그라우트 간의 분리가 

발생하였다. 하중-변위 선도를 살펴보면, 압축과 인장실험의 하중-변위선도를 보면 모두 

균열, 분리 등으로 인한 급격한 강성저하 이후에도 하중 저항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

이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판단할 때, 이는 시험체 및 실험 조건 등 외부의 영향

으로 판단되므로, 최대 내하력 평가 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a)압축시험 1. 인장시험

그림 4.3.149 압축 인장 변위에 따른 이음부 반력(Full section)

(a)압축시험 2. 인장시험

그림 4.3.150 압축 인장 변위에 따른 이음부 반력(Half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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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ype
Section type

Zone 1&2 Zone 1

Compression test

Tension test

그림 4.3.151 실험체 파괴 형상(Half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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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ype
Section type

Zone 1&2 Zone 1

Compression test

Tension test

그림 4.3.152 실험체 파괴 형상(Ful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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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토에서는 강-그라우트 합성 이음부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상용해석프로그램인 Abaqus 6.14의 Explicit 모듈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3차원 모형화를 수행하였다. 일부 해석모델의 경우, 해석 결과

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차원 평면 변형률(2D plain strain) 및 보다 두꺼운 단면 조

건을 갖는 해석모델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3.153 수치해석모델 및 해석 케이스 

- 각 모델은 상하단 재하판을 강체(rigid body)로 가정하였으며, 하단을 고정하고 상단 

재하판에서 변위 제어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L형강, T형강, H형강과 같이 강재로 

이루어진SPSP 연결부는 등방 경화(Isotropic hardening)의 von-Mises 항복기준을 적용

하여 소성 거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콘크리트는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인장 균열, 압축 파괴 등이 발생하며, 하중 조건

에 따라 서로 상이한 거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비선형 거동은 미세 균

열뿐만 아니라 영구 변형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라우트 역시 콘크리트와 유사한 거

동을 보이는 재료이므로, 그라우트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비

선형 거동 모사에 자주 사용되는 모델인 콘크리트 손상모델을 적용하였다(concrete 
damaged model).  이 방법은 소성 이론에 강성 저하 개념을 적용하여, 재료의 소성이 
발생한 경우 제하 후 재하 시의 탄성계수 변화를 그림 8과 같이 기술하는 방법이다. 

- 그라우트와 강의 상호작용은 접촉 조건을 통하여 정의하였다. 접촉면에서 접선 방

향에 대한 거동은Coulomb의 법칙에 따라 마찰 계수와 법선 방향의 압력으로 정의

되나, 법선 방향에 대한 인장 부착력을 모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라우트와 H형
강이 부착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점 공유 또는 

그라우트의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접촉 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H 형강

은 서로 절점 공유를 시켰으며,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608 ●●●

- Abaqus의 explicit 모듈은 기하적 비선형을 고려하여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된다. 따라

서 인장실험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에는 기하 비선형 고려로 인한 인장 강화

(tension stiffening)이 발생되고, 압축실험에 대해서는 좌굴(buckling)이 수치적으로 발

생하게 된다. 앞서 수행된 대부분의 압축실험으로부터 실험체에서 좌굴 발생이 지

배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에 착안하여, 본 과업에서 사용된 수치모델은 채움재가 

zone 1에만 할당된 경우에 대해 좌굴 방지를 위한 측방향 구속 경계조건을 추가로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1) Full section 실험체

압축 및 인장 거동 분석을 위해 실험체의 재하 조건과 동일하게 수직하향의 변위를 

10mm까지 적용하여 하중-변위 및 소성 변형률 변화를 검토를 수행하였다. 각 소단원에 

각 모델의 소성 변형률 및 수직 저항을 정리하였다.

(a) 압축실험

H250, H300 및L75, H400과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최외단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 전단면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 그라우트의 소성은L75와 

H300이 이루는 모서리 인접부와 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H300과 인접한 그라우트 

접촉면이 미소하게 H300과 분리되면서, 압축력이 모두 모서리 인접부의 그라우트

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L75의 모서리에 의해zone 2영역에서의 소성 변형률도 

함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라우트와의 탈락이 H400 상부의 채움재에서 먼

저 발생하고, 이후 과다 변형으로 인해 하부에서도 탈락이 점차 발생된다. 이로 인

해 초기 2.0mm에서의 소성 변형률 분포는 중심선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변형이 증가됨에 따라, H75와 H300 웹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미소하

게 강재와 그라우트 간의 탈락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H300강재의 웹 부분에

서도 일부 소성변형이 관측되었다. H250과 그라우트 경계면, H400과 그라우트 경

계면에서 모두 탈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험에 비해 낮은 최대 압축하중이 

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수치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

기 부착을 모사할 수 있는 interface 요소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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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54 Full 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2, 압축)

그림 4.3.155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압축)

- Zone 1만 그라우트 채움이 이루어진 실험체에 대해서도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H250, H300 및L75과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촉조건을 부여

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최외단

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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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2에 그라우트가 모두 채워진 경우와 달리 초기 변형 단계에서 H300과 그라우

트 경계면에서의 탈락이 발생하는 대신 L75 하부에서 그라우트가 탈락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로 인해 그라우트의 소성변형은H250의 플랜지 모서리를 기점으로 하여H300/L75 
모서리를 향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H250 위에 위치한 그라우트 영역으로 점

차 전파되었다.
- 강재는 항복하지 않았으며, 변위 10mm에 이를 때까지 H300의 웹 부분과 그라우트 

간의 탈락은 발생되지 않았다. 탈락이 발생한 위치는 H250 및 L75와의 인접면으로 

국한 된다. 
- 검토에 사용된 모델은 좌굴 방지를 위해H250 측부에 횡변위 구속조건이 부여된 상

태이다. 실제 실험체 중 zone1만 채움된 실험체에서 좌굴이 발생하였으므로, 좌굴 

방지용 구속조건을 제거하여 추가해석을 수행하였다. 
- 해석결과, 웹 복부에서 좌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우 낮은 하중저항력이 발

현됨을 확인하였다. 상부 재하판 변위가 1mm에 이르렀을 때까지는 앞의 해석과 동

일한 소성변형 분포를 보였으나, 1.5mm의 압축변위에 이르게 되면서 급격하게 웹 

복부 좌굴에 의해 측부 변형이 관찰되었고, 웹에 의해 압착되는 영역에서 소성변형

이 지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실험체는 하중 저항력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횡좌굴되었다. 비록 Half section 및full section 압축실험 가운데 한 개 실험체에 대

해서만 횡좌굴이 발생하였지만, 설계 단면 은 재료적 비균질성, 해양외력에 의한 

횡하중 작용 등의 존재로 비대칭성이 상존하고 있어, zone 1에만 채움재를 사용한 

단면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의 경우 측부에 강봉

이 설치됨으로써 H250단면에 가해지는 하중을 완화하고, 좌굴에 대해 저항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제 단면보다 구조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56 Full 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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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58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 압축)

zone 1에만 부분 채움된 전단면 실험체의 하중-변위 선도를 보여준다. 
- 수치해석결과는 초기 하중-변위 선도에 대해서는 실험과 거의 유사한 예측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experiment 1) 압축변위 1.5mm 부근에 이르면서 강성이 크게 감소

하며 점차 극한하중에 이르게 된다. 초기 하중-변위 선도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

에, 실제 실험의 측부 강봉 강성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토

에 사용된 모델에서 강-그라우트 경계면에서의 초기 부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강성 감소 및 극한하중 과소평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experiment 2는 초기 기울기

(a) d=1.0mm (b) d=2.0mm (c) d=10mm

그림 4.3.157 Full-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 압축, 좌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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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낮아, 초기 설계대로 실험체가 제작되지 않았거나, 하중 재하시 편심이 작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experiment 2의 하중-변위 선도 변화가 좌굴

이후에도 하중을 지속해서 받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측부 강봉이 H250 좌굴 후

에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b) 인장실험

H250, H300 및L75, H400과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최외단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 상판의 인장 변위하중 적용에 따른 그라우트 및 강재의 소성 변형을 보여준다. 초
기에는 인장으로 인해 H300, L75 및 H250과 인접한 그라우트의 경계면 부근에서 

소성변형이 발생하였다. H300의 웹 부분은 이미 탈락이 발생하였다. 변위가 증가됨

에 따라, 탈락된 그라우트로 전달되는 하중이H250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H250에도 

소성변형이 발생하였다. H250 및 H400의 웹 부분 모두 탈락이 발생하였다. H250의 

변형이 증대하고, 내부 그라우트는 외부로 팽창하는 듯한 형상으로 변형됨에 따라, 
H300의 플랜지의 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장실험의 경우, 해석결과는 실험과 유사

한 균열양상을 보여 주었고, 하중-변위 선도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a) d=1.0mm (b) d=2.0mm (c) d=10mm

그림 4.3.159 Full 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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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0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 Zone 1만 그라우트 채움이 이루어진 실험체에 대해서도 인장 변위를 적용하여 수

치해석울 수행하였다. H250, H300 및L75과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

도록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

하 판과 강관 최외단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소
성변형은 초기에 그라우트 부분에서 미소하게 발생하였으나, H250의 경계면에서 

그라우트의 탈락이 발생하고, 인장하중이 그라우트를 통해 모두 H250으로 전달되

면서H250의 소성변형이 일어났다. Zone 1에만 그라우트가 채워진 단면의 인장실험

에서도 해석결과는 실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주었고, 하중-변위 선도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예측결과를 보여주었다.

(a) d=1.0mm (b) d=2.0mm (c) d=10.0mm

그림 4.3.161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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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2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1) Half section 실험체

 
(a) 압축실험

H250, H300 및L75와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촉조건을 부여하

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최외단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였다. 
zone 1&2에 대해 채움상태인 반단면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를 나타낸다. 가시적인 

균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실험 결과와 달리,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는 그라우트 하

단 모서리에서 소성이 발생하였고, 점차 확장하면서L75 모서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

다. 추가로 H300과 L75가 이루는 모서리에서도 소성 영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해석 시L75와 H400의 경계면에서 그라우트의 탈락이 발생하여 얻

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75와 그라우트 간의 탈락이 진행됨에 따라, H300 웹 부분에서

도 탈락이 일어나면서 H300/L75 모서리의 소성변형률도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H400 강
재의 휨 형상은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수치모델 내에서 소성 

변형은 발생되지 않았다. 소성 변형률의 진전 양상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그라우트와 

강재 간의 계면 거동 모사의 제한으로 인해Half section(zone 1&2) 해석모델이 실험체의 

최대 하중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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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63 Full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그림 4.3.164 Half section 실험체의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압축)

Zone 1에만 그라우트 채움된 실험체에 대해서도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 H300, L75, 그리고H250 상부 경계면만 탈락이 가능하도록 접촉 조건이 부여된 상

태로 수치해석이 수행되었다. 
- Half section 실험체(zone 1)의 소성변형률 분포를 나타낸다. 초기 그라우트의 소성

은L75와 H300이 이루는 모서리 인접부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H300과 인접한 그라

우트 접촉면이 미소하게 H300과 분리되면서, 압축력이 모두 모서리 인접부의 그라

우트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모서리에서 발생된 그라우트의 소성변형은 점차 H250
의 플랜지 부근으로 확장되고, 소성영역도 좌우로 넓어지게 된다. 변형이 증가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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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L75 하단에서도 강-그라우트 간 탈락이 발생되고, H250과 H300/L75 모서리 

방향(사선방향)으로 소성 변형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림 21b에 비해21c의 소성

변형 분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선방향으로의 소성변형이 주변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주변 값이 작게 도시되었을 뿐이다.

(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65 Half 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 압축)

그림 4.3.166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 압축)

- Zone 1만 채움된half section 실험체의 경우 실험체의 강재 소성 변형과 유사한 경

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균열 발생이 없는 실험체와 달리, 수치모델의 그라우트 

영역은 초기에H300 웹 부분에서 그라우트의 탈락이 발생하면서 균열 진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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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것이 H250 플랜지 모서리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라우트의 손

상으로 인한 강성 저하로 하중-변위 선도는 실험과 초기구간에 대해 차이를 보인

다. 또한 실험과 달리 측부 강봉의 영향을 해석모델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오차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채움된Half section에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H400의 변형이 전체 변형 및 내하력을 지배하고 있어, 변형이 증대됨에 따라 

실험에서 제시된 극한하중에 근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인장실험

Half section 인장실험 모델 역시 압축실험 모델과 동일하게 H250, H300 및L75, H400
와 그라우트 접촉면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접촉조건을 부여하였다.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사이 용접되는 부분은 하중 재하 판과 강관 최외단에 있는 점과 절점을 공유시켜 

완전 부착으로 거동하도록 모델링하였다. 
- Zone 1&2가 그라우트로 채움된half section 실험체는 초기 인장력으로 인해zone 2구
역의 모서리 부근에서 소성변형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zone 2구역의 그라우트와

H300 간 경계가 탈락하고, 그라우트 모서리 부근은 강재와 접하게 되면서 응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Zone 1구역의 그라우트의 소성변형은 L75의 아래 경계면이 

그라우트와 탈락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하중이 증가됨에 따라 H250 부재의 웹과 

플랜지 모서리 구역에 인접한 그라우트만 인접한 강재들과 접촉하여 하중을 받고, 
나머지 경계면에서는 모두 탈락이 발생하여 하중이 H250 부재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H400 강재 역시H250 접합점 및 웹과 플랜지 연결부에서 소성 변형이 발

생하였다. 해석모델은zone 2 구역의 사인장 균열을 예측해 내지는 못했으나, H250 
플랜지 상부 및 H400 웹 부분 경계에서의 탈락 유사하게 추정하였으며, 하중-변위 

선도 또한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제공하였다. 

(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67 Half section 실험체의 소성변형률 분포(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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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8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a) d=2.0mm (b) d=5.0mm (c) d=10.0mm

그림 4.3.169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 Zone 1만 그라우트로 채움된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수치해석 또한 수행되었다. 
강재의 소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라우트의 소성 변형 및 탈락이 관찰되었다. 
초기 소성변형률 집중은 Zone 1&2 채움 단면과 유사하게 얻어졌으나 상판의 인장

이 진행됨에 따라 H250 웹 하단과 그라우트 계면 사이 탈락이 발생하였다. Zone 
1&2단면과 달리 인장으로 인한 L75의 변형을 구속하지 못함에 따라, 그라우트의 

소성 변형이 증가되었고, 최종단계에서는 slip까지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수
치해석결과와 실험체 탈락 및 균열양상을 비교해보면, 두 결과가 유사하게 얻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중-변위 선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 시 측부 강봉의 강성 영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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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치해석 모델 측면에서도 그라우트와 강재 계면에서의 부착을 배제하였으므

로, 실제보다 과소하게 실험체의 저항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두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한 요인이 된다. 

다. 3차원 및2차원 모델 해석결과 비교

3차원 해석모델의 경우 해석 시간 소요가 매우 크고, 해석모델 생성이 번거로움이 따

르므로 설계 적용 시 실무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2차원 해석모

델의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체의 길이 방향이 각각 0.1m, 1m, 그리고 평면 변

형률(plain strain) 조건으로 고려한 각 모델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얻은 하중-변위 선도가 

서로 비교 검토되었다. 
부분채움 상태의 Half section 실험체의 압축실험에 대한3차원 및 2차원 해석모델을 통

해 얻은 소성변형률 분포 변화를 나타내었다. 비선형 거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3mm
인 시점, 그리고 다시 하중-변위 선도가 선형적으로 변화되는 7mm 시점에 대해 소성변

형률 분포가 각 그림에 제시되었다. 0.1m 종방향 폭을 갖는 모델의 경우의 소성 변형률 

분포가 다른 두 모델의 해석결과와 다르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률 분

포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하중-변위 선도도 결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림 29는 

각 해석모델에 의한 하중변위 선도와half section(zone 1)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함께 도시

한 것이다. 
하중-변위선도는 실험체 길이 방향으로 1m인 모델과 2차원 평면 변형률 모델만 추가

된 것이다. 실험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변위 선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170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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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 차이는 모델의 길이 방향으로의 두께가 증가됨에 따라Poisson 효과로 

인한 길이 방향 변형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과업에서 사용된 콘크리트 모

델은 concrete damage model이며, 입력 변수로써 콘크리트의 구속압 수준에 따른 강도 

증가계수 fcb/fc0를 사용한다. 종방향 폭 0.1m 모델의 경우 치수가 작아 콘크리트의 종방

향에 대해 구속에 의한 강도 증가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결국 콘크리

트는 종방향으로의 인장 변형률이 크게 증가하므로, 쉽게 항복조건에 다다르게 되고, 결
국 이는 과다한 변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종 방향 폭 1.0m 모델의 경우, 종 방향 

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구속으로 인한 강도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2차원 

평면 변형률 모델의 경우 종방향 변형률이 0이 되므로, 강한 구속압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 콘크리트의 내하력을 증진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콘크리트에서 외력에 대

해 충분히 저항하므로, 강재가 분담하는 하중 역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2차원 모델과 

1.0m 모델의 결과가 더 유사하게 되며, 외력에 대해서도 더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수

치해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차원 모델이 이론적으로 가장 큰 내하력을 가져야만 하나, 이와 달

리 1m 모델의 결과가 다소 더 크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1m 모델의 소성 발생 영역에 

대해 충분히 조밀한 격자망을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해석 

모델에서 역시 과다한 요소로 구성되어 검토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지 

않으며, 재료, 기하, 접촉과 같은 심한 비선형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 결과의 

경향성을 제외한 절대값의 오차는 수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차원 모델과 1m 모델 간의 하중-변위 선도 차이는 격자망 조밀도 차이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 차폐 구조물이 길이방향으로 매우 길게 늘어서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 길이방향으로의 변형을 억제하는 해석기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결

과로부터2차원 평면변형률 모델이 3차원 해석모델과 유사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2차원 해석모델 역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a) 3D model(t=0.1m) (b) 3D model(t=1.0m) (c) plane strain model

그림 4.3.171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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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3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a) 3D model(t=0.1m) (b) 3D model(t=1.0m) (c) plane strain model

그림 4.3.172 Half section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선도(zone 1&2,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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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위영향을 고려한 해상처분장 침투흐름특성

해상처분장의 차수성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장 내의 폐기물과 해수, 빗물이 섞인 

침출수 누출이 처분장 주변 해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침출수가 

외해(해측)으로 누출되는 과정은 지하수 침투뿐만 아니라 이류와 분산 현상을 동반하므

로,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해상처분장에 대해서는 육상처분장과 달리 해양의 특징인 조

위(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립호안은 해저지반, 사석 

마운드, 케이슨, 차수공법(강철재, 고분자화학 재료)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로 축조되고 

이것을 충실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수치계산으로 재현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유한요소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직차수공의 근입장 영향, 조위(밀물과 썰물)의 영향, 연직차수공 손상

영향 등을 고려한 연직차수공 주변지반의 침투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수치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첫째, 수위조건(조위영향 및 수위일정)을 고려한 연직차수공의 근입깊이에 따른 수

치해석을 실시하여 연직차수공 내측 침출수가 해측으로 유입되는 침투유량파악, 침
투 Vector파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해상처분

장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근입장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4개의 침투해석

을 실시하였다.
- 둘째, 수위조건(조위영향 및 수위일정)을 고려한 연직차수공의 손상여부에 따른 수

치해석을 실시하여 연직차수공 내측 침출수가 해측으로 유입되는 유량파악, 침투 

Vector파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치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해상처분장 유지관리시 

유출유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6개의 침투해석을 실시하였다. 침투해

석 시 사용한 유한요소 프로그램은 Plaxis2D flow를 이용하였다. 

가. 연직차수공 근입깊이를 고려한 침투해석

(1) 해석종류 및 해석단면

- 해석종류는 SPSP 연직차수공이 실트질 모래층에 근입된 경우와 SPSP 연직차수공

이 점성토층에 근입된 경우로 구분하여 총 4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 SPSP 연직차수공 연직길이는 SPSP 연직차수공 근입이 불충분한 경우 29m, SPSP 
연직차수공 근입이 충분한 경우는 31m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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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1 SPSP근입장 조건 및 조위변동에 따른 해석종류

근입장조건 해측수위조건 내측수위조건 해석파일명

근입불충분

수위일정
(EL(-)4.0m)

수위일정
(EL(+)2.0m)

DW_01_01

조위변동
(EL(+)4.0~EL(-)4.0m) DW_01_02

근입충분

수위일정
(EL(-)4.0m) DW_01_03

조위변동
(EL(+)5.0~EL(-)4.0m) DW_01_04

(a) 근입불충분

(b) 근입충분

그림 4.3.174 SPSP 근입장 조건에 따른 해석단면   

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2차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좌우

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Y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2차원 해석

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연직차수공 근입장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요소

수는 1,408~1,430개, 절점수는 11,701~11,877개로 모델링 되었다.
-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15절점 삼각형요소와 Mohr-Coulomb을 적용하였다. 
- 침투해석을 위한 수두경계조건은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1_01, DW_01_03)은 해

측과 내측수두를 일정하게 적용하였으나, 조위변동을 고려할 경우(DW_01_02, DW_01_04) 
해측의 수두는 시간에 따라 수두변화가 발생하도록 수두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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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입불충분

(b) 근입충분

그림 4.3.175 SPSP 근입장 조건에 따른 2차원 유한요소망

해측 : EL(-)4.0m 해측 : EL(+)2.0m

(a) DW_01_01

해측 : EL(-)4.0m~(+)4.0m 해측 : 
EL(+)2.0m

(b) DW_01_02

해측 : 
EL(-)4.0m

해측 : EL(+)2.0m

(c) DW_01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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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측 : EL(-)4.0m~(+)4.0m 해측 : EL(+)2.0m

(d) DW_01_04

그림 4.3.176 침투해석을 위한 수두경계조건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15절점 삼각형요소와 Linear-Elastic을 적용하였

다. 본 해석은 수위조건에 따른 침투해석이 목적이므로 수치해석 Parameter 중에서 투수

계수가 중요하다. 본 해석에 적용된 투수계수는 일반적인 모래와 점토의 투수계수를 적

용하였으며, 모래와 점토의 단위중량,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
리고 연직차수공은 中山 등(1991)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中山 등(1991)에 의하면, 실제 시공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철강 시트파일의 차수성능 

평가시험 결과로부터 연결부에 차수재를 도포한 철강 시트파일의 투수계수는 두께 

50cm인 차수층으로 환산하여 10-8cm/sec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손상이 없는 차수시트파일을 두께 50cm, 투수계수 1.00×10-8cm/sec

인 균질재료로서 모델화하였다.

표 4.3.22 실트질모래 및 점성토 Parameter 

구분 해석모델 간극비

투수계수(cm/sec)

연직 수평

모래

Linear-Elastic

0.2 1.0×10-5

점토 0.2 5.0×10-7 7.0×10-7

연직차수공 0.1 1.0×10-8

- 다음 그림은 4개 침투해석(DW_01_01, DW_01_02, DW_01_03, DW_01_04)에 대한 

연직차수공 시공 후, 0, 1, 10, 20, 30, 40, 50년경과 직후 1일 동안의 연직차수공 

하단부를 통과하는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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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에서 (-)유량은 연직차수공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유량이며, (+)
유량은 해측에서 연직차수공 내측으로 유입되는 유량이다.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1_01, DW_01_03)은 시간에 관계없이 지하수이동은 내측에

서 해측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DW_01_02, DW_01_04), 
해측 조위영향으로 인해 지하수이동은 내측에서 해측으로 또는 해측에서 내측으로 이동

하고 있다. 그리고 근입장이 충분한 경우(DW_01_03, DW_01_04)가 근입장이 불충분한 

경우(DW_01_01, DW_01_02)에 비해 연직차수공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유량

이 약 50%정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연직차수공 시공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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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직차수공 시공후 1년 경과

(c) 연직차수공 시공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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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직차수공 시공후 20년 경과

(e) 연직차수공 시공후 3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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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연직차수공 시공후 40년 경과

(g) 연직차수공 시공후 50년 경과

그림 4.3.177 연직차수공 시공후 시간에 따른 유출 및 유입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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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은 시간에 따른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누적유량을 보여주고 있

다. 연직차수공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유량이므로 (-)유량으로 표기하였다. 
누적유량산정방법은 경과시간(연직차수공 시공 후, 0, 1, 10, 20, 30, 40, 50년)별 평

균유량(m3/day/m)을 산정하여, 산정된 평균유량에 기간을 곱하여 누적유량(m3/m)을 

산정하였다.
- 근입깊이가 불충분하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1_01),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6,660m3/m으로 나타났고,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DW_01_02),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5,880m3/m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입깊이가 충분하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1_03),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29.5m3/m으로 나타났고,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DW_01_02),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

의 (-)누적유량은 24.6m3/m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근입깊이 충분한 경우 (-)누적유량은 근입깊이가 불충분한 경우 (-)누적유량보다 약 

200~240배가 감소하며, 
-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가 수위가 일정한 경우보다 (-)누적유량은 약 1.2배정

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 (-)누적유량이 감소한 

이유는 지하수 흐름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해상처분장 시공시 SPSP 근입깊이는 불투수층까지 근입해야 하며, 수위(조
위)변동을 고려한 침투해석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림 4.3.178 시간에 따른 내측에서 해측으로 유출되는 누적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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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측 만수위시(EL.(+)4.0m)         (b) 해측 저수위시(EL.(-)4.0m) 

그림 4.3.179 조위변동 고려시 지하수 흐름방향의 변화(근입깊이 불충분한 경우)

      

(a) 해측 만수위시(EL.(+)4.0m)         (b) 해측 저수위시(EL.(-)4.0m)

그림 4.3.180 조위변동 고려시 지하수 흐름방향의 변화(근입깊이 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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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직차수공 손상을 고려한 침투특성

(1) 해석종류 및 해석단면

- 해석종류는 연직차수공 손상여부와 연직차수공 내해측 수위 조건에 따라 총 6개의 

해석을 실시하였다. 

표 4.3.23 연직차수공손상 및 조위변동에 따른 해석종류

연직차수공 해측수위조건 내측수위조건 해석파일명

손상 없는경우

수위일정
(EL(-)4.0m)

수위일정(EL(+)2.0m)

DW_02_01

조위변동
(EL(+)4.0~EL(-)4.0m) DW_02_02

손상 적은경우

수위일정
(EL(-)4.0m) DW_02_03

조위변동
(EL(+)4.0~EL(-)4.0m) DW_02_04

손상 큰 경우

수위일정
(EL(-)4.0m) DW_02_05

조위변동
(EL(+)4.0~EL(-)4.0m) DW_02_06

(a) 연직차수공 손상이 없는 경우

(b) 연직차수공 손상이 적은 경우

(c) 연직차수공 손상이 큰 경우

그림 4.3.181 연직차수공 손상에 따른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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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망은. 2차원 유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좌우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Y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2차
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 및 절점수는 연직차수공 근입장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

었으며, 요소수는 1,408개, 절점수는 11,701개로 모델링 되었다.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15절점 삼각형요소와 Linear-Elastic 모델을 적용하였다. 침투해

석을 위한 수두경계조건은 4.2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4.3.182 연직차수공 손상 조건을 고려한 2차원 유한요소망

-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15절점 삼각형요소와 Linear-Elastic을 적용하

였다. 본 해석은 수위조건에 따른 침투해석이 목적이므로 수치해석 Parameter 중에

서 투수계수가 중요하다. 본 해석에 적용된 투수계수는 일반적인 모래와 점토의 투

수계수를 적용하였으며, 모래와 점토의 단위중량,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는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연직차수공은 中山 등(1991)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中山 등

(1991)에 의하면, 실제 시공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철강 시트파일의 차수성능 평

가시험 결과로부터 연결부에 차수재를 도포한 철강 시트파일의 투수계수는 두께 

50cm인 차수층으로 환산하여 10-8cm/sec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 본 해석에서는 손상이 없는 차수시트파일을 두께 50cm, 투수계수 1.00×10-8cm/sec인 

균질재료로서 모델화하였다. 
- 일본의 연직차수공의 차수성능 기준은 두께 50cm인 경우 투수계수 1.00×10-6cm/sec 
이하이므로, 손상된 차수시트파일의 등가투수계수의 최대치로서 기준치인 1.00×10-6cm/sec
로 하였다. 

- 손상이 작은 경우의 차수시트파일의 등가투수계수는 중간 값으로서 1.00×10-7cm/s로 

하였다. 

표 4.3.24 실트질모래 및 점성토 Parameter 

구분 해석모델 간극비
투수계수(cm/sec)

비고
연직 수평

모래

Linear-Elastic

0.2 1.0×10-5

점토 0.2 5.0×10-7 7.0×10-7

연직차수공 0.1
1.0×10-8

1.0×10-7

1.0×10-6

연직차수공 손상 없음
연직차수공 손상 적음
연직차수공 손상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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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침투해석(DW_02_01, DW_02_02, DW_02_03, DW_02_04, DW_02_05, DW_02_06)
에 대한 연직차수공 시공 후, 0, 1, 10, 20, 30, 40, 50년경과 직후 1일 동안의 연직

차수공 하단부를 통과하는 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유량은 연직차수공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유량이며, (+)유량은 해측에서 연직차수공 내측으로 유입되는 

유량이다.
-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2_01, DW_02_03,  DW_02_05)은 시간에 관계없이 지하수

이동은 내측에서 해측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

(DW_02_02, DW_02_04,  DW_02_06), 해측 조위영향으로 인해 지하수이동은 내측

에서 해측으로 또는 해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 그리고 연직차수공 손상이 없는 경우에 비해 연직차수공 손상이 클수록 연직차수

공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증가량은 연직차

수공의 투수계수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연직차수공 시공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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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직차수공 시공후 1년 경과 

가.

(c) 연직차수공 시공후 1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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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직차수공 시공후 20년 경과

나.

(e) 연직차수공 시공후 30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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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연직차수공 시공후 40년 경과

(g) 연직차수공 시공후 50년 경과

그림 4.3.183 연직차수공 시공후 시간에 따른 유출 및 유입유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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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따른 내측에서 해측으로 빠져나가는 누적유량을 보여주고 있다. 
- 연직차수공 손상이 없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2_01),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29.5m3/m으로 나타났고,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

우(DW_02_02)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24.6m3/m으

로 나타나고 있다. 연직차수공 손상이 적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2_03), 연직차

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159m3/m으로 나타났고, 수위(조
위)변동을 고려한 경우(DW_02_04)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
적유량은 113m3/m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리고 연직차수공 손상이 크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DW_02_05),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1,420m3/m으로 나타났고,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DW_02_04) 연직차수공 시공 후 50년 경과시점에서의 (-)누적유량은 

1,120m3/m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위(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가 수위가 일정한 경우보다 (-)누적유량은 1.2~1.4배정

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위가 일정한 경우로 해석한 (-)누적유량은 과대

평가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직차수공 손상정도에 따른 (-)누적유량 증가량은 연직

차수공 손상이 적은 경우 약 4.5배, 손상이 큰 경우 약 45배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상처분장 유지관리 시 (-)유량이 4.5
배 증가 시 연직차수공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그림 4.3.184 시간에 따른 내측에서 해측으로 유출되는 누적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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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측 만수위시(EL.(+)4.0m)           (b) 해측 저수위시(EL.(-)4.0m) 

그림 4.3.185 조위변동 고려시 지하수 흐름방향의 변화(연직차수공 손상이 없는 경우)

 

(a) 해측 만수위시(EL.(+)4.0m)           (b) 해측 저수위시(EL.(-)4.0m) 

그림 4.3.186 조위변동 고려시 지하수 흐름방향의 변화(연직차수공 손상이 적은 경우)

 

(a) 해측 만수위시(EL.(+)4.0m)             (b) 해측 저수위시(EL.(-)4.0m) 

그림 4.3.187 조위변동 고려시 지하수 흐름방향의 변화(연직차수공 손상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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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직차수공 차수성능 수치해석(이류분산해석)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폐기물을 최종처분하기 위한 육상

처분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규 처분장 조성을 위한 방

안으로 해상에 처분장를 조성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동경만, 오사카, 요코하마 인근 약 40개소의 해상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세마카우 해상처분장을 건설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장에

서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

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해상처분장에서는 해상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 처분장와 달리 연직차수공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침출수가 외해(해상)으로 누출되는 과정은 지하수 침투뿐만 아니라 이류와 분산 현상

을 동반하므로,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

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해상처분장에 대해서는 육상처분장과 달리 해양의 

특징인 조위(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상처분장은 해저

지반, 사석 마운드, 케이슨, 차수공법(강철재, 고분자화학 재료)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로 

축조되고 이것을 충실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수치계산으로 

재현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유한요소법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해상처분장의 복잡한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수행되었다. 安間 清(2007)은 조위영향, 연직차수공 손상정도를 고려한 확산이류해석

을 통해 오염확산범위를 예측하였으며, Inazumi 등(2009)는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상(P-T 
joint, H-P-T joint, H-H joint)별 수리 전도도 특성을 반영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오염확

산범위를 예측하였다. 박해용 등(2016)은 연직차수공의 근입심도에 따른 오염물질 이동

특성을 수적해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불투수층까지 근입시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최소

화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향후 국내에 조성될 해상처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수간만차가 큰 국내 

해상조건(조위변동 특성),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수리전도도, 연직차수공 손상정도

를 반영한 침투-이류확산 연동해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위변동을 고려한 연직차

수공의 침투특성을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여 이 결과를 반영한 오염확산 Mechanism을 

규명함으로써 해상처분장의 침투-이류확산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

하여 연직차수공 배면 폐기물 매립고에 따른 단계별 해석 및 이중 연직차수공 손상위치

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해상처분장 유지관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terlocking SPSP 실내시험에 대한 수치해석 비교”, “조위변동

을 고려한 해상처분장의 침투-이류확산 특성 평가” 이라는 두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

였다.  
Seep/w는 지반(흙)이나 암반과 같은 다공성 재료 내에서의 물의 거동과 간극수압 소산 

등을 모델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이다. 다른 지반공학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한 침투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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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질공학, 토목공학, 수공학 및 광산공학 등에 

적용되는 지반구조물의 침투해석 및 설계에 사용되고 있다. 완전 또는 부분 포화된 지

반거동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변형과 지하수 흐름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시간 의존적 거동에 대해, 변형과 간극수압의 혼합방정식으로 이어진다. 포화 및 불포화 

지반에서 정수두 및 변수두 지하수 흐름 해석, 즉 두 가지 유형의 계산이 Seep/w에서 완

전히 구현할 수 있다. 변형 해석에 사용된 요소 형태에 따라, 커널은 지하수 흐름 해석

에 사용된 요소와 동일한 형태의 요소를 사용한다. Seep/w에는 5가지 수리모델(Van 
Genuchten, Mualem, 선형 Van Genuchten, spline 및 완전포화)이 있다. 

CTRAN/W는 토양 및 암석과 같은 다공성 물질을 통해 오염 물질의 이동을 모델링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한요소 프로그램이다. CTRAN/W의 포괄적인 공식화는 물의 움

직임에 반응하는 단순 입자 추적에서부터 확산, 분산, 흡착, 방사성 붕괴 및 밀도 의존

성과 관련된 복잡한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분석 할 수 있다. CTRAN/W
는 문제의 물 흐름 속도를 계산하는 다른 GEO-SLOPE 소프트웨어 제품인 SEEP/W, 
VADOSE/W 및 SIGMA/W와 통합되어 있다. CTRAN/W는 누출된 유속을 이용하여 간극

내 용존 성분 이동을 계산한다. CTRAN/W는 외부 누출 데이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밀도 의존 분석의 경우 CTRAN/W는 SEEP/W와 만 결합 할 수 있다. 

가.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한 Interlocking SPSP 등가투수계수 산정

(1) 해상처분장의 투수계수 산정

해상처분장에서의 일반적인 차수형태 및 침출수 관리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상처분장의 차수는 저면의 차수와 측면의 (연직)차수로 분류할 수 있다. 저면부 차수

의 경우, 해상처분장의 입지조건이 두꺼운 깊이의 불투수층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점과 별도의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지반개량을 실시하고 처분장 내부 저면에 차수시트를 

설치함으로써 차수성을 연직차수에 비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연직차수의 경우

에는 케이슨 블록이나 강관시트파일의 연직차수공과 처분장 내외부의 차수시트를 설치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저면차수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되어있다. 

(a) 해상처분장의 침출수 제어 방법(Inazum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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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연직차수공 이음부(Interlocking SPSP) 전체단면도 및 

이음부 확대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b) 전체단면도                           (c) 이음부 확대 단면도

그림 4.3.188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식 단면도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강관시트파일 이음부의 차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연직차수공 

이음부 투수실험모형을 제작하였으며, 이음부는 실규모 대비 1/2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이음부에는 해외 해상공사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시멘트와 유사한 성분을 갖는 국내 OO
사의 내염성 시멘트와 해수를 배합하여 채워 넣었다. 변형 전, 후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모형에 유압잭을 설치하여 인장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음부 바깥쪽에 LVDT를 설치하여 변형 발생량이 목표치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하

였으며, 변형 완료 후 육각너트로 고정하여 변형된 상태 그대로 투수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LVDT

LVDT

Hydraulic 
jack

Grouting

Hydraulic Jack
& brackets

Half of 
SPSP joint

그림 4.3.189 Interlocking SPSP Joint의 실내투수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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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성능평가를 위한 이음부 모형에 대한 투수실험 방법은 ASTM 
D 5856-95(2002)에 명시된 변수위 방법(Method C, Test with constant headwater and rising 
tailwater)를 사용하였다. Method C는 일반적인 변수위 시험법과는 반대로 유입구의 수두

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유출구의 수두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써 투수계수 는 아래 

식 (3.1.1)과 같이 계산된다.




          (4.3.5-1)

       여기서,  : 스탠드파이프의 직경

 : 시료의 길이

 : 는 시료의 단면 

 : 경과시간

 : 유입구의 수두

 : 유출구의 초기 수두 

 : 유출구의 시간 경과 후 수두

전체적인 투수실험 시스템은 공기압을 레귤레이터를 통해 일정하게 유지하게 유지하

며, 이음부 모형을 통과한 물은 유출구에 설치된 스탠드파이프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유
입구 쪽에 설치된 압력계로부터 유입구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였으며, 
유출구의 압력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0.1% 오차의 정밀 디지털 압력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자동계측 할 수 있도록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직차수공의 차수성능평가를 위한 투수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① 신개념 연직차수공의 1/2 축소 투수실험모형 제작

   ② 투수실험모형의 이음부에 그라우팅 충진

   ③ 그라우팅의 강도 발현을 위한 28일간의 수중양생 수행

   ④ 변형 전 투수실험 수행

   ⑤ 유압잭을 사용한 이음부 2mm 및 4mm 인장변형 발생

   ⑥ 변형 후 투수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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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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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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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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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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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90 Permeability test system of SPSP joint model

연직차수공 이음부 내부 채움재 형상에 따른 실내투수시험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실
내투수시험은 5가지 Type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수두차는 30kPa와 100kPa, 이음부 변형은 

0, 2.0, 4.0mm룰 적용하였다. 따라서 실내투수시험은 총 30회 실시되었다.

  

그림 4.3.191 실내투수시험의 종류

연직차수공 이음부 내부 채움재 형상 및 수두차를 고려한 실내투수시험에 의해 산정된 

Interlocking SPSP의 투수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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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5 실내투수시험에 의한 Interlocking SPSP의 투수계수(cm/sec) 

구  분 수두차
이음부 변형

0.0mm 2.0mm 4.0mm

Case 1
0.03 MPa 8.47×10-8 1.42×10-6 8.39×10-4

0.10 MPa 5.34×10-8 7.32×10-7 3.73×10-4

Case 2
0.03 MPa 3.92×10-9 1.21×10-5 1.28×10-4

0.10 MPa 3.85×10-9 9.17×10-7 7.68×10-5

Case 3
0.03 MPa 1.00×10-9 8.61×10-6 1.26×10-5

0.10 MPa 1.00×10-9 2.86×10-6 3.23×10-6

Case 4
0.03 MPa 1.00×10-9 1.42×10-8 4.77×10-7

0.10 MPa 1.00×10-9 5.01×10-9 3.50×10-7

Case 5
0.03 MPa 1.00×10-9 1.00×10-9 9.66×10-7

0.10 MPa 1.00×10-9 1.00×10-9 8.16×10-7

(2)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Interlocking SPSP 등가투수계수 산정

일본의 경우 해상처분장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규나 설계기준이 

잘 마련되어있다. 해상처분장에 요구되는 차수기준의 경우에도 기준시행규칙으로 정해

져있다. 처분장 차수기준에 대한 기준시행규칙은 육상처분장의 기준이 중심이 되며, 해
상처분장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연직차수공의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강관시트파일 (SPSP, Steel Pipe Sheet Pile)이 사용되는 경우

에는 식과 같이 환산단면을 이용한 등가투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Thickness ³ 0.5m
k £ 1 ´ 10-6cm/s

Diaphragm 
wall

Hydraulic barrier layer

Impermeable
sheet pile wall

Hydraulic barrier layer

(a) Diaphragm wall type                       (b) Sheet pile wall type

그림 4.3.192 연직차수공에 대한 기술매뉴얼(권오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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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5-2)

       여기서,   : 등가투수계수

 : 이음부에서의 단위길이당 침출수 유출량

 : 이음부 간격

 : 강관과 이음부의 단면적을 고려한 연직차수공 등가환산두께

 : 수두차

(식 3.2.1) 이용하여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내시험을 통한 유출량 측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두차 고려, 정확한 유량측정의 어려움 등이 있다. 하지만, 2
차원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한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

결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실내시험에 의해 산정된 Interlocking SPSP 투수계수를 이용하여 Interlocking 

SPSP의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Interlocking SPSP 등가투수계수 산정방법은 아

래와 같다.

   ① 실내투수시험과 동일한 시험체 형상에 대한 침투해석 실시 

        (침투해석 시 입력 투수계수를 이용)
   ② 실내투수시험에 대한 침투유량( ) 산정 

   ③ 등가모형에 대한 등가투수계수(  )입력 후 침투해석 실시 

   ④ 등가모형에 대한 침투유량( ) 산정 

   ⑤ =이 되도록 반복 입력 

   ⑥ 등가투수계수(  )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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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실내투수시험과 동일한 시험체 형상에 대한 실내투수시험 5가지 Type별 

유한요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강재는 물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모델링하였으

며, 강재내부 채움재에서만 물의 침투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 Case 01                                (b) Case 02

   

(c) Case 03                              (d) Case 04

(e) Case 05

그림 4.3.193 실내투수시험과 동일한 시험체 형상에 대한 유한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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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실내투수시험 5가지 Type별 유한요소망에 적용된 경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좌측 노란색 점은 실내시험에서 적용한 수두(0.03MPa, 0.1MPa)를 적용하

였으며, 우측 파란색 점은 수두 0을 적용하였다.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유한요

소망이며, 등가투수계수 산정 시 적용된 경계조건이다. 

  

(a) Case 01                           (b) Case 02

  

(c) Case 03                    (d) Case 04

(e) Case 05

그림 4.3.194 실내투수시험과 동일한 시험체 형상에 대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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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한요소망                            (b) 경계조건

그림 4.3.195 등가투수계수 산정 시 적용된 유한요소망 및 경계조건

2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산정된 등가투수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변형이 없는 경우와 

변형이 2.0mm 발생 시 등가투수계수는 국내 폐기물 매립지 차수층 투수계수 기준

(1.0×10-7cm/sec이하)을 만족하고 있지만, 4.0mm변형 발생 시 Case01, Case02는 차수층 투

수계수보다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해상처분장 운영

을 위해서는 Case03, Case04, Case05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실내투수시험과 동일한 시험체 형상에 대한 침투유량과 등가모형에 대한 침투유량산

정 결과이다.

표 4.3.26 차원 수치해석에 의해 산정된 등가투수계수(cm/sec)

Case 수두차
0.0mm 2.0mm 4.0mm

Lab Test FEM Lab Test FEM Lab Test FEM

Case01
0.03MPa 2.60×10-8 2.81×10-8 4.37×10-7 4.71×10-7 2.57×10-4 2.78×10-4

0.1MPa 1.64×10-8 1.77×10-8 2.25×10-7 2.43×10-7 1.15×10-4 1.24×10-4

Case02
0.03MPa 1.20×10-9 4.37×10-10 3.70×10-6 1.35×10-6 3.94×10-5 1.43×10-5

0.1MPa 1.18×10-9 4.29×10-10 2.81×10-7 1.02×10-7 2.36×10-5 8.56×10-6

Case03
0.03MPa 1.00×10-9 1.12×10-10 2.64×10-6 9.60×10-7 3.87×10-6 1.40×10-6

0.1MPa 1.00×10-9 1.12×10-10 8.76×10-7 3.19×10-7 9.90×10-7 3.60×10-7

Case04
0.03MPa 1.00×10-9 1.05×10-10 4.36×10-9 1.49×10-9 1.46×10-7 5.00×10-8

0.1MPa 1.00×10-9 1.05×10-10 1.54×10-9 5.25×10-10 1.07×10-7 3.67×10-8

Case05
0.03MPa 1.00×10-9 1.05×10-10 1.00×10-9 1.05×10-10 2.96×10-7 1.01×10-7

0.1MPa 1.00×10-9 1.05×10-10 1.00×10-9 1.05×10-10 2.50×10-7 8.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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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두차 : 0.03MPa                           ② 수두차 : 0.1MPa

(a) Case01

 

               ① 수두차 : 0.03MPa                            ② 수두차 : 0.1MPa

(b) Case02

 

               ① 수두차 : 0.03MPa                              ② 수두차 : 0.1MPa

(c) Cas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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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두차 : 0.03MPa                         ② 수두차 : 0.1MPa

(d) Case04

 

               ① 수두차 : 0.03MPa                         ② 수두차 : 0.1MPa

(e) Case05

그림 4.3.196 2차원 수치해석 및 실내투수에 의해 산정된 등가투수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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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197 Case01(0.0mm)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653

  

(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198 Case0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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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199 Case01(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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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0 Case0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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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1 Case02(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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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2 Case02(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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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3 Case0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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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4 Case03(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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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5 Case03(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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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6 Case0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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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7 Case0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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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8 Case04(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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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09 Case0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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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10 Case0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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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erlocking SPSP(30kPa)                  (b) Interlocking SPSP(100kPa)

                

(c) 등가모델링(30kPa)                  (d) 등가모델링(100kPa)

그림 4.3.211 Case05(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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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terlocking SPSP 침투이류확산 특성

(1) 매립지내 관리수위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본 해석에 이용된 유한요소망은 기초지반은 점토질실트지반으로 가정하였으며, Interlocking 
SPSP를 2열로 모델링하였고 그 내부에 채움재(모래)로 구성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절점

수와 사각형 요소수는 각각 2,615개, 2,480개로 모데링 하였다. 

그림 4.3.212 2차원 유한요소망

침투이류해석 시 수위조건은 매우 중요한 입력 Parameter이다. 일본에서 매립지 관리

수위는 평균해수면(M.S.L)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매립지에서는 매립지 관리수위가 평균해수면보다 +0.5m 높게 관리

되는 매립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립지 관리수위는 평균해수면(M.S.L) 
EL(+)5.0m를 적용하였으며,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오염물 확산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평균해수면보다 높은 경우(EL(+)5.5m)와 평균해수면보다 낮은 경우(EL(+)4.5m)
에 대해서도 2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측수위조건은 일반적으로 평균해수면(M.S.L, EL(+)5.0m)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위차

(약 8.0m)가 큰 서해 조위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위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해석에서 적용한 해측 수위조건은 조위가 일정한 경우(평균해수면(M.S.L, EL(+)5.0m)
와 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EL(+)1.0m~EL(+)9.0m)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표는 차원 수치해석에 이용된 해석 Parameter를 보여주고 있다. 모래 및 점토질실트 

투수계수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수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투수이방성

은 2.0을 적용하였다. 연직차수공의 투수계수는 실내시험 및 2차원 수치해석에서 산정된 

등가투수계수에서 Case02(4.0mm변위발생시)의 등가투수계수를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체적함수비, 종/횡방향 분산계수 및 분자확산계수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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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7 2차원 수치해석 Parameter

구분
수평투수계수

(cm/sec)
연직투수계수

(cm/sec)
체적함수비

(Θ)

종/횡방향
분산계수

(cm)

분자확산계수
(cm2/sec)

채움재
(모래) 2.0×10-3 1.0×10-3 0.2 0.1/0.01 1.0×10-5

기초지반
(점토질실트) 2.0×10-6 1.0×10-6 0.2 0.1/0.01 1.0×10-5

연직차수공
(SPSP) 2.2×10-5 2.2×10-5 0.1 0.1/0.001 1.0×10-5

매립지내 관리수위 (EL(+)4.5m, EL(+)5.0m, EL(+)5.5m)와 해측 수위조건 (Mean water 
level (EL(+)5.0m), Tidal(EL(+)9.0m~EL(+)1.0m))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조위일정(Mean Water Level, EL(+)5.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가 조위변동 (Tidal 
Water Level, (EL(+)9.0m~EL(+)1.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리고 매립지내 관리수위가 높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
립지내 관리수위가 낮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억제되고 있다. 

구분

매립지내 관리수위

EL(+)4.5m EL(+)5.0m EL(+)5.5m

Mean
Water
Level

Tidal
Water
Level

그림 4.3.213 매립지 관리수위-해측수위조건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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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4 해측수위(MSL,EL(+)5.0m)-매립지 관리수위(EL(+)4.5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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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5 해측수위(MSL,EL(+)5.0m)-매립지 관리수위(EL(+)5.0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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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6 해측수위(MSL,EL(+)5.0m)-매립지 관리수위(EL(+)5.5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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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7 해측수위(조위변동)-매립지 관리수위(EL(+)4.5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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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8 해측수위(조위변동)-매립지 관리수위(EL(+)5.0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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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경과 후

(b) 10year 경과 후

(c) 20year 경과 후

(d) 30year 경과 후

(e) 40year 경과 후

그림 4.3.219 해측수위(조위변동)-매립지 관리수위(EL(+)5.5m)일 때 오염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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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 조위변동조건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국내 서해안의 해상 조위차는 약 8.0m정도이며, 일본에서의 해상 조위차는 약 2.0m이

다. 본 절에서는 해상 조위차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을 분석하였다. 
- 조위일정-매립지내 관리수위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 조위변동(조위차 8.0m)-매립지내 관리수위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 조위변동(조위차 8.0m)-매립지내 관리수위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40년경과 후에서의 조위일정, 조위변동(8.0m, 2.0m) 및 매립지 관리수위에 따른 오

염 확산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조위일정(Mean Water Level, EL(+)5.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와 조위변동이 낮은 

경우(Tidal Water Level, (EL(+)6.0m~EL(+)4.0m))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

지내 관리수위가 높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매립지내 관리수위가 낮을수록, 조수간만차가 클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억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구분
매립지내 관리수위

EL(+)4.5m EL(+)5.0m EL(+)5.5m

Mean
Water
Level

Tidal
Water
Level
(2.0m)

Tidal
Water
Level
(8.0m)

그림 4.3.220 매립지 관리수위-해측조위변동조건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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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21 해상 조위차(2.0m)-매립지 관리수위(EL(+)4.5m)일 때 오염 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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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22 해상 조위차(2.0m)-매립지 관리수위(EL(+)5.0m)일 때 오염 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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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23 해상 조위차(2.0m)-매립지 관리수위(EL(+)5.5m)일 때 오염 확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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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위변동/일정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유속크기 특성 분석

- 내부관리수위(EL(+)4.5m, EL(+)5.0m, EL(+)5.5m)조건에 따른 해측 조위변동(해상 조

수간만차 8.0m)을 고려하였을 때 만조시, 간조시의 유속방향과 유속크기를 보여주

고 있으며,
- 내부관리수위(EL(+)4.5m, EL(+)5.0m, EL(+)5.5m)조건에 따른 해측 조위일정(Mean 

Water Level, EL(+)5.0m)을 고려하였을 때의 이유방향과 유속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 조위변동/일정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 및 유속크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위일정 시 매립지 관리수위가 평균해수면(Mean Water Level, EL(+)5.0m)과 동일할 

경우 오염 확산특성은 매립지 오염농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 관리수위

가 평균해수면(EL(+)5.0m)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오염 확산특성은 유속방향과 유속크기

에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위변동 시 매립지 관리수위에 관계없이 오염 

확산특성은 유속방향과 유속크기에 지배되고 있었다. 조위일정 시가 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보다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조위일정 시에는 항상 일정한 유속방향

과 유속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위변동 시에는 만조 시와 간조 시에 따라 유속방향

과 크기가 변하게 되며, 특히 간조 시 유속방향이 매립지 측으로 향하게 되어 오염 확

산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3.28 조위변동/일정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 및 유속크기

구분
매립지내 관리수위

EL(+)4.5m EL(+)5.0m EL(+)5.5m

조위일정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유속발생없음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0.12×10-7m/s 0.12×10-7m/s

조위
변동시

만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1.20×10-7m/s 1.00×10-7m/s 0.85×10-7m/s

간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0.9×10-7m/s 1.00×10-7m/s 1.20×10-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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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24 내부관리수위(EL(+)4.5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8.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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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25 내부관리수위(EL(+)5.0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8.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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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26 내부관리수위(EL(+)5.5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8.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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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7 내부관리수위(EL(+)4.5m)-해측 조위일정일 때 유속특성

그림 4.3.228 내부관리수위(EL(+)5.0m)-해측 조위일정일 때 유속특성

그림 4.3.229 내부관리수위(EL(+)5.5m)-해측 조위일정일 때 유속특성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684 ●●●

(4) 해상 조위특성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크기 특성 분석

국내 서해안의 해상 조위차는 약 8.0m정도이며, 일본에서의 해상 조위차는 약 2.0m이

다. 본 절에서는 해상 조위차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크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 내부관리수위(EL(+)4.5m, EL(+)5.0m, EL(+)5.5m)조건에 따른 해측 조위변동(해상 조

수간만차 2.0m)을 고려하였을 때 만조시, 간조시의 유속방향과 유속크기를 보여주

고 있다.
- 해상 조위특성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 및 유속크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위

특성에 따라 지반 내 유속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속의 크기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립지측으로 향하는 유속크기가 조위차가 큰 경우가 조

위차가 작은 경우에 비해 조위차에 비례하여 약 4배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유속크기의 차이가 오염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경과에 

따른 폐기물 오염확산 방정식인 


 



± 


을 고려하였을 때 오염확산특

성에서 유속(  )의 크기와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 할 수있으며, 조수간만 

차가 큰 서해안의 해상처분장 건설시 반드시 해상 조위특성을 고려한 이류-침투해

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29 해상 조위특성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크기 특성

구분
매립지내 관리수위

EL(+)4.5m EL(+)5.0m EL(+)5.5m

조위
변동시
(2.0m)

만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0.36×10-7m/s 0.24×10-7m/s 0.12×10-7m/s

간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0.12×10-7m/s 0.22×10-7m/s 0.34×10-7m/s

조위
변동시
(8.0m)

만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1.20×10-7m/s 1.00×10-7m/s 0.85×10-7m/s

간조시

유속방향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해측 ← 매립지

유속크기 0.9×10-7m/s 1.00×10-7m/s 1.20×10-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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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30 내부관리수위(EL(+)4.5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2.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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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31 내부관리수위(EL(+)5.0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2.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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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조시

(b) 간조시

그림 4.3.232 내부관리수위(EL(+)5.5m)-해측 조위변동(조수간만차 2.0m)일 때 유속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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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 조위특성에 따른 거리별 오염농도 확산특성

- 해상수위조건(조위일정, 조위변동(2.0m), 조위일정(8.0m)). 매립지 관리수위(4.5m, 5.0m, 
5.5m)에 따른 시간별-거리별 오염농도확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매립지 관리수위가 4.5m일 때 시간별-거리별 오염농도 확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시간에 따른 해상수위조건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상수위조건

에 관계없이 거리별 오염농도 특성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해상수위조건에 따른 시간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염농도는 1
년후 농도와 40년후 농도가 동일하게 나타나 농도확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속방향이 매립지측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 매립지 관리수위가 5.0m일 때 시간별-거리별 오염농도 확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시간에 따른 해상수위조건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년 경과후 조위

변동시(2.0m, 8.0m)가 조위일정시보다 거리-오염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

이 경과할수록 조위변동(2.0m)와 조위일정시 거리-오염농도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나

고 조위변동(8.0m)시가 거리-오염농도는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 해상수위조건에 따른 시간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위일정인 경우 

시간경과와 함께 거리별-오염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조위변동(2.0m)인 경우 

30년이후에는 거리별-오염농도 증가량은 거의 없으며, 조위변동(8.0m)인 경우에는 1
년이후에는 거리별-오염농도 증가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조위변동 

고려시 유속방향이 매립지측으로 향하고 있으며, 조위변동(8.0m)시에는 매립지측으

로 향하는 유속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 매립지 관리수위가 5.5m일 때 시간별-거리별 오염농도 확산 특성을 보여준다.  
- 시간에 따른 해상수위조건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위변동시(2.0m)
와 조위일정시 거리-오염농도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위변동(8.0m)시가 

거리-오염농도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 해상수위조건에 따른 시간별 거리-오염농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 수위조건에 

관계없이 30년 이후에는 거리별-오염농도 증가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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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33 해상 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4.5m)에 따른 거리별 오염농도 특성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690 ●●●

(a) 조위일정

(b) 조위변동(2.0m)

(c) 조위변동(8.0m)

그림 4.3.234 해상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4.5m)-시간에 따른 오염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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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35 해상 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5.0m)에 따른 거리별 오염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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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위일정

(b) 조위변동(2.0m)

(c) 조위변동(8.0m)

그림 4.3.235 해상 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5.5m)에 따른 거리별 오염농도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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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year

(b) 10year

(c) 20year

(d) 30year

(e) 40year

그림 4.3.236 해상 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5.5m)에 따른 거리별 오염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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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위일정

(b) 조위변동(2.0m)

(c) 조위변동(8.0m)

그림 4.3.237 해상수위조건-매립지 관리수위(5.5m)-시간에 따른 오염농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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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해상 처분장의 2차원 침투 이류확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실내투수모형실험에서 산정된 투수계수를 이용하여 침투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침투

해석을 통해 Interlocking SPSP의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2차원 평면변형

조건의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2) 매립지내 관리수위에 따른 오염 확산특성을 분석한 결과, 

해상처분장 조위일정(Mean Water Level, EL(+)5.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가 조위

변동(Tidal Water Level, (EL(+)9.0m~EL(+)1.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보다 크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매립지내 관리수위가 높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

고 있으며, 매립지내 관리수위가 낮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억제되고 있었다. 
3) 해상 조위변동조건에 따른 오염확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위일정(Mean Water Level, EL(+)5.0m) 경우의 오염 확산범위와 조위변동이 낮은 

경우(Tidal Water Level, (EL(+)6.0m~EL(+)4.0m))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

지내 관리수위가 높을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매립지내 관리수

위가 낮을수록, 조수간만차가 클수록 오염 확산범위가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조위변동/일정에 따른 지반내 이류방향/유속크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위일정 시

가 조위변동을 고려한 경우보다 오염 확산범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조위일정 시

에는 항상 일정한 유속방향과 유속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위변동 시에는 만조 

시와 간조 시에 따라 유속방향과 크기가 변하게 되며, 특히 간조 시 유속방향이 매

립지 측으로 향하게 되어 오염 확산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해상 조위특성에 따른 지반내 유속방향/크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립지측으로 향하는 유속크기가 조위차가 큰 경우가 조위차가 작은 경우에 비해 

조위차에 비례하여 약 4배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유속크기의 차이가 

오염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간경과에 따른 폐기물 오염확산 방정식인 


 



± 


을 고려하였을 때 

오염확산특성에서 유속(  )의 크기와 방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수간만 차가 큰 서해안의 해상처분장 건설시 반드시 해상 조위특성

을 고려한 이류-침투해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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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직차수공의 장기적 내구성(부식, 지진) 검토

가. 연직차수공의 부식 특성 검토

(1) 강재말뚝의 부식과 방식

(가) 개요

(a) 강재말뚝 부식은 강재말뚝을 둘러싸는 환경, 즉 담수, 해수, 대기, 토양 등이며 이

것들이 가진 물과 산소에 의해 부식이 발생된다.

                  +   +

  -->

                 + 

  +


  --> 

                     ===>  가 되고 더 진행하면

                     ===>  가 된다 

 (b) 녹층두께와 강재의 판두께 감소함

                    Y=(D S X)/100A
                여기서 Y :강판의 판두께 감소량 (mm)
                       D : 녹의 겉보기 비중 

                       A : 철의 비중 = 7.85
                       S  : 녹층속의 철의 함유량(%)

해양환경에 대한 부식성은 해상 대기부, 비말대, 해중부, 해저토중으로 구분되며, 환경

에 대한 장척과 소형 시험편의 부식 결과도이다.

그림 4.3.238 해양환경에 대한 강재의 부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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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재말뚝(부식)방식대책

(a) 부식두께 여분 방법

   - 부식두께 여분규정에 따라 

          년부식율×내구년한=여분부식두께 주는방법

    - “부식과 방식에 대한 규정” 참고

표 4.3.30 부식과 방식에 대한 규정

구 분 부식두께 대 책

육상토층
0.025mm(평균년 부식율)×
80년(평균내구연한)=2.0mm 강물뚝 두께 증가 : +2.0mm

염분함유토층
0.03mm(평균년 부식율)×
80년(평균내구연한)=2.4mm 강물뚝 두께 증가 : +3.0mm

해상 및 수상구간

① 고조수위(HWL)위
0.03mm/년×80년=2.4mm

② 고조수위와 해저지표면 사이
0.1mm/년×80년=8.0mm

③ 바다밑 뻘 속 
0.03mm/년×80년=2.4mm

③ 상시물속 0/025mm/년×80년
=2.0mm

① 기초시공 형태에 따라 강재두께
가 증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방식처리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대책 선정

② 방식처리방법은 신뢰성 및 유지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선정(전기방
식법 지양)

기타
공장폐수 등 강말뚝 부식을 촉진
시키는 조건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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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방식 강관말뚝(coating방법)
- 강관말뚝 표면에 폴리에칠렌, 폴리우레탄 등으로 중방식 처리한다

(a) 중방식 강관말뚝의 피복구성 예

(b) 중방식 강관말뚝의 피복범위 예

그림 4.3.239 중방식 강관말뚝(coating방법) 

(c) 전기방식방법

  (a) 부식의 기구

   - 부식요인이 되는 전위차를 외부에서 전류로 강재표면 전지의 cathode를 Anode의 

평형 전위까지 분주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4.3.240 cathode-Anod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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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외부 전원 방식

- 외부 전원방식은 교류 전력을 방식 전류에 적당한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와 수중 

또는 토중에 설치하여 방식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극과 이들과 피방식체를 접속하

는 배선관으로 구성된다. 
- 이 방식은 부식 속도에 따라 적용 전류 밀도를 조정할 수 있고 전극을 대체할 필

요도 없으므로 반영구적으로 방식을 필요로 하는 구조물에 적합하다.

그림 4.3.241 외부 전원 방식

  (c) 희생양극 방식(유전양극방식)
- 유전양극방식전류 양극 방식은 철보다도 낮은 전위를 가진 유전양극(아연, 알루미

늄, 마그네슘 혹은 이것들의 합금)과 피방식체를 접속하는 배선으로 구성된다. 이 

방식은 외부 전원 방식과 비교하면 시공이 간단하고 설비비도 싸며 유지관리도 용

이하다.
- 전기 방식법은 평상시 수분이 있는 해수나 토양속의 환경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만 비말대와 같이 평상시 수분이 없는 환경에서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림 4.3.242 유전양극방식

  (d) 기타방식법(Coating법)
- 도복장 방법 : 강재표면에 밀착성이 좋고 방식성이 좋은 도료 Tar Epoxy 수지, 후

막 징크리치 페인트,등 사용된다.
- 유기 Lining방법 : 우레탄, 에라스트마, Resin Mortar 강화플라스틱 등 유기질 재료

를 강재표면 2~10mm두껍게 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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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Lining방법 : 시멘트milk콘크리트 등 시멘트 경화체로 말뚝 외주를 피복하는 방법

- 복합방식법 : 복합방식이란 말뚝 표면의 피복층이 다수의 방식층으로 구성된 방식

으로, 페트롤러템과 FRP보호커버조합 시멘트경화체와 FRP보호커버 

또는 강재거푸집 등 포함된다.

(2) 항만 및 해양구조물용 고강도 내해수강 적용사례

(가) 개요

항만 시설물, 해상교량 및 공항, 부유식 강구조물 등 해수 환경에 노출되는 강재는 염

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부식을 억제하

기 위하여 비말대와 간만대에는 도복장 방식을 적용하고 수중부에는 전기방식을 적용하

고 있지만 방식처리를 하더라도 극심한 환경에 5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부식

을 100% 완벽하게 억제할 수는 없다. 특히, 태풍시 부유물의 충격에 의하여 강관 도장

에 손상이 발생하여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진행속도가 빠르고 구조물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수, 보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강재 자체의 내식성을 향상시켜 비말대에서 일반 강재 대비 부식이 느리

게 진행되는 내해수강 해양 환경에서 일반 강재 대비 부식이 느리게 진행되는 강재이 

개발되었다. 해외에서도 ASTM A690 등 내해수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지만 비교적 고

가여서 범용화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새로 개발된 고강도 내해수강(Poseidon500)은 건

설현장에서 확대적용이 가능하도록 저원가 성분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국내 건설용 구조용 강재는 대부분 교량이나 건축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용하여 왔지

만 내해수강은 항만 및 해양구조물 전용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부식실험 및 

검증을 거쳐서 2014년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반영되었다. 고강도 내해수강(강관규

격 : STKM500)은 기존 STK400 및 STK490 강관 대비 항복강도가 높으면서도 비말대에

서 내식성이 우수하여 보다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a) Mersin Port(Turkey)                   (b) NIT South Wharf(USA)

그림 4.3.243 해외 항만 대상 내해수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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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내해수강으로는 ASTM A690이 있는데 이는 강재 자체에 Ni, Cu, P 등의 성

분을 증가시켜 해수 환경, 특히 비말대에서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재이다. A690의 부식

성능은 장기간 수행한 장기폭로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STM 규격

에 등록되었다. Fig 1은 일반 구조용 탄소강(A328)과 내해수강(A690) 시편을 해양환경에

서 9년동안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Fig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A690은 비말대 및 간만대에서 일반 탄소강에 비하여 2배 가량 내식성이 우수하다. 
 A690은 주로 항만부두에 사용하는 강널말뚝, H말뚝, 강관말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일반 강재 대비 50% 저감한 부식속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국내에서도 

A690을 생산하여 주로 냉간성형 강널말뚝으로 호안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광양 원료부

두에서 강관말뚝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항만 구조물, 해양 발전

소, 인공섬 등 각종 해양개발에 적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내해수강을 개발하여 적용하

였다. 일본에서 개발된 내해수강의 특징은 A690과 같은 Ni 첨가형 내해수강을 대신하여 

저가의 Cr 첨가형 내해수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NSSMC의 

Mariloy 강재이다.

그림 4.3.244 일반 구조용 강재(A328)과 내해수강(A690)의 부식성능 비교(AASHTO,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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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강도 내해수강 부식성능(포스코 철강솔루션 제공자료)
고강도 내해수강(Poseidon500)의 부식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국내 

서해(시화), 남해(광양), 동해(포항)에 장기폭로 부식시험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일반 강재

인 SS400 및 기존 내해수강인 ASTM A690과 함께 5년 동안 폭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시
험은 75 * 150mm 크기의 쿠폰 시험편과 12m 길이의 강관시험편(D508 *12t)을 도장 없

이 해수에 직접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쿠폰 시험편은 6개월 단위로 회수하

여 무게 감량 측정법을 통해 부식속도를 산출하였으며, 강관시험편은 5년 폭로 후 폭로 

위치별 두께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속도를 산출하였다. 시험편을 5년 동안 폭로한 후 부

식 스케일을 제거하여 관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데 비말대 및 간만대에서 부식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침지대(해중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식 발생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말대에서 일반강인 SS400은 A690 및 Poseidon500과 비교해 

볼 때 육안으로도 상당한 부식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A690 및 

Poseidon500은 완만한 부식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항
제철소

광양
제철소

시화

시험편 : 360EA
강관 : 14본

시험편 : 500EA
강관 : 11본

시험편 : 360EA
강관 : 11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환경시험장

그림 4.3.245 고강도 내해수강의 장기폭로 부식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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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대 간만대 침지대

SS400

P500

A690

(a) 시험편의 부식 스케일 제거 후 외관

(b) 폭로 시험편의 표면 거칠기 관찰 결과

(c) 부식 스케일 원소 mapping 관찰 결과

그림 4.3.246 광양 시험장 5년 폭로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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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지점에서 5년 동안 수행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비말대 영역에서의 부식속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에 나타나 있다. 3지점에서 모두 강재의 초기 부식속도는 높게 

나타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식은 안정화 되어 완만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일반강에 비하여 A690 및 Poseidon500은 폭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반강 대비 

부식속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Poseidon500의 경우, 강재 표면에 형

성되는 부식 스케일이 Cr 산화층에 의하여 안정화되어 일반강 대비 낮은 부식속도를 나

타내기 때문이다. 일반강에 대한 Poseidon500의 상대적인 부식율을 계산해 보면 시험장 

위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강 대비하여 60% 수준의 부식 속도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oseidon500는 KS D 3003/3300에 반영되었는

데 강재 생산 및 시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비말대에서 일반 강재 대비 2/3 수준의 부식

속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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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_비말대 ] [ 광양_비말대 ] [ 포항_비말대 ]

그림 4.3.247 각 해양폭로 시험장별 2년 폭로 후 비말대 영역의 부식속도

고강도 내해수 강관(STKM500)의 허용응력을 기존 강관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STK400 및 STK490 대비 허용응력이 1.2～1.6배 증가하여 동일한 직경의 강관에서 강관 

두께 절감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통상 항만 강관파일에서는 부

식공제두께로서 2.0mm를 적용하는데 STKM500 적용시 이 값의 60%인 1.2mm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식공제두께를 절감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강관 길이이음 등 용접부에

서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식성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해수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식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지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

말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복장 방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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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1 일반강과 vs. 내해수강관의 허용응력 비교 및 화학성분(포스코 제공)

(a) 기계적 성질 비교 

구분
일반 강관 내해수 강관

SKK400 SKK490 A690 POSEIDON500

항복강도 235MPa 315MPa 345MPa 380MPa

허용응력 140MPa 185MPa - 230MPa

(a) 내해수강(POSEIDON500) 화학성분 

구분 C (%) Si (%) Mn (%) P (%) S (%) Cu (%) Cr (%)

POSEIDON500 ≦0.01 ≦0.50 ≦1.00 ≦0.03 ≦0.015 ≦0.50 ≦1.50

(다) 고강도 내해수강 적용사례(포스코 철강솔루션 제공자료)
아래 그림과 같이, 포항신항 #12선석 잔교는 총 연장 280m로서 당초 STK490 강관으

로 설계되었는데 구조적인 안정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고강도 

내해수 강관(STKM500)으로 설계 변경하였다. 본 현장에서는 내해수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강재와 동일하게 부식공제두께 2.0mm를 적용하였지만 강재 변경에 따른 허용응력 

증가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강관의 두께를 2～4mm 가량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파일공사비를 8%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 본 현장에서는 현재 파일시공이 완료되

었으며 2018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 H열

  

그림 4.3.248 포항신항 잔교부두 단면도 및 내해수 강관파일 시공(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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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2 포항신항 잔교부두 강관파일 변경검토(포스코 제공)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강관파일

ɸ1,200 × 24T(STK490) ɸ1,200 × 20T(STKM500) L=5,415m

ɸ914.4 × 22T(STK490) ɸ914.4 × 19T(STKM500) L=8,097m

ɸ914.4 × 22T(STK490) ɸ914.4 × 16T(STKM500) L=1,529m

ɸ812.8 × 16T(SKK490) ɸ711.2 × 16T(STKM500) L=1.320m

강관물량 8,890ton(100%) 7,729ton(87%) ▼ 1,161ton

나. 연직차수공의 장기적 내구성 검토(지진시 포함)

(1) 해상처분장 우각부 정동적 응력-변위해석

(가) 개요

해상처분장의 안정성(응력 및 변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연직차수공의 과다한 변위로 

인한 파괴와 우각부 응력집중에 의한 파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상처분장 파괴 시 침

출수가 주변 해역으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은 

일반적으로 2차원적 토압이론에 의한 연직차수공의 근입깊이 결정, 단면검토 등을 통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지만, 연직차수공 우각부 구간에서는 응력간섭과 집중, 구속조건의 

변화, 단면의 변화, 수위 영향 등으로 2차원적 검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

요소(응력간섭, 구속조건의 변화, 단면의 변화, 수위 영향)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수치계산으로 재현하기 위

한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으로 알려져 있다. 
3차원 유한요소법은 실제 현장조건(응력간섭, 구속조건의 변화, 단면의 변화, 수위 영

향)을 거의 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조건을 고려하지할 수 없는 2차원 유한요소법

에 비해 신뢰성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해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네들란드에서 개발된 

Plaxis3D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처분장의 복잡한 현상을 고려한 연직차수공의 상시(정적) 및 지진

시(동적) 응력-변위 검토를 통해 연직차수공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직차수공의 시공단계를 고려한 상시(정적) 및 지진시(동적) 안정

성 검토를 3차원 수치해석으로 실시 하고자 한다. 시공단계는 초기응력설정 → 매립하

중에 의한 상시(정적) 응력변위해석 → (매립하중 + 동하중)에 의한 지진시(동적) 응력변

위해석을 검토하였다. 동하중에 적용된 시간이력하중(시간-가속도)는 Plaxis사에서 제공

하는 시간이력곡선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변위는 작으나 응력집중으로 인한 

불안정을 유발하는 특성을 보이는 우각부 구간에서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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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조건

본 해석에 사용된 해석단면 및 3차원 유한요소망은 각각 아래 그림과 같이, 3차원 유

한요소망에서의 변위경계조건은 X방향 및 Y방향 좌우연직면은 수평변위를 구속하였고, 
Z방향 최저면은 연직변위를 구속하였다. 3차원 해석에 이용된 요소수는 161,588개, 절점

수는 214,571개로 모델링 되었다. 
각 재료에 적용된 요소와 해석모델은 Soil 요소는 15절점 삼각형요소와 Linear Elastic 

모델을, SPSP는 Plate요소와 Linear Elastic 모델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실트질모래와 점성

토는 파라메타를 적용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SPSP, 배면매립토 및  내부모래채움재를 

추가하였다. 
본 해석에 적용된 파라메타는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또한, 내진해석에 필요한 시간-

가속도 곡선은 Plaxis에 내장된 시간-가속도 곡선을 이용하였다. 

그림 4.3.249 3차원 해석을 위한 해석단면

그림 4.3.250 우각부 특성 분석을 위한 3차원 유한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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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3 실트질모래 및 점성토 파라메타 

구분 해석모델
단위중량

(kN/m3)


(kN/m2)
′

SPSP

Linear-Elastic

26.22 33.37×106 0.1

배면매립 17.0 20,000 0.30

내부채움모래 18.0 10,000 0.30

실트질모래 18.0 50,000 0.30

점성토 18.0 50,000 0.3

그림 4.3.251 시간에 따른 가속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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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단계는 초기응력설정 → 매립하중에 의한 상시(정적) 응력변위해석 → (매립하중 

+ 동하중)에 의한 지진시(동적) 응력변위해석을 검토하였다.

표 4.3.34 우각부 SPSP 안정성 검토 조건의 해석단계

해석단계 해석단계명 특징

0 Initial Phase 원지반 초기응력 설정

1 SPSP SPSP 활성화 및 내부모래 활성화

2 Waste & Cover Soil 배면매립토 활성화, 매립완료

3 Dynamic 지진하중 활성화

 

 

(a) 초기응력 설정                           (b) 연직차수공 시공

  

      (c) 연직차수공 배면 매립 후 (상시)                     (d) 지진 시

그림 4.3.252 우각부 SPSP 안정성 검토 조건의 해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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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석 결과

(a) 우각부 응력변위특성(상시)
- 우각부 변위특성(상시)
매립하중이 고려된 상시(정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직차수공 변위

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변형이 다소 크며, 우각부 구간에서는 구속응력 증가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측 변위량에 비해 내측의 변위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매립에 따른 수평하중

을 내측 연직차수공에서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a) 벽체변위(내외측)

 

                b) 벽체변위(외측)                           (c) 벽체변위(내측)

그림 4.3.253 우각부 변위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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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변위(내외측)

 

              (b) 벽체변위(외측)                          (c) 벽체변위(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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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각부 모멘트특성(상시)
매립하중이 고려된 상시(정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직차수공 모멘

트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모멘트가 다소 작으며, 우각부 구간에서는 응력집중

으로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측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외

측에 작용하는 모멘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하중과 변위차로 인해 내측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벽체모멘트(내외측)_상시

 

         (b) 벽체모멘트(내측)_상시                      (c) 벽체모멘트(외측)_상시

그림 4.3.254 모멘트 Contour(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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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각부 전단특성(상시)
매립하중이 고려된 상시(정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직차수공 전단

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전단력이 다소 작으며, 우각부 구간에서는 응력집중

으로 전단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측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외측에 작용하는 전단력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하중과 변위차로 인해 내측 전단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벽체전단력(내외측)_상시

 

            (b) 벽체전단력(내측)_상시                   (c) 벽체전단력(외측)_상시

그림 4.3.255 모멘트 전단력 Contour(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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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각부 응력변위특성(지진시)
- 우각부 전단특성(지진시)
(매립하중+지진하중)이 고려된 지진시(동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

직차수공 변위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변형이 다소 크며, 우각부 구간에서는 구

속응력 증가로 변위가 작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벽체변위(내외측)

 

               (b) 벽체변위(외측)                           (c) 벽체변위(내측)

그림 4.3.256 모멘트 전단력 Contour(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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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체변위(내외측)_지진시

 

           (b) 벽체변위(외측)_지진시                    (c) 벽체변위(내측)_지진시

그림 4.3.257 우각부 변위 Contour(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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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각부 모멘트특성 (지진시)
(매립하중+지진하중)이 고려된 지진시(동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

직차수공 모멘트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모멘트가 다소 작으며, 우각부 구간에

서는 응력집중으로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측에 작용하

는 모멘트가 외측에 작용하는 모멘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하중과 변위

차로 인해 내측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벽체모멘트(내외측)_지진시

 

           (b) 벽체모멘트(외측)_지진시                   (c) 벽체모멘트(내측)_지진시

그림 4.3.258 우각부 모멘트 Contour(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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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각부 전단특성 (지진시)
(매립하중+지진하중)이 고려된 지진시(동적) 응력변위해석에 의한 내측 및 해측의 연

직차수공 전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구간에는 전단력이 다소 작으며, 우각부 구간에

서는 응력집중으로 전단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측에 작용하

는 전단력이 외측에 작용하는 전단력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하중과 변위

차로 인해 내측 전단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a) 벽체전단력(내외측)_지진시

 

          (b) 벽체전단력(내측)_지진시                 (c) 벽체전단력(외측)_지진시

그림 4.3.259 우각부 전단력 Contour(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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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우각부 안정성 확보 방안

- 우각부의 변위, 응력(모멘트), 전단력 거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각부는 변위는 작

으나 응력(모멘트) 및 전단력이 크게 나타나 연직차수공(SPSP)의 구조적 파괴가능

성 높은 구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상처분장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해 우각부 

구간 SPSP의 강성 및 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변형은 적으나 응력이 집중되는 구간(우각부를 중심으로 약 10m까지)에는 응력집

중구간 연직차수공 단면을 적용하고, 변형은 다소 크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는 일반구간 연직차수공 단면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

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260 우각부 안정성 확보방안 (보강 연직차수공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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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직차수공의 구조안정성 검토(지반조건 반영)

(1)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 근입깊이 결정

(가) 개요

- 해상처분장의 장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직차수공 재료의 안정성, 전체 활동에 대

한 안정성 및 연직차수공 근입깊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직차수공 근입깊

이 안정성은 연직차수공 전면에서 작용하는 수동토압과 연직차수공 배면에서 작용

하는 주동토압의 비가 1.2이상 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위차에 의한 침투안정성 즉 

동수경사가 허용동수경사(0.9) 이하가 되어야 한다. 
검토 부지는 “경기도 OO시 OO읍 OO리 일원”으로서 OO안 고속도로 상에 있으며, 좌

측으로는 OO도가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OOOO항이 위치하고 있다. 기 조사된 지질구조

는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퇴적층은 점토, 실트질 모래, 
모래, 자갈층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반의 공학적특성(SPT에 의한 N값, 단위

중량, 전단파속도 및 전단응력저항비)은 해상퇴적모래층의 평균 N값은 12/30, 실트질모

래층은 13/30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단위중량은 모래층은 15.9~20.0kN/m3, 풍화토층은 

18.1~20.8kN/m3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모래층의 전단파속도는 307~787m/sec, 전단응력저

항비 0.264~0.276의 분포로 나타냈다.  
-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 근입깊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직차수공 근입깊이 검토는 

탄소성해석 및 침투해석을 통해 수행하고저 한다. 탄소성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eepEX2016이며, 침투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eep/W2016이다.  

그림 4.3.261 해상처분장의 구조안정성 검토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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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조건 및 해석 파라메타

실증시험 예정부지 인근에서 기 조사된 지질구조는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기반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퇴적층은 점토, 실트질 모래, 모래, 자갈층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퇴적층의 층후는 약 14.3~16.9m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다. 풍화대 출현심도는 DL.(-)14.5m~ 
(-)20.0m이며, 전반적으로 편차가 크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62 검토부지의 지질구조

본 해석에 적용된 파라메타를 보여주고 있다. 적용 파라메타는 실증시험 예정부지에

서 기 적용된 파라메타를 적용하였으며, 기반암의 파라메타와 투수계수는 가정하여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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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5 해석 적용된 파라메타

구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o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투수계수
(cm/sec)

퇴
적
층

점성토(N>6) 17.5 30.0 0.0 10.0 0.40 1.0×10-7

모래(N≤10) 18.0 0.0 28.0 8.0 0.36 1.0×10-3

모래(N>10) 19.0 0.0 31.0 25.0 0.35 1.0×10-3

풍화토 20.0 20.0 32.0 60.0 0.33 1.0×10-4

풍화암 21.0 30.0 33.0 250.0 0.30 1.0×10-5

기반암 23.0 100 35 1,000 0.28 1.0×10-7

표 4.3.36 퇴적 점성토층 해석 파라메타(N>6)

구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o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문헌자료검토 14.0~18.0 50이하 10.0~33.0 2.0~24.0 0.20~0.50

인근설계사례 15.0 7.3~10.0 0.0 1.5~3.0 0.50

경험식검토 - 87.5~116.7 - 5.6~39.2 -

시험결과 - - - - -

설계적용 17.5 30.0 0.0 10.0 0.40

표 4.3.37 퇴적 모래층 해석 파라메타

구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o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N≤10 N>10 N≤10 N>10 N≤10 N>10 N≤10 N>10 N≤10 N>10

문헌자료검토 18.0~21.0 30이하 25.0~37.0 7.0~80.0 0.20~0.45

인근설계사례 18.0 0.0 30.0 10.0 0.30

경험식검토 - - - - 24.5
~34.0

31.4
~37.0

4.2
~16.8

12.6
~50.4 - -

시험결과
15.5

~19.8
15.9

~20.9 - - - - 5.3
~10.8

20.8
~28.7 - -

설계적용 18.0 19.0 0.0 0.0 28.0 31.0 8.0 25.0 0.36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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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8 풍화대 해석 파라메타

구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
(kPa)

내부마찰각
( o )

변형계수
(MPa) 포아송비

풍화토 풍화암 풍화토 풍화암 풍화토 풍화암 풍화토 풍화암 풍화토 풍화암

문헌자료검토
17.0

~20.0
20.0

~26.0
0.0

~100.0
100.0

~300.0
25.0

~30.0
32.0

~35.0
20.0

~40.0
100.0

~200.0 0.50 0.30
~0.40

인근설계사례
18.0

~20.0
21.0

~22.0
0.0

~30.0
10.0

~20.0
30.0

~35.0
35.0

~40.0
46.0

~50.0
100.0

~421.5 0.30 0.27

경험식검토 - - 312.5
~416.7 - 42.0

~46.6 - 32.0
~140.0 - - -

시험결과
19.2

~21.5
18.9

~23.2
18.0

~23.0
30.0

~33.0
29.6

~30.8
31.7

~34.3
47.3

~72.6
179.0

~432.0 - -

설계적용 20.0 21.0 20.0 30.0 32.0 33.0 60.0 250.0 0.33 0.30

(다) 탄소성해석(DeepEX) 및 침투해석(Seep/W)를 이용한 근입깊이 결정

(a) 탄소성해석(DeepEX)를 이용한 근입깊이 결정

탄소성해석(DeepEX)를 이용한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 근입깊이 안정성 검토결과이다. 
- 본 해석에서 해저 지반면은 DL(-)6.5m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모래의 두께는 6.6m(DL(-)6.5 

~ (-)13.1m), 풍화토의 두께는 5.4m(DL(-)13.1 ~ (-)18.5m), 풍화암의 두께는 6.3m(DL(-)18.5 
~ (-)24.8m)으로 모델링하였다. 

- 연직차수공 길이는 42.8m이며, 해저면에서의 근입깊이는 17.3m로 모델링하였다. 연
직차수공내 수위조건은 DL(+)14.0m, 해측수위는 DL(+)10.0m로 적용하였다.

- DeepEX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탄소성해석한 결과 근입장 안전율은 1.421으로 

나타나, 최소안전율 기준 1.2보다 커 근입장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3.263 탄소성해석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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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침투해석(Seep/W)를 이용한 근입깊이 결정

침투해석(Seep/W)를 이용한 연직차수공 근입깊이 안정성 검토결과이다. 
- 본 해석에서 해저 지반면은 DL(-)6.5m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모래의 두께는 

6.6m(DL(-)6.5~(-)13.1m), 풍화토의 두께는 5.4m(DL(-)13.1 ~ (-)18.5m), 풍화암의 두

께는 6.3m(DL(-)18.5 ~ (-)24.8m)으로 모델링하였다. 
- 연직차수공 길이는 42.8m이며, 해저면에서의 근입깊이는 17.3m로 모델링하였다. 연
직차수공내 수위조건은 DL(+)14.0m, 해측수위는 DL(+)10.0m로 적용하였다.

- Seep/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투해석한 결과 근입장 안전율(동수경사 안전율)은 

0.45으로 나타나, 허용안전율 기준 0.9보다 작아 근입장 안정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3.264 침투해석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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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Fail-safe 연직차수공 시공방법 및 난투수재료 개발

1. 연직차수공 시공방법 개발

가. 수직도 확보 및 파일 파손을 최소화한 시공방법 검토

해상처분장 호안의 구조형식은 지반조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크게 중력

식 호안, 널파일식 호안, 셀식 호안 그리고 경사식 호안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차수판넬, 강관시트파일(SPSP, Steel Pipe Sheet Pile), 시트파일, Box형 시트파일 

등 강재 차수공을 이용한 호안형식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강관시트파일(Interlocking SPSP)을 이용한 연직차수공 시공시 수직도 확보 방법 및 파손

방지 방안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Interlocking SPSP에 대한 시공방법을 제안하였다.

(1) 강관파일의 수직도 확보

(가) 강관파일 시공

① 강관파일의 종류

강관파일은 강인한 강재의 특성에 의해 시공시 타격에 의한 시공이 가능하고, 관입성

능이 우수하여 항만, 토목, 건축 등 구조물의 기초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강관 파

일은 콘크리트 파일에 비해 경량이며, 지지력과 수평 저항력이 큰 장점이 있으며, 제작 

및 운반이 용이한 특성이 있다. 현재 국내 외에서 강도, 지지력 및 경제성 향상 등을 개

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별 강관 파일이 개발되고 있다(한국지반공학회, 2008). 

② 시공방법

강관파일의 시공방법은 크게 항타와 중굴의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강관파일은 높

은 강성으로 다른 파일에 비해 강한 타격력을 견딜 수 있어 디젤해머 또는 바이브레이

터 해머 등을 이용한 항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항타는 장본의 파일시공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시공 효율이 높아 공사비가 저렴하며, 견고한 지지층 시공이 가능하므로 연직

지지력이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머 타격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도심지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중굴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파일 중공부에 

오거스크류를 삽입하고, 선단부를 굴착하면서 소정의 심도까지 굴착한 후 강관파일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진동,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시공효율의 저하로 공사비가 증가

되고, 선단 지지력이 항타 방법에 비해 낮은 문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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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le closure plate (b) Inside cutting shoe (c) Outside cutting shoe (d) H-pile toe protection

(e) Cast-in-place (f) Timber pile toe (g) Spin fin pile

그림 4.4.1 강관파일의 종류(한국지반공학회, 2008)

공법 시공기계 이용도

타격공법

디젤해머 가장 많이 사용됨

기동해머, 스팀해머
해상공사의 대구경 파일에 

사용이 많음

드롭해머
철재 파일에는 

사용이 적음

진동공법 진동해머
철재 시트파일 

항타에 많음

압입공법 JACK 재하, SILENT MASTER
시가지 저소음

항타기로 사용
중굴공법

베노트기, 접지드릴, Boring Machine, Reverse 
Circulation 드릴

표 4.4.1 공법에 따른 항타 장비의 종류(한국지반공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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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 수직도

강관 파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타입기준선의 휘어짐을 방지하고 파일 개개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틀을 매어야 한다. 기준틀은 구조물의 기준선을 결정하게 되므로 기

준틀의 위치는 계획 기준선에 맞추어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고, 기준틀 규격은 표 

4.4.2와 같다.

지지파일(Guide Pile) 간격 2~4m

지지파일의 규격

목항 직경 180~300mm
H-형강 웹 높이 250~350mm
강관 직경 300~500mm

가이드빔
각목 폭 180~300mm
H-형강 웹 높이 200~300mm

표 4.4.2 벽강관 시공시 기준틀 설치 규격(해양수산부, 2014)

규격에 맞는 기준틀을 이용해 파일을 세우고 직각 2방향에서 트렌싯으로 시준하여 파

일의 위치와 연직성을 수정하며 세워 나간다. 세우기 작업시 해머의 타격은 최초에는 

가볍게 치고 파일이 연직으로 세워진 것을 확인한 뒤에 소정의 타격력으로 항타한다. 
일정 구간 나누어 세우기를 선행하고, 세워진 파일 양단의 2~3매를 소정의 깊이 까지 

박은 후 중간 파일을 2~3회로 나누어 항타한다. 지반의 조건에 따라 지지층의 기복이 

심한 경우 세우기와 동시에 박기 작업을 하고, 이 경우 파일의 뒤틀림, 경사, 기준선에 

대한 굴곡 및 옆파일을 몰로 내려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관 파일 시공시 허용 오차는 표 4.4.3과 같으며, 규격에 대한 검사는 파일의 위치, 

방향, 높이, 경사 및 기준선에 대한 굴곡을 확인해야 한다. 

벽체길이 (+) 널말뚝 1매 폭, (-) 0

기준선에 대한 굴 (±) 100mm

기준선에 대한 경사(횡방향) 1/75 이하

기준선 방향의 경사(종방향)
상, 하의 차가 널말뚝 1매 폭 이하(시공중)
1/75 이하(완공시)

표 4.4.3 강관파일 시공허용 오차(해양수산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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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공수직도 확보 사례

해상처분장에 적용되는 강재 차수공은 주열식 시공방법으로서 강관과 시트파일 등의 

양단에 설치된 이음부가 서로 맞물린 상태로 시공된다. 강재 차수공의 종류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이음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음부는 폐기물 침출수가 유출하는 것을 방지

하는 차수공으로서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강재 차수공은 강관시트파일 형태이며, 강관시트파일의 

이음부 형태는 P-P, P-T, L-T, H-H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각각의 이음부 형태가 차수공으

로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시공 수직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① 가이드 프레임

해상공사에서 강관의 항타 및 현장타설 파일의 시공시 클램프 지지체로 고정하여 수

직도를 조정하고, 시공중 강관의 고정 및 위치이동을 자유롭게 한 장치이다. 가이드 프

레임은 그림 4.4.2와 같이 해상 작업선(Jack-up Barge) 상면 선단에 이동레일을 설치한 

후, 전후 이동레일이 설치된 강재 구조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또한 강재 구조체는 상

하로 강관을 고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 클램프 지지체를 설치하여 강관을 고정한다. 
클램프에는 강관을 고정하기 위한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개폐가 자유롭고, 강관의 

직경에 구애받지 않고 고정이 가능하다. 또한 가이드 프레임 구조체 상하단에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고, 각각의 클램프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여 경사각도를 조절하여 강관의 

시공이 가능하다. 
가이드 프레임 방식은 작업선(Jack-up Barge) 측면 선단에 설치되어 작업중 파도, 파랑 

등 외력에 의한 영향이 적다. 
Interlocking SPSP의 경우 강관 양단에 연결 이음부가 설치되어 클램프 고정시 간섭 발

생이 우려되고, 1공 시공 후 상하 클램프 및 고정 구조체를 이동 설치해야 함으로 작업

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또한 클램프 구조체의 간섭으로 인해 선행 강관과의 근접 시공

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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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가이드 프레임 시공예

② Jig Jacket
지그 자켓을 이용한 강관파일 시공방법은 해상제작 및 육상제작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상시공방법은 해상에서 핀파일을 다수 항타하여 해저면에 고정시키고, 그 핀파

일과 핀하일 사이를 H-Beam으로 연결하여 자켓 프레임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해상에서 

직접 제작 설치하므로 작업이 용이하지 않고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많이 소요하게 되

며, 공사완료 후 자켓 프레임의 철거 또한 쉽지가 않아 시공효율이 떨어진다. 다른 방법

으로는 육상에서 H-Beam을 이용하여 지그자켓 프레임을 제작한 후 수상으로 운반하여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을 이용해 해저지반에 다수의 핀파일을 항타하고, 그 핀파일에 

지그자켓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자켓프레임을 운반 및 설치하

기 위해 다수의 선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상화좌우

로 불규직적인 흔들림이 심한 해상에서 다수의 선박간 유기적이 조율이 정확하게 이루

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지그자켓을 이용한 강관시공방법의 경우 강관의 직경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다수의 강관파일 삽입구 제작이 가능하여 1회 설치시 다수의 강관파일을 시

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상조건에서의 시공성이 저하되

며, 일정한 사이즈로 육착 조립되어 강관 삽입구의 크기 변경이 불가능하고, 강관삽입구

가 격자 형태로 제작되므로 원형단면의 강관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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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Jig Jacket을 이용한 강관파일 시공방법

③ 항타 전용선

바지선 선단에 항타 및 수직도 확보를 위한 Leader가 설치되어 있고, Leader에 설치된 

항타기를 사용해 강관을 항타하는 방법으로 Leader에 의해 강관의 수직도 확보가 용이

하여, 수직 및 경사각으로도 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다. 
시공순서는 그림 4.4.4와 같다. 우선 강관 선적시 조금구를 사용하여 좌우 발란스를 

유지하여 선적하고, 바지선 내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Stopper를 설치하여 운반한다. 강
관 운반바지선을 Leader에 설된 와이어를 이용해 인양하고, 강관을 자립시킨후 Leader 
Hammer에 체결한다. 강관 체결 후 측량 시스템에 의해 항타 위치를 세팅하고 항타를 

실시한다. 직항 또는 사항 시공시 수직도 확인을 위한 측량 작업과 경사계를 부착하여 

육안으로 수직도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주열식 공법에 사용될 경우 연속 시공에 대한 전용선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

며, 파도 및 파랑에 의해 항타지점에 정확히 안착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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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전용선을 이용한 강관파일 시공방법

④ 템플레이트 가이드

템플레이트 외벽을 가이드로 하여 셀식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상부 및 하부 템

플레이트를 이용해 핀파일의 수직도를 유지하여 시공하고, 이에 따라 설치된 템플레이

트를 이용해 시트파일을 항타하는 공법에 대한 것으로 상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4.5와 같이 작업선 위에 하부템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가이드를 설치하고, 하부

템플레이트를 이에 고정한다. 고정된 하부 템플레이트에는 핀파일을 삽입하기 위한 허

브가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 템플레이트가 거치된 후 핀파일을 해저지반

에 항타 한다. 상부 템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작업선을 이동시키고, 하부 템플레이트는 

핀파일에 임시 고정하여 거치 시킨다. 이후 상부 템플레이트를 크레인을 이용해 기설치

된 핀파일에 설치하고, 상하부 템플레이트를 핀파일에 정위치 하여 고정 시킨다. 
템플레이트 시공이 끝나면 시트파일을 조립한다. 상하 템플레이트에 기준이 되는 시

트파일을 측량을 통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용접을 통해 고정 시킨다. 기설치된 시

트파일을 기준으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시트파일을 연속해 조립 시공한다. 
본 시공방법은 상 하부의 템플레이트로 인해 시트파일 시공시 수직도 확보가 우수하

며, 템플레이트 형태에 따라 원형 및 직선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템플레이트 길

이에 따라 다수의 강관 및 시트파일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템플레이트 구조물에 대

형구조물로 설치 및 이동을 위한 시간이 다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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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수직도 유지 시공방법

⑤ Pile Driving Guide(Gunter, 2017)
본 공법은 해상강관 파일의 항타시 파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에 관련한 공법

으로 단일파일과 그룹파일 모두 시공이 가능하다. 이 공법은 그림 4.4.6, 4.4.7과 같이 

Guide가 부착된 Plate를 해저면에 위치시키고, PLATE에 MAIN GUIDE를 지지할 수 있는 

FRAME을 GUIDE에 방사형으로 총 4개를 고정시킨다. 이 때 JOINT는 자유단으로 설치

하여 해당 부위에 하중이 가했을 때 응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LATE 
접합 시, 사용되는 지보재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해상 경사파일인 경우에도 정밀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저면과 인접하여 Guide가 수직도를 보정함으로서 경사

파일의 정밀한 시공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가이드 장비 자체의 높은 안정성으로 지속적

인 사용이 가능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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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단일파일의 Pile Driving Guide(Gunter, 2017)

그림 4.4.7 군파일의 Pile Driving Guide(Gunter, 2017)

(라) Interlocking SPSP 시공 특성

① Interlocking SPSP 단면 형상

본 연구에서 개발 된 Interlocking SPSP는 압축 및 인장강도의 향상과 이음부 내의 차

수재 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수 가능성을 억제하고자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H-H 이음부를 기본형태로 하여 인장강도 향상을 위해 내부에 L-T형식을 이중으로 배치

한 구조로 설계 하였다(그림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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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of SPSP

steel pipe steel pipe

(a) 전체 단면도 (b) 이음부 확대

그림 4.4.8 Interlocking SPSP 단면도

Interlocking SPSP는 이음부와 이음부 사이를 간격재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간격재의 시공순서에 따라 시공시 발생하는 수직도 오차를 일정부분 보정할 수 있는 특

성이 있으며, Interlocking SPSP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시공방법에 대해 검토 하였다. 

② 주열식 강관 파일 시공시 문제점

해상 폐기물 처리시설에 사용 되는 강관파일은 주열식으로 시공되며, 각 시공방법의 

다양화 및 파일의 변형, 지반의 변형 등에 의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강관파일은 시공중 지반조건, 항타방법 등에 의해 회전하는 경향이 발생하며, 강관 파

일의 회전 발생 우려시 방지 대책을 세워 품질을 확보 해야 한다. 
또한 강관 파일 자체적으로 수축 또는 팽창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주열식 시공의 경

우 고정틀과 변형 방지 틀을 사용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a) 수축 및 팽창 등 변형에 의한 시공불량

(b) 회전 방지용 고정장치

그림 4.4.9 강관파일 시공시 발생 가능한 변형 및 방지방법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734 ●●●

앞서 알아본 사례와 같이 강관의 수직도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

요하고, 기존의 수직도 확보 사례를 살펴보면 별도의 가이드 구조체를 작업선에 고정하

거나 핀파일을 이용해 해저지반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시공 절차가 복잡하고 설치 및 해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공 선단 

구성이 다양해져 시공시간 및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③ Interlocking SPSP의 시공조건

본 연구에서 개발한 Interlocking SPSP의 경우 강관과 강관사이에 간격재가 추가 시공

되어야 하는 구조로서 상기 언급된 시공방법 중 격자형 프레임 또는 Jacket 형식의 가이

드 형태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점토지반 등 연약지반에 연속적으로 시공되는 파일의 지

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공법을 통해 Interlocking SPSP의 시공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선정하였

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강관 파일의 수직도 유지 및 시공 편의성을 위해서는 보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2) 주열식 연속시공을 위해서는 가이드 장치 내부가 격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
3) 선단 구성을 간소화 하기 위해 가이드 장치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한다.
4) 시공중 발생 가능한 강관의 변형에 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강관의 회전을 방

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공중 발생하는 수직도 오차 보정이 용이해야 한다. 
6) 연약지반 시공시 말뚝 근입에 따른 말뚝 주변지반의 변형에 의한 강관 파일의 영

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마) Interlocking SPSP 시공 방법

앞서 검토한 시공사례 및 Interlocking SPSP 시공시 기본 조건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공

방법을 검토 하였다. 

① 가이드 형태 선정

종래의 다양한 시공방법 중 복수의 강관을 이용해 주열식으로 시공될 경우 각 강관에 

대응되게 가이드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종류에는 가이드프레임, Jig Jacket, 템플레이

트 프레임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강관의 변형방지를 위해 별도의 고정틀을 제작하여 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사용된 가이드 형태의 특징과, Interlocking SPSP의 특성을 고려 

하여 Jig Jacket을 Unit 형태로 간소화한 가이드 형상을 그림 4.4.10과 같이 고려 하였다.
Jig Jacket 형태로서 일렬로 정렬되는 강관 정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공진행방향으

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방향의 간격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간격재를 설치 하지 

않아 발생 할 수 있는 변형에 대해 저항하고, 특수한 형상인 Interlocking SPSP의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되는 강관의 형태와 동일하게 강관을 제작하여 Jig Jacket 내부에 설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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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단면도

그림 4.4.10 Interlocking SPSP 적용 Jig Jacket 평, 단면도

② Interlocking SPSP Jig Jacket의 설치 방법

Interlocking SPSP 시공용 Jig Jacket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선(Jackup Barge) 설치

작업선은 시공예정 지점에 대하여 그림 4.4.11과 같이 자업선 측면에 Jig Jacket 구조체

를 설치할 수 있다. 작업선 측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에 Jig Jacket 구조체의 양 끝단에 

설치된 체결용 홀과 연결해 설치할 수 있다. 
작업선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선의 시공위치 선정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용 홀이 복수개로 설치되어 있어 시공방향에 대한 위

치 보정이 가능하도록 고안 하였다.
또한 Jig Jacket 구조체의 가이드 홀의 개수 작업선 측면의 길이 만큼 추가하여 설치가 

가능하여, 1회 세팅 시 시공량을 개할 수 있다. 작업선에 설치된 잭업 레그에 의해 선체

가 해저지반에 고정되어 해수면의 파고 또는 간만의 차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되고, 시
공이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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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선 설치 단면도 (b) 작업선 설치 평면도

(c) 작업선 설치 입체도

그림 4.4.11 작업선을 이용한 Jig Jacket 구조체 설치예

2) Interlocking SPSP 거치 

Jig Jacket 구조체를 별도의 작업선 또는 구조물에 거치하지 않고, 시공중인 Interlocking 
SPSP에 직접 거치하여 시공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Jig Jacket은 핀파일 등

을 이용해 해저면에 고정한 후 강관 파일을 시공하여 설치 및 해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Unit 형태의 Jig Jacket 구조체는 그 무게가 상

대적으로 경량화 되고 시공되는 강관이 주열식으로 연속 시공됨으로 별도의 핀파일 고

정 없이 Interlocking SPSP를 이용해 Jig Jacket의 거치가 가능하다. 
그림 4.4.12와 같이 마스터파일이 되는 Jig Jacket 구조체 양 끝단에 Interlocking SPSP

를 선 시공하고, 고정용 허브를 이용해 Jig Jacket 구조체를 고정하여 거치한다(그림 

4.4.13). 거치가 완료된 후 Jacket 내부에 순차적으로 강관을 시공하고, 시공이 종료 된 

후 Jig Jacket 구조체를 해체하여 선행 공정을 반복함으로서 연속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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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치식 방식은 Jig Jacket 구조체의 하중이 제한적이므로 Unit당 시공할 수 있는 가

이드 홀이 적은 단점이 있지만, 설치 및 해체가 간단하여 작업선 고정 방식 대비 작업

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4.4.12 거치식 Jig Jacket 구조체

그림 4.4.13 Jig Jacket 거치 방법 

③ Jig Jacket 구조체를 이용한 Interlocking SPSP 시공방법

해상에 시공되는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지반의 차수성 확보를 위해 점토층이 발달된 

지반위에 건설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점토지반에 연속적으로 시공시 지반변형에 

의해 인접되어 시공되는 강관의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Jig Jacket 구조체의 경우 구조체 하중 감소와 지반영향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 하고자 

Unit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Unit 형태로 시공하더라고 시공량이 증가될수록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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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 대한 영향 또한 커지게 된다. 지반변위에 대한 영향이 시공방향에 미치는 범위

를 최소화 하고자 시공순서를 그림 4.4.14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하기의 방법에 의해 시

공함으로써 Interlocking SPSP 사이의 간격재 시공시에도 시공 오차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속적 시공방법과 달리 최초 Jig Jacket 거치 후 ③번 파일을 ①번 파일과 간

격을 두고 선시공한다. 이후 ④번 파일을 ①번과 ③번 파일 사이에 시공하고, 강관파일

을 연결해 줄 간격재를 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 시공된 강관에 바로 인접하지 

않도록 격공으로 시공하고, 강관이 연속적으로 시공된 후 간격재를 설치 함으로서 지반

변형에 의한 시공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Jig Jacket 구조체 거치 및 격공 시공 (b) ①, ③번 사이 ④번 시공

(c) 간격재 설치 및 ⑤번 격공 시공 (d) ③, ⑤번 사이 시공

그림 4.4.14 Jig Jacket 구조체를 이용한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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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관 파일의 파손 방지

강관 파일은 재질의 강성이 크고 휨에 대한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 없이

도 큰 항타력에 의한 두부손상 및 관입 파일의 선단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전석층 등 지반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한 항타 근입으로 인해 두부 및 선단의 

파손이 발생한다.

(가) 두부보강

파일의 두부가 항타됨에 따라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 밴드를 부착한다. 
일반적인 항타시에는 특별한 조치가 불필요하지만 집게 사용 및 지반의 여건에 따라 편

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을 해야한다.

(나) 말뚝선단보강

말뚝 선단이 장애물 등에 따라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거나 단단한 지반으로의 항타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밴드를 부착하여 보강한다. 단지 선단 보강은 강관파일 측면 마찰

저항을 없애는 작용도 겸하고 있으나, 일정 두께 이상의 두꺼운 경우 지지력감소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기초로 사용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선단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시항타 및 동재하 시험을 통한 최종 타격 횟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4.4.15 강관파일의 선단 변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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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6 강관파일 두부 및 선단 밴드의 표준형상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2017)

그림 4.4.17 선단보강된 강관 파일

나. 연직차수공 이음부 Fail-safe 적용 방법

(1) 이음부 Fail-safe 적용 사례

해상 처분장은 내부의 보유수가 외해로 누출될 경우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분장의 차수성능 확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

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해상 처분장에서는 육상처분장과 달리 차수공과 차수시트의 

시공이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 및 성능 확보가 어렵다. 
2열 강관파일, 케이슨식, 중력식, 셀식 등 차수성능 확보를 위해 처분장의 호안형식으

로 적용되는 공법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공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차수기능을 보

유하고 있다.
이 중 2열 강관파일 같이 해상 처분장에 시공되는 연직차수공의 기본기능은 차수기능

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형식 또한 구조적 안정성 이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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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길이를 증가시켜 차수성능이 향상되고, 오염수의 외해 유출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성능을 보유 하였다. 
본 절에서는 Interlocking SPSP 이음부가 차수성능을 상실 했을 경우에 대한 Interlocking 

SPSP 이음부에 적용 가능한 Fail-safe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가)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2008년 개정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에 표면

차수공 뿐만 아니라 연직차수공까지 Fail-safe 기능이 확대 적용되어 시공되고 있으며, 
개정된 매뉴얼에 의하면 연직차수공의 Fail-safe 시스템은 2중의 차수층으로 구성된 백업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음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시공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Interlocking SPSP와 유사

한 이음부 형상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① 연직차수공 이음부 형상

강관 파일 주변부에 연결관을 용접, 부착하여 전체 강관파일의 폐합을 유도하는 구조 

형식으로서 연결과 내부를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처리하여 차수성을 확보한다. 

구분 P-P P-T L-T H-H(Type1) H-H(Type2)

이음부

형상

표 4.4.4 강관 파일의 이음부 형상

② 이음부 Fail-safe
표 4.4.4와 같은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경우 이음부 내부의 그라우팅을 통해 차수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음부 외부에 추가 시공을 통해 Fail-safe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음부 

외부에 추가로 U형 강판을 시공할 경우 공정이 복잡해 지고 시공비가 상승하므로 연직

차수공 배면채움 또는 호안구조물에 차수성능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다. 
그림 4.4.18은 P-T 이음부를 갖는 연직차수공 이음부 외해 측으로 P형 연결부를 추가 

설치하고, 클로로프렌 고무를 장착한 T형 연결부를 적용한 사례이며, 이음부 내부는 모

르타르를 충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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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8 고무판이 부착된 P-T형 

이음부(渡部 要一 등, 2007)

그림 4.4.19는 P-T 이음부를 갖는 연직차수공 이음부 외해 측으로 P형 연결부를 추가 

설치하고 T형 강판을 연결하여 P형 내부에 Fail-safe 차수재를 적용한 사례이다. Fail-safe 
재료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사용 하였으며, 공장에서 사전 충진 후 현장에서 결합하여 

시공하였다.
  

그림 4.4.19 아스팔트가 충진된 P-T형 

이음부 적용 예(渡部 要一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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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0은 연직차수공 이음부 내부는 모르타르 채움을 통해 차수성을 확보하고 외

해측에 별도의 U형 판넬을 시공하여 그 내부를 토질계 차수재를 채움으로서 Fail-safe를 

적용한 사례이다.  

그림 4.4.20 토질계 차수재가 적용된 

이음부(渡部 要一 등, 2007)

P-P, P-T, L-T 이음부의 경우 이음부 내부에 그라우팅을 통한 1차적인 차수성 확보기

능으로 그림 4.4.18 ~ 20과 같은 방식의 Fail-safe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4.21과 같이 H-H Type의 경우 서로 다른 크기의 H형강을 이용해 2개의 이음부

를 서로 연결하므로 강관파일의 간격이 기존 방식보다 넓어지게 되고, H형강이 서로 맞

물리는 플랜지 부분에 수팽창성 지수재를 도포함으로써 1차적인 이음부의 차수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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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과 다르게 수팽창성 지수재에 의해 차수성능이 확보되게 때문에 이음부 내

부에 별도의 차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내부의 공간은 모니터링 기능을 

하게 되거나 내부에 Fail-safe 차수재료를 채움으로서 별도의 이음부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4.4.21 H-H Type이음부의 결합상태

(나) 국내 사례

국내는 아직 해상에 폐기물 최종처분장을 시공한 사례가 없어 해상 폐기물 처분장의 

연직차수공에 Fail-safe를 시공한 사례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을 개발 하였으며, 
국내에 적용할 연직차수공 이음부와 Fail-safe 적용 차수재 및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Interlocking SPSP 이음부 Fail-safe 적용방법

Interlocking SPSP는 H-H Type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간격재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H-H Type과는 다르게 차수기능 확보를 위해 그

림 4.4.22와 같이 Zone 1에 모르타르 채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Zone 2의 경우 3가지 경우로 활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이음부의 차수성능 향상을 

위한 그라우팅 채움이다. 그러나 이 경우 Fail-safe 적용을 위해 그림 4.4.23과 같이 Sheet 
Pile을 이용해 별도의 차수재 채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기능은 별도의 그라

우팅을 시행하지 않고 Zone 2에 Fail-safe 차수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Zone 2에 Fail-safe
를 적용할 경우 강관 변형시 이음부의 강성은 다소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의 

Fail-safe용 차수재 채움 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공정을 단순화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향후 현장 적용시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마지막 3번째로 

그림 4.4.24와 같이 Zone 2를 채우지 않음으로써, 해상처분장의 유지관리시 차수성능 확

인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이다. 이 경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Fail-safe 적용을 위해선 

별도의 Sheet Pile을 시공해야 하지만 이음부를 통해 육안으로 차수성능 저하에 대한 모

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745

그림 4.4.22 Interlocking SPSP 이음부 단면 상세

그림 4.4.23 Interlocking SPSP 이음부 Fail-safe 적용

그림 4.4.24 Interlocking SPSP의 모니터링 기능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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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ail-safe를 적용한 표준단면도 작성

(1) 지반조건에 따른 호안구조

해상 처분장 대상 지역의 지반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점토층과 실트층의 형성

여부에 따라 호안의 형식이 결정된다.

① 점토층 지반

대상 현장에 점토층이 두껍게 존재 할 경우 처분장 저면의 바닥 차수는 시행하지 않

는다. 하지만 호안이 형성되는 구간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SCP등 지반

개량을 실시하며, 지반개량을 최소화 하는 2열 강관파일 또는 사석 호안 방식의 호안 

구조물 형식의 적용이 유리하다. 

② 실트층 지반

점토층이 얇고 실트층이 두꺼운 지반 조건의 경우 별도의 차수보강(DCM공법)을 시행

하여 처분장 저면의 차수성을 확보해야하며, 지반의 지지력 확보가 가능하여 케이슨식 

또는 사석 호안 방식의 적용이 유리하다. 

(2) 호안 형식에 따른 차수공 적용

(가) 경사식호안

경사식 호안은 차수시트 구조를 측면 차수에 적용하고 차수지반과 일체화시킨 것이다. 
매립측 호안에 2중의 차수시트를 포설하고, 차수시트사이 중간 보호층에 투수계수가 작

은 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성을 향상 시켰다. 
일본의 시코쿠 지방의 경우 경사식 호안이 설치되었으며, 대상 지반의 점토층이 얇고, 

실트층이 두꺼워 매립장 저면 지반에 기반개량을 통한 차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트 지반의 경우 개량시 점토층 보다 높은 강도 증대의 효과가 있다.

그림 4.4.25 경사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예(권오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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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열 강관파일식 호안

강관파일 이음부의 차수처리를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1차 차수성능을 확보하고, 이
음부에 Fail-safe 차수재료 적용을 통해 백업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2열 강관

파일 구조형식의 경우 대상 지반에 점토층이 두껍게 분포하여, 별도로 처분장 저면의 

바닥 차수가 필요하지 않은 지반에 적합하며, 호안이 형성되는 구간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SCP등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적용한다.
일본 동경만 서측 호안에 동일한 공법이 시공 되었으며, 동경만의 경우 장래의 토지

이용계획에 맞추어 안벽구조를 적용 했다. 지반 보강은 SCP 지반개량을 실시하였고, 매
립측 사석호안 하부에 차수성 보강을 위해 DCM 개량을 일부 적용 했다. 

그림 4.4.26 2중 강관파일 호안에서의 차수공 예(권오순 외, 2012)

(다) 중력식 호안

중력식 호안의 경우 그림 4.4.27과 같이 뒤채움 배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뒤채움 배후의 표면 차수공에 차수시트와 함께 케이슨 함의 본체 케

이슨 줄눈부의 차수 및 마운드부의 차수공 등을 조합하여 차수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지반 조건에 따라 호안구조물 저면의 보강방법에 차이가 있다. 점토

층이 얇은 경우 DCM을 통한 광범위한 지반개량을 실시하고, 점토층이 두껍게 분포한 

경우 지지력 확보를 위한 개량을 호안 저면에 일부 시행한다.
다른 형식으로는 뒤채움 배후에 강관파일을 시공하여 강관파일에 의한 차수성능 보강

도 가능하며, 뒤채움 재료에 차수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차수 

보강이 가능한 구조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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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토층이 얇은 지층 (b) 점토층이 두꺼운 지층

(c ) 중력식 뒤채움에 강관파일 적용

그림 4.4.27 중력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예(권오순 외, 2012)

(라) 셀식 호안

그림 4.4.28은 셀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적용 예이며, 점토층이 얇아 지지지반면이 얕

은 경우이다. 셀식 호안은 셀의 전면 및 배면 2열의 이음을 이용해 2중 차수구조로 할 

수 있다. 
일본의 요코하마 처분장에 강판셀 타입으로 적용되었으며, 강판셀 타입은 차수 호안

의 외측을 건설 할 때 발생한 흙으로 속채움을 실시하였고, 일방향 외력에도 안전하도

록 설계되었다. 요코하마 처분장의 경우 그림 4.4.29와 같이 기초부분에 DCM 개량을 시

행하였으며, 개량체 위에 사석 마운드 없이 직접 구조물을 시공하여 구조물 하부에 추

가 차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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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8 셀식 호안에서의 차수공예(권오순 외, 2012)

그림 4.4.29 요코하마 강판셀 타입 차수 호안 단면도(建設グラフ, 2011) 

(2) 표준단면도 작성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Fail-safe를 고려한 연직차수공의 대표단면의 결정 조

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 하였다.

① 지반조건은 매립장 저면에 차수성 확보가 가능한 점토층이 두껍게 분포하는 것으

로 가정

② 매립측 연직 차수공 차수성능 보강 

③ 해측에서 작용하는 파압에 의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사석호안 적용

④ 지진 및 고파랑에 의한 액상화 및 구조물 하부 세굴방지

⑤ 연직차수공 이음부 Fail-safe 적용 차수재료 특성

  - 경화하지 않는 가소성 상태 유지

  - 외력에 의한 변형 발생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수성 회복

  - 현장에서 수급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해 현장 배합하여 사용

  - 차수재료의 품질 균등성 확보를 위해 혼화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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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뒤채움 차수재료의 Fail-safe 적용 차수재료 특성

  - 파랑 등 외력에 의한 노출 내구성 확보 및 운영도로 기초 지반으로 활용 가능한 

강성 확보

  - 현장 점토, 사질토, 혼합토 등 재료에 따른 품질 균등성 확보

  - 해측 노출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기준 적용

그림 4.4.30 2중 강관파일이 적용된 표준 단면도

그림 4.4.31 중력식 호안구조와 강관파일이 적용된 표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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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수성능을 개선한 난투수성 재료 개발

가. 차수재료의 배합비 산정 및 공학적 특성 분석

(1) 연구 목적

연직차수공 이음부 및 배면에 적용될 차수 재료의 최적 배합비를 산정하고 그 재료에 

대한 공학적 특성 실험을 통해 재료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최종 연구목표로 하였다.

(가)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재의 연구목표

① 고화하지 않고 소성상태 유지

② 외력에 의한 균열 발생 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수성 회복

③ 천연 점토를 주재료로 하고 장기적 안정성 확보

④ 펌프압송 가능, 수중 재료분리 없음

⑤ 준설 점토를 활용하여 제작 가능

구 분 재령(일) 목표성능 시험규격 및 방법

flow 초기 55~75 mm1) Ø50×H50 mm flow con

투수계수 28 1.0×10-6 cm/sec 이하
KS F 2306 압밀투수

압력조건 2bar

현탁물질량 초기 50 mg/L 이하
KCI-AD102부속서2

해수중불분리

1) 시공 담당자 검토 후 시공가능 범위를 flow 55~75 mm로 설정

표 4.4.5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재 성능목표

(나) 연직차수공 배면 채움재(고화재)의 연구 목표

① 현장 준설토(점토, 실트 및 사질토)와 혼합 가능

② 펌프압송 가능 및 타설 후 외력에 의한 저항력 확보

③ 장기적 안정성 확보 및 환경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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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령(일) 목표성능 시험규격 및 방법

고화토1)

flow 초기 시공가능 범위 Ø50×H50 mm flow con

압축강도 28 2MPa 이상 KS F 2328, Ø50×100mm

투수계수 28 1.0×10-6cm/sec이하
ASTM D 5084
압력조건 2bar

pH 28
6 이상 

12.4 이하
폐기물공성시험

고화재2) 중금속

용출
-

Pb 3.0 mg/L 이하

Cu 3.0 mg/L 이하

Cd 0.3 mg/L 이하

As 1.5 mg/L 이하

Hg 0.005 mg/L 이하

Cr6+ 1.5 mg/L 이하

폐기물공정시험

1) 고화토 : 고화재를 사용하여 개량한 흙
2) 고화재 : 지반을 용도에 맞게 개량(고화)할 목적으로 만든 고화재

표 4.4.6 연직차수공 배면 채움재(고화재) 성능목표

(2)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재 최적 배합비 산정 및 물성 실험

해상 폐기물 처분장용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재 개발에 앞서 국ㆍ내외 기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의 경우 관련 시공사례가 없으며, 국외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음부 차수재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미경화 소성상태를 유지하며, 
외력에 의한 균열 발생 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수성을 회복한다. 또한 시공적 측면에

서는 준설점토를 활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며, 펌프압송성 및 수중 불분리성을 가지는 재

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음부 차수재의 시공성, 차수성 및 수중불분리성을 확보

하기 위한 성능목표를 flow 55~75mm(ring flow, Ø50×50 mm), 투수계수 1.0×10-6 cm/sec 
이하 및 현탁물질량 50 mg/L 이하로 설정 하였으며, 변수별 물성실험을 수행하여 연직

차수공 이음부 차수재의 최적 배합비를 도출 하고자 한다.

(가) 실험계획 및 방법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재 개발 실험계획은 표 4.4.7에 정리하였다. 1단계로 현장 해

성점토를 이음부 차수재용 원재료로 사용 시 해성점토 함수비 변동에 따른 현장배합의 

용이성 및 분체재료 혼합 시 차수재의 품질변동성이 적은 조정토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

고자 조정토 함수비를 각각 40, 45 및 50% 3수준으로 설정 하였으며, 조정토 함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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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준 조정토 혼화재를 해성점토에 각각 300, 400 및 500 kg 내할 치환한 3수준의 

변수를 추가로 계획하였다. 또한 목표차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벤토나이트 사용량 조건

을 검토하고자 1단계에서 검토된 2종류의 조정토에 벤토나이트 사용량 변수를 각각 0, 
50, 100 및 150 kg 총 8수준으로 계획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수중불분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점제 사용량 변수를 각각 0, 10, 15 및 20 kg 4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표 4.4.7
과 같이 총 18 batch의 실험을 계획하였다.

구분 목적
조정토 
함수비

(%)

조정토1) (kg) 벤토
나이트

(kg)

증점재
(kg)

측정항목해성
점토

혼화재 해수

1단계

조정토
함수비
설정

(2types)

40
45
50

1800 -
169
239
309

- -
flow

믹싱가능
여부확인

50
1500
1400
1300

300
400
500

408
441
473

- -

2단계
차수성
평가

50 1800 - 309 0
50
100
150

-

flow
블리딩

(3일 관찰)
투수계수

(압밀투수)50 1300 500 473

3단계
수중

불분리성
평가

50 1300 500 473 150

0
10
15
20

flow
블리딩

(24시간관찰)
현탁물질량

1) 조정토 : 해성점토에 해수 또는 해수, 혼화재를 혼합하여 원점토의 물성을 개선한 조정토

표 4.4.7 연직차수공 이음부차수재 실험계획

(나) 사용재료

① 해성점토 및 해수

본 실험에 사용된 해성점토는 영종도산 점토로 통일분류법에 따른 실트질 점토(CL)로 

구분되며, 물리적 성질은 표 4.4.8에 정리하였다. 또한 해수는 동해 삼척항에서 채취한 

해수를 사용하였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754 ●●●

통일분류
밀도

(g/cm3)
함수율

(%)
간극율

(e)
액성한계

(%)
소성한계

(%)

CL 2.68 22.0 1.02 39.3 21.1

표 4.4.8 해성점토의 물리적 성질

② 조정토 혼화재

본 실험에 사용된 조정토 혼화재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은 표 4.4.9에 정리하였다.

밀도

(g/㎤)
분말도

(cm2/g)
SiO2
(%)

Al2O3
(%)

Fe2O3
(%)

CaO
(%)

2.86 4,300 57.5 20.7 7.4 5.7

표 4.4.9 조정토 혼화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③ 벤토나이트

본실험에서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은 표 4.4.10에 정리하였다.

pH
입경

(%,74㎛)
팽윤도

(cc/2g)
수분

(%)
SiO2
(%)

Al2O3
(%)

Fe2O3
(%)

9.14 87.5 14 4.60 60.2 14.0 6.91

표 4.4.10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적 성질

(다)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직차수공의 적절한 반죽질기 및 시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KS F 4041 시멘트 페이스트 플로 시험방법을 준용하였으며, 반죽질기의 소성상태 및 시

공 후 재료분리를 고려하여 자중에 의한 플로값을 55~75mm로 우선 설정하였다. 그림 

4.4.32와 같이 평평한 유리판 위에 Ø50×50mm의 원기둥 링형 플로콘에 시료를 주입하듯

이 완전히 채워 표면 마감 후 수직으로 들어올리고 흐름이 정지된 후 직각 2방향의 지

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플로값으로 하였다. 또한 투수계수의 측정은 KS F 2306 표
준압밀시험을 통해 압밀조건 2 bar에 대한 투수계수를 직선보간하여 도출하였으며, 
KCI-AD102에 따라 수중불분리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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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ing flow 규격                            (b) flow 측정기준

그림 4.4.32 ring flow 규격 및 flow 측정기준

(라) 실험결과

① 조정토 함수비 및 혼화재 검토

국내 현장 점토의 일반적인 함수비는 약 30~40%이므로 현장에서 차수재 배합 시 펌

프압송성을 고려한 해수 추가의 용이성이 필요하며,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구분이 동

일하더라도 실트와 점토의 비율 및 세립토(75㎲이하)의 함유량에 따라 물리적 성질(연경

도)이 달라지므로 차수재의 품질변동성을 고려한 조정토 혼화재의 첨가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4.4.11과 같이 조정토 함수비 및 조정토 혼화재에 대한 변수를 

설정 하여 배합별 flow를 측정 하였으며, 실험결과는 그림 4.4.33 및 4.4.34에 나타내었

다. 검토 결과 조정토 함수비 증가에 따라 잉여수가 많아져 flow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조정토 함수비 50% 기준 해정점토에 조정토 혼화재 500 kg 치환 시 단일입도

분포 및 입자간 점착력의 개선으로 해성점토 단독 사용 조건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

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해성점토 단독조건 및 조정토 혼화재 혼용에 따

른 차수성 및 수중불분리성 검토를 통한 조정토 함수비 및 조정토 혼화재 사용량 선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조정토함수비

(%)

조정토 중량비(kg)

해성점토 혼화재 해수

해성점토 단독

40 1800 - 169

45 1800 - 239

50 1800 - 309

해성점토+SS

50 1500 300 408

50 1400 400 441

50 1300 500 473

표 4.4.11 조정토 함수비 및 혼화재 조정 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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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3 조정토 함수비에 따른 flow 결과 

(a) 해성점토 단독사용

(조정토 함수비 50%)

  
(b) 해성점토+혼화재 500kg

(조정토 함수비 50%)

그림 4.4.34 해성점토 단독사용 및 해성점토+혼화재 500kg flow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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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수성 검토

이음부 차수재의 차수성 평가를 위한 배합표는 표 4.4.12에 정리하였다. 조정토 함수

비 및 조정토 혼화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조정토 함수비는 50%로 설정 하였으며, 
해성점토 단독조건 및 조정토 혼화재 500 kg 치환조건 기준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flow, 블리딩 및 투수계수를 평가하였다.

구분

조정토

함수비

(%)

조정토 중량비(kg) 벤토

나이트

(kg)
해성점토 혼화재 해수

해성점토 단독

50 1800 - 309 0

50 1800 - 309 50

50 1800 - 309 100

50 1800 - 309 150

해성점토+SS

50 1300 500 473 0

50 1300 500 473 50

50 1300 500 473 100

50 1300 500 473 150

표 4.4.12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차수성 평가 배합표

그림 4.4.35는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flow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low 측정 

결과 벤토나이트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벤토나이트 사용

량 100 및 150kg의 경우 해성점토 단독조건 보다 조정토 혼화재 혼용 배합의 flow 감소

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합 후 3일간 블리딩을 관찰한 결과 해성점토에 조

정토 혼화재 500kg을 치환하고 벤토나이트 150kg 사용한 배합에서 블리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벤토나이트 고유특성인 팽윤 및 해수 흡착량 증가에 따른 자유

수 감소에 의한 유동성 감소 결과이며, 조정토에 조정토 혼화재 치환 시 상대적으로 구

속수비가 낮아진 결과 즉, 고화재에 흡수되는 구속수량이 낮아 동일한 범위의 플로우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이 적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4.4.36은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투수계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투수

계수 측정결과 모든 배합에서 목표 투수계수인 1.0×10-7 cm/sec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토 혼화재를 혼용한 배합이 벤토나이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차수성 개

선효과를 보이고 있어 해성점토 단독조건보다 안정적인 이음부 벤토나이트의 품질 확보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음부 벤토나이트의 물성 및 차수성 확보를 위한 

배합비는 조정토 함수비 50% 기준 해성점토 1,300kg, 조정토 혼화재 500kg 및 벤토나이

트 150kg으로 설정하였다. 표 4.4.13은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차수성 평가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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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5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flow 결과

그림 4.4.36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투수계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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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정토
함수비

(%)

조정토 중량비(kg)
벤토
나이트

(kg)

실험결과

해성
점토

혼화재 해수
flow
(mm)

투수
계수

(cm/sec)

블리딩
(3일)

해성
점토
단독

50 1800 - 309

0 105 1.4×10-7 大

50 73 2.4×10-7 大

100 61 8.8×10-8 中

150 59 1.6×10-7 小

해성
점토

+혼화재
50 1300 500 473

0 104 7.0×10-7 大

50 74 7.0×10-7 大

100 71 4.4×10-7 小

150 68 5.2×10-7 無

표 4.4.13 벤토나이트 사용량에 따른 차수성 평가 결과

③ 수중불분리성 검토

표 4.4.14 및 그림 4.4.37은 증점제 사용량에 따른 수중불분리성 시험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증점제 사용에 따라 flow는 감소하며, 목표성능인 현탁물질량 

50mg/L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점제 20kg 사용 시 자중에 의한 유동

성이 소실되며, 해수중 용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배합의 경우 현탁물

질량에 대한 목표성능은 만족하나 해수의 장기접촉에 따른 현탁도 증가 및 풀어짐이 발

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음부 차수재에 대한 배합비는 기준배합에 증점제 15kg
를 첨가한 배합으로 설정하여 재현성 및 최종 성능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flow 56mm, 
현탁물질량 2mg/L 및 투수계수 3.0×10-7 cm/sec로 확인되어 최종배합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조정토
함수비

(%)

조정토 중량비(kg)
벤토
나이트

(kg)

증점제
(kg)

실험결과

해성
점토

혼화재 해수
flow
(mm)

현탁
물질량
(mg/L)

기준
배합

50 1300 500 473 150

0 75 5

증점제
10 10 66 3

증점제
15 15 63 2

증점제
20 20 53 1

표 4.4.14 증점제 사용량에 따른 수중불분리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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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7 증점제 사용에 따른 수중불분리성 결과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폐기물 처분장용 이음부 차수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① 현장점토의 공학적 특성 변동에 따른 이음부 차수재의 품질변동성을 고려한 조정

토 함수비 및 혼화재 사용성 검토결과 조정토 함수비 50% 기준 해정점토에 조정

토 혼화재 500kg 치환 시 단일입도분포 및 입자간 점착력의 개선으로 해성점토 단

독 사용 조건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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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토나이트 사용에 따른 차수성을 검토한 결과 해성점토에 조정토 혼화재 500kg을 

치환하고 벤토나이트 150kg을 사용한 배합에서 블리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벤토나이트 고유특성인 팽윤 및 해수 흡착량 증가에 따른 자유수 감소에 

의한 유동성 감소 결과이며, 해성점토에 조정토 혼화재 치환 시 상대적으로 구속

수비가 낮아진 결과 즉, 고화재에 흡수되는 구속수량이 낮아 동일한 범위의 플로

우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이 적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③ 조정토 혼화재를 혼용한 배합이 벤토나이트 사용량 증가에 따른 차수성 개선효과

를 보이고 있어 해성점토 단독조건보다 안정적인 이음부 차수재의 품질 확보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음부 차수재의 물성 및 차수성 확보를 위한 배합

비는 조정토 함수비 50% 기준 해성점토 1,300kg, 조정토 혼화재 500kg 및 벤토나

이트 150kg으로 설정 하였으며, 목표 투수계수인 1.0×10-7 cm/sec 이하를 만족하였다.
④ 수중불분리성 검토 결과 증점제 20 kg 사용 시 자중에 의한 유동성이 소실되며, 

해수중 용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배합의 경우 현탁물질량에 대

한 목표성능은 만족하나 해수의 장기접촉에 따른 현탁도 증가 및 풀어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음부 차수재에 대한 배합비는 기준배합에 증점제 15kg
를 첨가한 배합으로 설정하여 재현성 및 최종 성능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 flow 
56mm, 현탁물질량 2mg/L 및 투수계수 3.0×10-7 cm/sec로 확인되어 최종배합으로 

선정하였다.

(3) 연직차수공 배면 채움재 최적 배합비 산정 및 물성실험

연직차수공 배면 채움재는 고화재의 한 종류로 지반안정 및 지반개량을 통한 지반의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개선 및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반안정화 방법으

로는 외부에 기계적 압력을 통한 물리적 흙의 다짐, 흙의 치환, Pile 시공과 시멘트계 고

화재를 이용하여 토질과의 화학적 반응을 통한 방법 등 그 목적과 공법에 따라 구분된

다. 이 중 시멘트계 재료를 기존 현장토와 혼합하여 지반 안정화 효과를 얻는 방법이 

경제성 및 시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범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고화재는 시멘트, 석회,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등 시멘트계 재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외 석고, 벤토나이트, 팽창재, 계면활성재 등 유 무기계 첨가재 등을 

각 요구물성과 공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폐기물 처분장에 연직차수공 배면 채움재(고화재)의 개발을 목적

으로 현장 준설토(사질토, 점토, 혼합토)와 혼합 및 펌프압송이 가능하고 타설 후 외력에 

의한 저항력, 장기적 안정성 확보 및 환경기준에 만족하는 고화재 개발 및 공학적 특성 

실험 목적으로 한다.

(가) 실험계획 및 방법

본 연구에는 실제 착공 시 사용될 토질이 명시되지 않은 바 내륙에서 수급할 경우에 

따라 서울 OO현장에서 채취한 일반 사질토와 해안가에서 준설토를 사용할 경우의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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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평택항 부근 해안가에서 수급해온 해성점토, 그리고 사질토와 점토를 1:1로 혼합한 

혼합토로 총 3종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진행은 1단계로 시멘트 및 토질 종류에 따른 기초물성을 평가하였으며, 2단계  

고화재 종류에 따른 토질별 최적의 고화재를 선정하였다. 3단계로 배합 설정을 위한 고

화재량 및 물-시멘트 비를 선정하였으며, 이때 펌프에 의한 압송성 및 흙과의 재료분리, 
침하 등에 대한 물성을 고려하여 목표물성에 적합한 플로 비 120%∼150% 수준을 유지

하여 블리딩에 의한 침하 등으로 물성이 저하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4단계에

서 경화촉진제 및 수중불분리재 등 성능개선재를 첨가하여 배면 채움재로써 적합한 최

종 배합을 도출하고자 한다. 5단계에서는 도출된 고화재를 적용한 배면채움재에 대한 

투수실험 및 환경 영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직차수공 배면채움재 개발에 대

한 실험계획을 표 4.4.15에 정리하였다.

구분 목적
토질
종류 

고화재
종류

고화
재량

(㎏/㎥)

W/B
(%)

성능
개선재

측정항목

1단계
토질 특성 

평가
사질토
해성점토

- - - -

비중
흙의 입도
액 소성한계
pH, 유기물량

2단계
고화재 

종류 선정

사질토
해성점토
혼합토1)

OPC
S/C
F/C

BEC2)

320 140 -

플로 비
블리딩 침하
일축압축강도

(7일, 28일)
3단계

기본배합 
설정

BEC2)

200
240
280
320

140
160
180
200

-

4단계
성능
개선재 

성능 평가

선정
배합

선정
배합

선정
배합

CB

5단계

환경영향
성 및 

투수계수 
평가

선정
배합

선정
배합

140 선정
배합

투수계수
중금속용출

표 4.4.15 연직차수공 배면채움재 실험계획

1) 혼합토 : 사질토 : 해성점토 혼합 비율 1:1
2) BEC : 삼표 고화용 시멘트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763

(나) 사용재료

① 토질 및 해수

본 실험에 사용된 흙은 국내에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질토와 해성 점토를 선정

하였으며, 내륙과 해안가에서 각각 1종씩 수급하였다. 사질토는 서울 공사 현장에서의 

수급해온 것으로 시료 내에 포함된 나뭇가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4.95mm 채 친 것

을 사용하였다. 해성점토는 서해대교 부근 해안가에서 수급한 것으로 배합시험용 시료

를 튜브에서 추출하여 시료 내에 협재된 패각,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

여 균질하게 교반하여 사용하였다.

구분 채취장소 자연함수비(%)

사질토 내륙 서울 현장 24.0

해성점토 평택항 부근 해안가 53.8

혼합토1) - 37.0

표 4.4.16 대상토의 물리적 성질

1) 혼합토 : 사질토와 해성점토를 1:1로 혼합한 흙

②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의 물리 화학적 성질은 표 4.4.17에 정리하였다.

구 분

화학성분(%) 물리적 성질

CaO SiO2 Al2O3 Fe2O3 MgO SO3 L.O.I
밀도

(g/㎤)
분말도

(㎠/g)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62.45 20.65 6.14 3.07 2.36 2.07 1.97 3.14 3,327

고로슬래그 시멘트 54.33 25.25 8.96 2.01 3.47 2.29 1.26 3.05 3,718

플라이애시 시멘트 50.76 28.10 9.01 3.82 2.16 1.68 2.48 2.96 3,434

고화용 시멘트 49.35 23.99 9.28 0.94 3.67 6.53 2.75 2.95 3,815

표 4.4.17 사용 고화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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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능개선재

본 실험에 사용된 성능개선재의 물리 화학적 성질은 표 4.4.18에 정리하였다.

(다)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직차수공 배면채움재의 적절한 반죽질기 및 시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도로 공단 규격 JHS A 313을 준용하였다. 그림 4.4.38과 같이 평평한 유

리판 위에 내경 Ø80× 높이 80mm의 아크릴 원기둥 링형 플로콘에 시료를 주입하듯이 

완전히 채워 표면 마감 후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시료의 확산에 따라 흐름이 정지된 

후 직각 2방향의 지름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플로 값으로 하였으며, 이 값을 콘 직경 

80mm로 나누어 플로 비로 나타내었다. 반죽질기의 소성상태 및 시공 후 재료분리를 고

려한 목표값은 자중에 의한 플로 비가 120%이상 150%이하로 블리딩 및 침하가 최소화 

되는 범주에서 설정하였다.
흙시멘트 압축강도 측정용 공시체의 제작은 분체와 배합수를 혼합하여 만든 슬러리와 

개량토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일본지반공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흙시멘트 공시체 제작 

방법(JGS 0821)에 따라 직경(d) 50mm, 높이(h) 100mm인 원주형 몰드에 혼합된 흙시멘트

를 넣고 봉 다짐 및 두드려 다짐 방법으로 시험체를 성형 하였으며, 성형된 공시체의 

두부를 정리한 후 상부를 비닐로 밀봉하여 23±2℃ 온도조건의 항온ㆍ항습기에서 7일간 

습윤 양생 후 탈형하였다. 또한, 압축강도 측정은 양생 재령 7일 및 28일에 한국산업규

격 KS F 2328에 준하여 수행하였으며, 공시체 제작 과정을 그림 4.4.39에 나타내었다. 
또한 투수계수의 측정은 ASTM D 5084에 준하였으며, 토질 심도에서의 표준 압밀조건 

2 bar에 대한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준용한 흙시멘트의 시험방법 및 규격

을 표 4.4.19에 정리하였다. 

구분 준용 규격 실험 내용

시험

항목

일본 도로 공단 규격 JHS A 313 플로 시험

일본지반공학회 : JGS 0821 흙시멘트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한국산업규격 : KS  F  2328 흙시멘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ASTM D 5084 투수계수

표 4.4.19 시험 방법 및 규격

구 분

화학성분 (%) 물리적 성질

CaO SiO2 Al2O3 Fe2O3 MgO SO3 Na2O K2O 비중
분말도
(㎠/g)

성능개선재 48.3 14.8 4.3 2.0 2.7 3.1 0.8 13.2 2.79 8153

표 4.4.18 성능개선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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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ng flow 규격 (b) flow 측정기준

그림 4.4.38 ring flow 규격 및 flow 측정기준

(a) 슬러리와 개량토 혼합 (b) 공시체 제작

(c) 시험체 두부정리 (d) 습윤양생

그림 4.4.39 공시체 제작 및 양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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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0 투수계수 측정 장비

(라) 실험결과

① 대상토 특성

표 4.4.20은 대상토에 대한 기본 물성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통일분류법(U.S.C.S)
에 의거 사질토, 해성 점토는 각각 SM, CL로 분류되며, 밀도는 2.68~2.69g/㎤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사질토와 해성 점토의 액성한계는 각각 33.0, 34.2%로 측정되었다. 액성 한계는 점성

토가 소성 상태에서 액성 상태로 옮겨질 때의 함수비로 토양의 비표면적, 점토함량, 점
토 광물 종류, 교환성 양이온의 종류, 부식 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토양의 압축성 및 토양입자의 수분보유도 및 공극량의 중요 지표이며, 소성한계 및 소

성지수와 함께 점질토양의 공학적 분류지표에도 이용되고 있다.
소성한계는 사질토와 해성 점토에서 각각 24.1, 17.1%로 측정되어 세립분이 많은 해성 

점토의 소성 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성한계는 가소성과 반고체상태의 중간으

로 소성 상태를 유지하는 최소 함수비로 일반적으로 소성 한계가 높을수록 세립분이 많

음을 의미하며, 세립분이 많아짐에 따른 비표면적의 증가, 물의 흡수량의 증가로 함수비

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액성한계에서 소성한계를 뺀 값을 소성 지수로 표기하

며, 소성 지수가 낮을수록 모래, 실트 질의 조립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유기물 함량은 사질토, 혼합토, 해성 점토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유기물질의 구성물

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내륙의 지반에서 채취된 사질토가 해안가 해성 점토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내륙의 사질토 지반에 포함된 나뭇잎, 나무 실뿌리 등 

제거되지 못한 불순물에 의한 강열감량 값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성 

점토의 경우, 점토 질 내 갯지렁이, 조개 등 바다 생물로부터 나온 사체퇴적물 또는 분

비물 등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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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흙의 
분류

밀도
(g/cm3)

액성한계
(%)

소성한계
(%)

소성
지수

유기물
함량(%)

pH

사질토 SM 2.69 33.0 24.1 8.9 6.39 9.35

해성점토 CL 2.68 34.2 17.7 16.5 3.88 7.63

혼합토
SM, 
CL 2.68 33.6 20.9 12.7 4.24 7.92

표 4.4.20 대상토의 기본 물성치

② 고화재 종류 선정

 1) Flow
고화재 종류 및 토질별 플로 시험결과를 표 4.4.21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분체량 

320kg/㎥, W/B 140% 배합 조건에서 토질 및 고화재 종류에 관계없이 플로 비 120~150%
에 범주하는 값을 보여 목표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질토의 경우 플로 비

가 131~144%로 다소 고화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해성점토 및 혼합토의 경우 유사

한 128~135%로 변동 폭이 작아 토질의 입도가 미세하고 점성 토질일수록 고화재 종류

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질토, 사력토 등 일반적으로 육상

에서 채취된 토질이 상대적으로 흙 입자가 크고 공극계수, 공극량, 입도의 불연속성 등 

불균질성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토질 

종류

W/B
(%)

고화재량

(kg/㎥)
흙

(kg/㎥)
고화재 
종류

플로 일축압축강도(MPa)

(mm) (%) 7일 28일

사질토

140 320 1800

BEC 110 138 7.56 9.4

S/C 105 131 4.51 7.42

F/C 105 131 2.33 4.15

OPC 115 144 1.30 1.93

해성

점토

BEC 102 128 1.38 2.61

S/C 103 129 0.92 1.54

F/C 104 130 0.35 0.81

OPC 102 128 0.50 0.96

혼합토

BEC 102 128 3.29 5.41

S/C 108 131 2.91 4.45

F/C 105 135 0.95 1.54

OPC 105 131 1.25 1.95

표 4.4.21 배합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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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2 Flow비 

2) 일축압축강도

그림 4.4.44은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실험결과로, 사질토에서 BEC > S/C > F/C ≥
OPC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성점토 및 혼합토에서 BEC > S/C > OPC > F/C순으로 토질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상 토질이 불균질성, 불교란 시료일수록 

나타나는데 흙, 물, 공극(기공)으로 이뤄져 있는 자연적인 토양은, 토질 종류에 따라 물

리적 특성이 다르며 특히, 입도 및 함수비, 간극계수에 따라 액 소성 특성이 달라져 적

용되는 고화재 종류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토질의 종류에 

따른 성분에 따라 점토의 경우 고화재와의 이온교환반응, 수화반응 등의 화학적 결합력

이 강화될 수 있으나, 자연적으로 발생된 흙에 내포되어 있는 박테리아, 미생물 등 사체

퇴적물 및 분비물에 의한 유기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반응을 방해하여 오

히려 강도가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질토, 즉 흙의 입자 공극계수가 크고 불

연속성의 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플라이애시 시멘트, 슬래그 시멘트, 고화

용 시멘트(BEC) 등이 공극 사이를 충분히 메워 공극량을 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EC는 사질토 9.40MPa, 점토 2.61MPa, 혼합토 5.41MPa로 나타났으며, S/C의 경우 각각 

7.42MPa, 1.54MPa, 4.45MPa, F/C는 각각 4.15MPa, 0.81MPa, 1.54MPa, OPC는 1.93MPa, 
0.96MPa, 1.95MPa로 BEC를 사용한 경우만이 토질에 관계없이 28일 2.0MPa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고화재 종류는 BEC로 선정하였으며, 토질의 종류, 함수비 변화 

및 고화재량 등에 대한 배합 설정을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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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개량(사질토) (b) 시료개량(고화재)

(c) 혼합 (d) 공시체 제작

(e) 일축압축강도 실험 (f) 일축압축강도 실험

그림 4.4.43 일축압축강도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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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질토

(b) 해성 점토

(c) 혼합토

그림 4.4.44 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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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합설정

1)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질에 따른 함수비 결정

토질, 고화재량 및 W/B에 변화에 따른 플로 비 측정 결과를 표 4.4.22와 그림 4.4.45에 

나타내었다. 사질토의 경우, 고화재량 240, 280kg/㎥ W/B 160∼180, 320kg/㎥ W/B 140∼
160% 범주에서 플로 비 120~150% 수준을 만족하였다. 상기의 W/B 범주는 준설 시 균

질한 혼합성 및 펌프 압송을 위한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투입 수량으

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사질토 준설 시 필요한 함수비(흙
의 함수량 + 투입수량)로 모사하여 계산하면 49.8%∼58.6% 수준이다. 전술한 방법을 통

해 적정 W/B 변화에 따른 적정 플로 비 측정 결과, 점토는 320kg/㎥ W/B 140∼160, 혼
합토는 280kg/㎥ W/B 160∼180, 320kg/㎥ W/B 140∼160%에서 목표 플로 비를 만족하였

으며, 이를 계산 시 각각 92.1∼97.6%, 71.1∼76.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험에 사용된 토질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배합 조건이 상이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 시 사전 실험을 통한 배합 설정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화재량

(kg/㎥)
W/B
(%)

Flow  ratio(%) 준설 시 모사 함수비(%)

사질토 점토 혼합토 사질토 점토 혼합토

240

100 100 100 100 56.4 94.9 73.5

120 100 100 100 63.0 103.1 80.8

140 110 100 100 69.5 111.3 88.1

160 119 106 100 76.1 119.5 95.4

180 138 119 121 82.7 127.7 102.7

280

100 100 100 100 61.9 101.7 79.6

120 100 100 100 69.5 111.3 88.1

140 115 100 100 77.2 120.9 96.7

160 133 121 125 84.9 130.4 105.2

180 150 148 148 92.6 140.0 113.7

320

100 100 100 100 67.4 108.5 85.7

120 118 113 114 76.1 119.5 95.4

140 138 128 128 84.9 130.4 105.2

160 144 150 146 93.7 141.4 114.9

180 169 173 173 102.5 152.3 124.7

표 4.4.22 고화재량 및 W/B 변화에 따른 플로 비, 함수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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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질토

(b) 해성 점토

(c) 혼합토

그림 4.4.45 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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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강도 확보를 위한 고화재량 결정

고화재량 변화에 따른 토질별 일축압축강도를 표 4.4.23과 그림 4.4.46에 나타내었다. 
실측값으로 선형분석결과 토질별 R값은 91.9~99.4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으며, 점토질

보다 사질토의 경우가 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형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강

도를 만족하는 고화재량은 사질토 240kg/㎥, 해성점토 320kg/㎥, 혼합토 280kg/㎥ 조건으

로 나타났다.

고화재량

(kg/㎥)

28일 실측값(MPa) 28일 계산값(MPa)

사질토 점토 혼합토 사질토 점토 혼합토

200 1.65 0.60 1.30 1.53 0.39 0.90

210 - - - 2.19 0.56 1.25

220 - - - 2.86 0.72 1.60

230 - - - 3.52 0.89 1.95

240 3.84 0.88 2.12 4.18 1.05 2.30

250 - - - 4.85 1.22 2.65

260 - - - 5.51 1.38 3.00

270 - - - 6.17 1.55 3.35

280 7.09 1.46 3.50 6.83 1.71 3.70

290 - - - 7.50 1.88 4.05

300 - - - 8.16 2.04 4.40

310 - - - 8.82 2.21 4.75

320 9.40 2.61 5.40 9.49 2.37 5.10

표 4.4.23 고화재량 변화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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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일

(b) 28일

그림 4.4.46 일축압축강도

④ 차수성 평가

상기 도출된 토질별 배합 조건 및 성능개선재 사용에 따른 시험결과를 표 4.4.24와 그

림 4.4.47에 나타내었다. 토질 종류에 관계없이 목표 플로 비 120~150%에 범주하여 양호

한 물성을 보였으며, 일축압축강도는 2.23~3.64MPa로 2.0MPa 이상 목표 물성을 만족하

였다. 그림 4.4.48은 토질별 투수계수 시험 결과로 28일 양생 후 시험체를 실제 시공조

건인 지하 20m 압력에 준하는 2bar 조건에서 충분히 포화시켜 측정하였다. 사질토 

2.47×10-7cm/sec, 해성 점토 0.88×10-6cm/sec, 혼합토 6.13×10-7cm/sec로 차수성능 확보를 위

한 목표값 1×10-6cm/sec을 만족하였다.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776 ●●●

토질 

종류

W/B
(%)

고화재

(kg/㎥)
성능

개선재

플로 일축압축강도(MPa)
투수계수

(cm/sec)(mm) (%) 7일 28일

사질토 170 240

5%

115 144 1.82 3.64 2.47×10-7

해성점토 150 320 109 136 0.89 2.23 0.88×10-6

혼합토 170 280 111 139 1.26 3.15 6.13×10-7

표 4.4.24 배면채움재 성능 시험결과

(a) Flow

(b) 일축압축강도

그림 4.4.47 토질별 플로 및 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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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질토

(b) 해성 점토

(c) 혼합토

그림 4.4.48 투수계수(ASTM D 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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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영향성 평가

표 4.4.25는 배면 채움재의 토양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법

에 의한 6종의 유해중금속 용출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pB, Cd, Cu, As, Hg 항목은 검출

되지 않았으며, 6가 크롬은 0.04mg/kg으로 측정되어 폐기물공정시험의 기준치를 모두 만

족하였다.

시 험 항 목 단  위 측정값 기준치

유해
물질
용출량

납(Pb)

(mg/L)

불검출 3.0 이하

카드뮴(Cd) 불검출 0.3 이하

6가 크롬(Cr6+) 0.05 1.5 이하

구리(Cu) 불검출 3.0 이하

비소(As) 불검출 1.5 이하

수은(Hg) 불검출 0.005 이하

표 4.4.25 배면차수재 중금속용출시험(폐기물공정시험법)

(마)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폐기물 처분장의 배면 채움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대상토에 대한 기본물성 시험 결과, 통일분류법(U.S.C.S)에 의거 사질토, 해성 점토

는 각각 SM, CL 로 분류되며, 밀도는 2.68-2.69g/㎤로 나타났다. 또한, 사질토와 해

성 점토의 액성한계는 각각 33.0, 34.2%, 소성한계는 24.1, 17.1%로 측정되어 세립

분이 많은 해성 점토의 소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화재 종류에 따른 검토 결과, 토질 종류에 관계 없이 BEC > S/C > F/C ≥ OPC 

순으로 우수한 강도 발현을 보였다. 또한, 토질에 따라 사질토는 고화재량 240kg/㎥, 
W/B 140~160%, 해성 점토는 320kg/㎥ W/B 140~160%, 혼합토는 280kg/㎥, W/B 
160~180% 범주에서 목표 플로 비 및 강도를 모두 만족하였다.

③ 도출된 배면 채움재의 토질별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 플로 비 및 일축압축강도 

2.0MPa 이상의 목표 물성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투수계수 토질별 사질토 2.47×10-7cm/sec, 
해성 점토 0.88×10-6cm/sec, 혼합토 6.13×10-7cm/sec로 차수성능 확보를 위한 목표값 

1×10-6cm/sec이하를 만족하였다

④ 중금속용출시험 결과 pB, Cd, Cu, As, Hg 항목은 불검출 되었으며, 6가 크롬은 

0.04mg/kg으로 측정되어 폐기물공정시험의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였다.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779

나. 실내 성능실험을 통한 차수능력 평가

(1) 연구목적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차수성능과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

하여 2차적인 차수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Fail-safe 이음부 차수재의 투수성능을 파악하

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2) 이음부 차수재 투수성능 평가

폐기물 해상 처분장은 여러 환경적인 문제 또는 외력에 의해 작용하는 변형에 대하여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직차수공의 차수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차수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Fail-safe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GS건설이 개발한 Interlocking SPSP 이음부에 적용될 차수재의 투수

성능 평가 GS건설과 공동으로 실시 하였다. Interlocking SPSP의 개발 및 구조성 특성은 

보고서 제 4장 제3절에서 언급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차수재의 특성과 이음부의 변형 

전후에 대한 차수성능 평가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차수재 특성 분석

(가) 그라우팅

① 그라우팅 성분 및 배합비

연직차수공의 전체적인 역학특성은 이음부의 성능에 의해 좌우되며, 그 중에서도 특

히 그라우팅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배합재료 및 

배합비율, 그리고 양생 조건 등 현장시공조건을 모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시멘트

는 해외 해상공사시 속채움재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lass G 시멘트와 유사한 성분 및 

성능을 발휘하는 3성분계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내염성 3성분계 시멘트와 Class G 시멘

트의 화학성분기준 및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비 시험결과를 표 4.4.2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멘트에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쉬를 섞어 만드는 3성분계 시멘트와 Class 
G 시멘트 모두 내염성을 갖는 재료로 해양구조물의 내해수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되었다. 배합수로는 해수를 사용하여, 시멘트와 해수를 부피비 0.48 : 0.52로 

배합하는 것을 기본 그라우팅 배합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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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ernary system cement Class G cement

Spec. Results [%] Spec.

MgO Max. 6.0 2.39 Max. 6.0

SO3 Max. 3.0 2.32 Max. 3.0

L.O.I 
(Loss On Ignition) Max. 4.0 1.44 Max. 3.0

C3S
(Tricalcium 

silicate)

(1) SiO2
Min 48.0 /
Max. 58.0

(1)
27.57 Min. 48.0/

Max. 65.0
(2) CaO

(3)
8.57C3A

(Tricalcium 
Aluminate)

(3) Al2O3

Max. 8.0 Max 3.0

(4) CaO (5)
3.17

C4AF
(Tetracalcium 
aluminoferrite)

(5) Fe2O3

- Max. 24.0(2)+(4)+(6)
53.71(6) CaO

Na2O(TotalAlkali) 0.75 3.17 -

K2O - 0.73 -

표 4.4.26 투수실험 채움 케이스 분류

② 그라우팅 일축압축강도

앞에서 선정된 배합재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시체를 제작하여 ASTM C 39/C 
39M-12(2012)기준에 따라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배합수로 담수와 약 3%의 

염분비를 포함하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염수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공시체

는 배합수와 동일한 조건 하 수중에서 양생시켰다. 각 조건의 공시체에 대해 재령 3일, 
7일, 14일, 28일, 그리고 56일에 대해 일축압축강도를 획득하여 그림 4.4.49에 나타내었

다. 실험결과, 해수를 배합 및 양생에 사용한 공시체의 경우, 재령 7일이후로 강도가 더 

이상 증진되지 않고 56일까지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담수의 경우 재령 7일까지

는 해수의 경우와 약간 낮거나 유사한 강도를 보였으나 해수와 달리 재령 7일 이후에도 

14일까지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해수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담수를 사용한 콘크리트

에 비해 재령 3일, 7일에서는 높은 강도를, 재령 28일에서는 낮은 강도를 나타낸다고 보

고한 Abrams(1924)의 연구와 거의 동일한 결과로 여겨진다. 재령 28일 기준으로 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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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강도는 24.9MPa로 담수의 일축압축강도 29.7MPa에 비해 약 16% 정도 적은 강

도를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 37%의 적은 물-시멘트 비를 사용함으로써 해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강도저하효과를 최소화시켰다고 판단된다 

(Wegi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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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9 배합수의 종류와 양생일수에 따른 그라우팅의 

일축압축강도 변화 

(나) 토질계 차수재

① 배합비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질계 차수재는 당진항 인근에서 채취된 해성점토와 해수, 그리

고 치환재, 혼화재, 수중불분리제가 혼합된 분체를 섞어 제작되었다. 약 50.6%로 측정된 

해성점토의 중량 함수비를 바탕으로 아래 표 4.4.27과 같이 최적의 이음부 차수재 배합

을 도출하였다.

해성점토 + 해수 함수율 [%] 해성점토 [kg] 해수 [kg] 혼화재 [kg]

47.2 1,300 335 613

표 4.4.27 이음부차수재 배합비 결정

② 플로우 시험

결정된 배합비에 대해서 직경 80mm, 높이 80mm의 황동몰드를 이용하여 플로우 값을 

아래 그림 4.4.50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플로우는 93mm(116%)의 플로우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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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0 플로우 시험

③ 재료분리, 수중불분리성 시험

결정된 배합비에 대해서 재료분리와 수중불분리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배합 24시간 

후에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재료분리나 수중불분리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4.51 재료분리, 수중불분리성 시험

(4) Interlocking SPSP 이음부의 차수성능 평가

(가)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차수성능 평가 필요성

①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구조적 특성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연직차수공은 대부분의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육상 조

건과 다르게 해상 고유의 파랑, 월파, 조수간만 등의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변화하

는 횡방향 하중을 받는다. 특히 기초공 구석 우각부에는 휨 모멘트와 전단응력이 집중

되어 작용한다. 이에 따라 그림 4.4.52와 같이 주열식 구조를 갖는 강관시트파일의 이음

부에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작용하며, 이음부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라우

팅의 파괴 혹은 이탈로 구조적인 성능이 저하되고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구조적인 성능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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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axial loading

Joint

Displacement at joint

(a) 변형 전 (b) 변형 후

그림 4.4.52 주열심 구조를 갖는 강관 시트파일 이음부 변위발생 개요(채광석 등, 2016)

②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차수조건

해상최종처리시설에서의 차수는 그림 4.4.53과 같이 저면의 차수와 측면의 (연직)차수

로 분류할 수 있다. 저면부 차수의 경우,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입지조건이 두꺼운 깊이의 

불투수층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점과 별도의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지반개량을 실

시하고 처분장 내부 저면에 차수시트를 설치함으로써 차수성을 연직차수에 비해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연직차수의 경우에는 케이슨 블록이나 강관시트파일의 연직차수

공과 처분장 내외부의 차수시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저면차수와 비교하여 불

확실성이 많이 내재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연직부의 차수성에 대해 주목하고 이

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종복토최종복토

폐기물

차수기반 (저면의 차수)

측면의 차수

측면의 차수에 대한
성능이 요구되는 범위

저면의 차수에 대한
성능이 요구되는 범위

그림 4.4.53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차수성능관리 항목(권오순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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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상최종처리시설의 차수기준

일본의 경우 해상최종처리시설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규나 설계

기준이 잘 마련되어있다. 해상최종처리시설에 요구되는 차수기준의 경우에도 기준시행

규칙으로 정해져있다. 처분장 차수기준에 대한 기준시행규칙은 육상처분장의 기준이 중

심이 되며, 해상최종처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연직차수

공의 경우, 그림 4.4.54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강관시트파일이 사용

되는 경우에는 식 (1)과 같이 환산단면을 이용한 등가투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


≤    식 (1)

  여기서 ke는 등가투수계수, q는 이음부에서의 단위길이당 침출수 유출량, B는 이음부 

간격, L은 강관과 이음부의 단면적을 고려한 연직차수공 등가환산두께, Δh는 수두차를 

나타낸다. 위의 등가환산개념은 유출량을 기준으로 두께와 투수계수간의 관계를 나타낸

다. 예를 들어 투수계수 k=10-5cm/s, 두께 L=5m인 경우, 투수계수 k=10-6cm/s, 두께 

L=0.5m와 동일하다고 가정된다. 
한편 도달시간은 이동거리와 속도관의 관계로부터 식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식 (2)

  여기서 t는 이동시간, L은 두께 (이동거리), v는 이동속도, i는 동수경사를 나타낸다. 
위에서 정의되었던 등가환산개념의 기준을 유출량이 아닌 식 (2)와 같이 도달시간을 기

준으로 하게 되면, 투수계수는 더 이상 두께에 비례하지 않고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10-5cm/s, 두께 L=5m를 투수계수 k=10-6cm/s로 환산하면 

두께는 L=0.5m가 아닌 1.6m로 환산된다. 이렇듯 두께와 투수계수간의 등가환산개념은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수계수 기준 자체만으

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Fail-safe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기본 연직차수공 외에 백업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며 차

수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

Chemical grouting
(Lugeon unit < 1)

Permeable layer

Hydraulic barrier layer

Thickness ³ 0.5m
k £ 1 ´ 10-6cm/s

Diaphragm wall

Hydraulic barrier layer

Impermeable
sheet pile wall

Hydraulic barrier layer

그림 4.4.54 매립장 저면에 불투수층이 있는 경우의 연직차수공 차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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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의 필요성

해상처분장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차수성능의 확보이다. 처분장 내부

의 보유수가 외해로 누출될 경우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한 차수기술이 요구된다. 해상처분장에서는 육상처분장과는 달리 차수공과 차

수시트의 시공이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수성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상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누출 감

지가 어려우며,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정확한 누출 위치를 판별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수

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연직차수공 이음부의 그라우팅은 변형이 발생되었을 때 

차수성능이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라우팅은 한번 

차수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차수성능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Fail-safe의 개념을 활용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나) 실험구성

① 투수실험모형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강관시트파일 이음부의 차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4.4.55
와 같은 연직차수공 이음부 투수실험모형을 제작하였다. 이음부 투수실험모형은 

Half-section 단면의 실규모 대비 1/2 크기로 제작되었다. 변형 전, 후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모형에 유압잭을 설치하여 인장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변형 발생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육각너트로 고정하여 변형된 상태 그대로 

투수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terlocking SPSP 
이음부 (½ 스케일)

인장변형 발생장치
(유압잭 포함)

hydraulic jack

그림 4.4.55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투수실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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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수실험 측정시스템

연직차수공 이음부 차수성능평가를 위한 이음부 모형에 대한 투수실험 방법은 ASTM 
D 5856-95(2002)에 명시된 변수위 방법(Method C, Test with constant headwater and rising 
tailwater)를 사용하였다. Method C는 일반적인 변수위 시험법과는 반대로 유입구의 수두

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유출구의 수두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써 투수계수 는 아래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식 (3)

  여기서 a는 스탠드파이프의 직경, L은 시료의 길이, A는 시료의 단면, t는 경과시간, 
H는 유입구의 수두, h0와 ht 는 각각 유출구의 초기 수두, 유출구의 시간 경과 후 수두

를 가리킨다.
전체적인 투수실험 시스템은 그림 4.4.56에 나타내었다. 공기압을 레귤레이터를 통해 

일정하게 유지하게 유지하며, 이음부 모형을 통과한 물은 유출구에 설치된 스탠드파이

프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유입구 쪽에 설치된 압력계로부터 유입구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였으며, 유출구의 압력변화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0.1% 오
차의 정밀 디지털 압력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자동계측 할 수 있도

록 그림 4.4.57과 같이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Pressure at inlet (④) : constant headwater (Analog gauge, ~350kPa)

- Pressure at outlet (⑦&⑧) : Rising tailwater (0.1% of F.S. digital gauge, ~35kPa)

& (Standpipe, ~2m)

①

②

③

④

Water
Chamber

Compressor

Regulator

Pressure 
gauge (IN)

Flow 
manifold

Joint
model

Pressure 
gauge (OUT)

Stand pipe

⑤

⑥

⑦

⑧
Air 

pressure

③

④
⑤

⑥

⑦

⑧ h0

ht

그림 4.4.56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투수실험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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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7 LabVIEW기반 유출구 수압 자동계측 프로그램

③ 이음부 채움 종류

이음부에 적용되는 차수재료는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해상공사의 채움재로 사

용되는 시멘트와 유사한 성분을 갖는 국내 O사의 내염성 시멘트와 해수를 배합한 모르

타르 계열의 그라우팅과 가소성의 특징을 띄는 Bentonite가 포함된 토질계 차수재가 사

용되었다. Interlocking SPSP 이음부를 그림 4.4.58과 같이 3가지 구역으로 분류하고, Zone 
1, 2, 3에 대해 표 4.4.28과 같이 차수재료를 채워 넣은 총 5가지의 실험 모델을 구성하

였다.

Zone ①: Yellow
Zone ②: Green
Zone ③: Blue

① zone: Yellow
② zone: Green

4 cases
(+ a)

① zone ①&② zone

Compression Case 1 Case 3

Tension Case 2 Case 4

Fail-safe 역할

Inlet

Outlet

그림 4.4.58 Interlocking SPSP 이음부 차수재료 채움구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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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1 Zone 2 Zone 3

Case 1

그라우팅

- -

Case 2 그라우팅 -

Case 3 토질계 차수재 -

Case 4 그라우팅 토질계 차수재

Case 5 토질계 차수재 토질계 차수재

표 4.4.28 투수실험 채움 케이스 분류

④ 기타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투수실험모형은 인장 변형 전, 후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변형 전 (0mm)과 변형 후 (2mm, 4mm)의 투수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압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유입구 수압 30, 100kPa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⑤ 실험순서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연직차수공의 Half-section 단면을 대상으로 이음부 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신개념 연직차수공의 차수성능평가를 위한 투수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

었다.

a. Interlocking SPSP 이음부 1/2 축소 투수실험모형 제작

그림 4.4.59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투수실험모형 제작



제4장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3):� 호안구조물 및 차수시스템 기술 개발

●●● 789

b. 이음부 그라우팅 충진 및 수중양생 수행

그림 4.4.60 Interlocking SPSP 이음부 그라우팅 수중양생

c. 투수실험모형의 이음부에 가소성 토질계 차수재 충진

그림 4.4.61 Interlocking SPSP 이음부 차수재료 충진

d. 변형 전 투수실험 수행

그림 4.4.62 투수실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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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압잭을 사용한 이음부 인장변형 발생

그림 4.4.63 유압잭 연결

f. 변형 후 투수실험 수행

(a) Case 1 (b) Case 2

그림 4.4.64 2mm 인장변형시 발생된 그라우팅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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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결과 및 분석

① 등가투수계수의 적용

Case 1의 이음부 변형 전과 2mm 인장변형 후에 유입구 압력 30kPa 조건에서 측정된 

투수계수 값을 그림 4.4.65에 나타내었다. 변형 전, 후 투수계수가 시간에 따라 점차 안

정화되어 일정한 값에 수렴하였다. 인장변형이 없는 경우의 투수계수는 약 8.5x10-8cm/sec
로 목표 기준치인 10-6cm/sec를 충족하였다. 다만 인장변형이 2mm 발생한 후에 측정된 

투수계수 값은 그보다 훨씬 감소한 1.4x10-6cm/s로 기준치에 약간 미달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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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5 Case 1 인장변형 전, 후 투수계수 변화

(유입구 압력 30kPa)

위에서 나타낸 투수계수는 이음부의 단면과 길이만이 고려된 투수계수이다. 실제 강

관시트파일의 투수계수를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음부 뿐만 아니라 불투수층으로 치환

될 수 있는 강관파일의 존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강관시트파일의 투수계수 즉, 
등가투수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열식으로 설치되는 강관시트파일을 한 개의 

이음부를 포함하도록 연직차수공 무리지어 단위를 지어 연직차수공의 단위 폭을 결정해

야 한다. 또한 강관파일과 이음부의 단면적을 고려한 연직차수공 등가환산두께를 가정

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4.66과 같이 직경 1,000mm의 강관파일이 사용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주열식으로 설치되는 강관시트파일의 이음부 간격(단위 폭)을 1,630mm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강관의 두께와 이음부의 두께를 그림 4.4.67과 같이 등가환산두께

를 500mm으로 가정하여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거쳐 그림 4.4.68과 

같이 등가투수계수를 산정한 결과, 변형 전, 후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2.6x10-8cm/s와 
4.4x10-7cm/s로 두 경우 모두 목표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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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pipe
(1000f)

1630

500 630 500

400 steel pipe
(1000f)

steel pipe
(1000f)

steel pipe
(1000f)joint jointjoint

1000 1000630

1630

630 630

(Unit: mm)

그림 4.4.66 Interlocking SPSP에서의 이음부 간격(단위 폭)의 결정

Dh

1630

500 ke

L

Q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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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5001630 ∙  ∙ ∆ℎ

Conversion

(Unit: mm)

그림 4.4.67 등가투수계수 개념 적용(단위 폭=1630mm, 등가환산두께=500mm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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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8 Case 1 인장변형 전, 후 등가투수계수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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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terlocking SPSP 이음부 투수특성

1) 변형 전

Case 1~5의 인장변형이 없는 경우에 측정된 등가투수계수를 그림 4.4.69에 나타내었다. 
Case 1의 등가투수계수는 유입구 압력 30kPa에서 2.6x10-8cm/sec, 100kPa에서 1.6x10-8cm/sec
로 측정되었다. Case 2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1.2x10-9cm/sec, 
1.2x10-9cm/sec로 측정되었다. 나머지 Case 3에서 5까지는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없을 만

큼 유출량이 적어 1.0x10-9cm/sec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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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9 변형 전 등가투수계수

2) 2mm 변형 후

Case 1~5의 2mm의 인장변형을 발생시킨 경우에 측정된 등가투수계수를 그림 4.4.70에 

나타내었다. Case 1의 등가투수계수는 유입구 압력 30kPa에서 4.4x10-7cm/sec, 100kPa에서 

2.5x10-7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2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

는 각각 3.7x10-6cm/sec, 2.8x10-7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3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2.6x10-6cm/sec, 8.8x10-7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3에
서는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4.4x10-9cm/sec, 1.5x10-9cm/sec
로 측정되었다. Case 5에서는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유출량이 적어 1.0x10-9cm/sec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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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0 2mm 인장변형 시 등가투수계수

3) 4mm 변형 후

Case 1~5의 4mm의 인장변형을 발생시킨 경우에 측정된 등가투수계수를 그림 4.4.71에 

나타내었다. Case 1의 등가투수계수는 유입구 압력 30kPa에서 2.6x10-4cm/sec, 100kPa에서 

1.1x10-4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2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

는 각각 3.9x10-5cm/sec, 2.4x10-5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3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3.9x10-6cm/sec, 9.9x10-7cm/sec로 측정되었다. Case 4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1.5x10-7cm/sec, 1.1x10-7cm/sec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Case 5의 유입구 압력 30kPa와 100kPa에서의 등가투수계수는 

각각 3.0x10-7cm/sec, 2.5x10-7cm/sec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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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1 4mm 인장변형 시 등가투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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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과분석

1) 그라우팅만 채운 경우

이음부에 그라우팅만 채운 Case 1과 Case 2의 인장변형에 따른 등가투수계수 결과를 

그림 4.4.72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대체로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등가투수계수 역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입구 수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e대체로 변형 전 

(0mm)의 결과와 변형 후 (2mm)에서는 기준치인 1.0x10-6cm/sec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4mm의 인장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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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2 그라우팅만 채운 경우 인장변형에 따른 등가투수계수 변화

2) 토질계 차수재를 적용한 경우

이음부 내에 그라우팅과 토질계 차수재를 함께 적용한 Case 3~5의 등가투수계수 결과

를 그림 4.4.73에 나타내었다. Fail-safe의 역할을 하는 zone 3에 토질계 차수재가 충진된 

Case 4와 5의 경우 2mm의 인장변형에서도 1.0x10-9cm/sec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으며, 
4mm의 인장변형이 발생한 후에도 기준치인 1.0x10-6cm/sec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zone 1에는 그라우팅, zone 2에는 토질계 차수재가 적용된 Case 3의 경우, 2mm 인장

변형 발생 시 기준치 부근(1.0x10-6cm/sec)의 등가투수계수를 나타내었으며, 4mm 인장변

형의 경우에서도 거의 변화 없는 등가투수계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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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3 토질계 차수재가 적용된 경우 인장변형에 따른 등가투수계수 변화

앞의 이음부에 그라우팅만 채운 Case 1과 Case 2에 Fail-safe 차수재를 적용한 Case 
3~5를 그림 4.4.74와 그림 4.4.75에 함께 플롯하였다. 그라우팅만 채운 경우는 인장변형

에 대한 저항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토질계 차수재가 적용된 경우 인장변형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Zone 3에 Fail-safe 차수재를 채워 넣은 Case 4와 5의 

경우 4mm의 인장변형 시에도 기준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Case 3의 경우 

2mm의 인장변형이 발생했을 때 Case 1과 2와 비슷한 투수계수 값을 보여주었으나, 
4mm 인장변형의 경우에서 거의 그대로의 등가투수계수를 유지하였다. 반면 Case 1과 2
는 4mm 인장변형이 발생했을 시 더욱 높아진 등가투수계수 값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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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4 유입구 압력 30kPa 조건에서 인장변형에 따른 

등가투수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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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5 유입구 압력 100kPa 조건에서 인장변형에 따른 

등가투수계수 변화

3) 기존 문헌결과와의 비교

Inazumi et al. (2005)에서는 Oki et al.(2003)에서 수행되었던 P-T 이음부, P-T 이음부에 

고무판을 보강한 형태 두 가지의 실험결과와 H-H의 이음부 형태의 투수계수를 가압크

기에 따라 비교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가압 30kPa, 
100kPa에서의 변형 전, 후 투수계수 변화양상을 그림 4.4.76에 함께 나타내었다.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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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는 그라우팅만 채운 경우로 변형 전에 해당하는 결과를 넣어주었다. Case 1과 2 변
형 전에는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다른 문헌의 결과와 비교하여도 만족스러운 결과

를 나타내었다. 한편 Case 4와 5는 4mm의 인장변형이 발생한 극한 상태에서의 등가투

수계수를 나타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의 결과와 

비교하여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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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6 기존 연구사례와의 등가투수계수 비교

4) 결론

Interlocking SPSP의 이음부 형식은 Inazumi et al.(2009)에서 개발된 H-H 이음부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H-H 이음부는 별도의 이음부를 용접하지 않고 크기가 서로 다른 H형강

을 겹친 형식으로 H형강 사이에 수팽창 지수재를 마감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차수성

능을 확보한 바 있다(Inazumi et al., 2011). 신개념 연직차수공 이음부 역시도 H형강 사

이에 수팽창 지수재를 도포함으로써 시공성의 저하 없이 더욱 낮은 투수계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0.1MPa을 초과하는 가압조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

았으며, 실제 해상처분장의 저면에 해당하는 압력까지 추가실험이 수행된다면 더욱 적

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로 Fail-safe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음부 외곽

에 변형추수성 재료를 채움으로써 외력으로 인한 변형에도 시간에 따라 차수성능을 복

원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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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1절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개발

1. 개요

해상에서 운영되는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모

니터링을 정보를 원격에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에서 공정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해상 최종처리장에 최적화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능동형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설계

가.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필수요소 기술 도출

해상 최종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모니터링을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의 필수요소기술 도출 하였다. 

(1) 고정식 센싱 시스템

  해상 최종처리장 안팎의 수위변동이나, 구조 변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선 해

상 최종처리장 내 고정된 위치에서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원격에 위치한 

운영자에게 전송 할 수 있는 고정식 센싱 시스템이 요구된다. 

(2) 이동식 센싱 시스템

폐기물의 균형적인 매립을 위한 매립고 높이 모니터링 등과 같이 최종처리장 내를 이

동하면서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원격에 위치한 운영자에게 전송할 수 있

는 이동식 센싱 시스템이 요구된다.

(3) 이동체 제어 및 자율운용 기술 개발

해상 최종처리장이 해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많은 인

원의 상주가 어려움. 따라서, 원격에서 고정식 및 이동식 센싱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또

는 자율운용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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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고정식 및 이동식 센싱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환경 변수를 원격에 있는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제어 정보를 센서 혹은 장비로 재전송하기 위해 

해상 최종처리장-운영자 간 양방향 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해상 최종처리장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후보 모니터링 대상과 그에 대응 되는 감시제

어데이터수집 시스템 필수요소 기술은 아래와 같다.

그림 5.1.1 모니터링 후보 대상과 그에 대응되는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필수요소 기술

나.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 설계

해상 최종처리장에 최적화된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4
가지 필수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구개발 기술 도출 및 설계 수행 하였다.

- 고정식 및 이동식 센싱 시스템을 위한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 실시간 및 원격 공정제어를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설계

- 이동식 센싱 시스템 설계

(1) 고정식 및 이동식 센싱 시스템을 위한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개념 설계

해상 최종처리장의 안정적인 제어 운용 관리의 목적으로 처리장 안팎의 수질, 수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양 환경 센서의 대부분은 원격에 있는 운영자가 실시

간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음. 또한, 수집된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자가 원격의 센서 

혹은 장비에 공정 제어 정보도 전송 할 수 없다. 
따라서, 운영자-해상최종처리장 양방향 간의 센서 정보 및 제어공정 정보를 유무선 네

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한 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설계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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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개념도

①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그림 5.1.3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상세도

- 센서 출력의 다양한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 설계 하였다. 
  ∙ 지원 데이터 포맷: 디지털(RS 232/422/485), 아날로그(전압/전류/저항), 이더넷

  ∙ 무선통신 기술: Zigbee 또는 LoRA(저용량), 블루투스(중용량), Wi-Fi(대용량)
- 스위치를 사용하여 통합 인터페이스의 Input/Output 형태 변경 가능하도록 설계 하

였다. 
- Universal software을 하여 차후 확장 및 수정 보완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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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한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보드 설계 및 하드

웨어 제작

-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 제안 설계 기술의 

타당성 및 차년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 하였다. 

그림 5.1.4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보드 설계 상세 안

그림 5.1.5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보드 구성

- 보드 설계 상세 안으로 바탕으로 아두이노 등을 활용하여 그림 5.1.5와 같이 보드

를 구성 하였다. 
- 구성한 보드에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데이터수집 시스템에 활용할 해양센서 

CS451, CS511를 부착한 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최종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는 그림 5.1.6와 같이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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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최종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2) 실시간 및 원격 공정제어를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개념 설계

원격에 있는 운영자가 통합 인터페이스로부터 전송되는 센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반대

로 원격 공정제어 전송하기 위해서는 개발하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호환할 수 있는 네트

워크 게이트웨이가 필요함. 따라서, 개발하는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와 호

환되는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설계 하였다. 
- 통합 인터페이스와는 반대로 입력으로 3가지의 무선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시리얼 통신 혹은 이더넷 통신을 통해 운영자 서버에 전송해 줄 수 있는 게이트웨

이 설계 하였다. 

그림 5.1.7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설계 상세도

- 설계 상세 안을 바탕으로 아두이노 등을 활용하여 그림 5.1.6와 같이 보드를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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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구성

- 해양 환경센서의 데이터 수신 및 원격 실시간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무선 게이

트웨이 최종 프로토타입 하드웨어는 그림 5.1.9과 같다. 

그림 5.1.9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최종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3) 이동형 센싱 시스템 설계

이동식 센싱 시스템의 개발 안으로, 상용의 Unmanned Surface Vehicle (USV)를 구매하

여 이동식 센싱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하고 이를 해상 최종처리장에 최적화된 이동식 센

싱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한 USV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 현재 구매 가능한 상용 USV의 종류와 상세 스펙은 아래의 그림 5.1.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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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0 USV 비교

위의 표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제이에서인터네셔날 社의 APACH5를 이동

식 센싱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결정 하였다. 
- 3차년도에 구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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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자 하는 USV가 해상 최종처리장에 최적화된 이동식 센싱 시스템으로 수정하

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기술들이 요구 된다. 
- 추가센서 부착

- 이동식 센싱 시스템에 최적화된 통합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제작

- 공정 제어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예, 머신러닝 기반 특이 지역 

정밀 관찰 모드, 배터리를 고려한 스마트 운항 모드 등)

3. 공정제어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구축 및 

소스 코드 작성

(1)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구축

공정 제어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 해상 최종처리장 감시제어테이터수집 시스템 테스

트베드 구축을 구축 하였다. 
-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1EA
-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프로토타입 하드웨어 1EA
- 해양센서: CS451(1EA), CS511(1EA), CS526(1EA)

그림 5.1.11 공정제어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테스트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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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서의 연결

- CS451

그림 5.1.12 CS451 센서 연결 

  ∙ 빨간색: 12V 전원

  ∙ 검은색: GND
  ∙ 녹색: 아두이노 TX2 16번
  ∙ 파란색: 아두이노 RX2 17번

- CS511

그림 5.1.13 CS551 센서 연결 

  ∙ 하얀색: 빨간색포트(아두이노의 A0에 연결)
  ∙ 검정색: 검정색포트(아두이노의 GND에 연결)
  ∙ 쉴드: 회색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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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526

그림 5.1.14 CS526 센서 연결 

  ∙ 빨간색: 5V 전원

  ∙ 검은색: GND
  ∙ 노란색: 아두이노 TX1 18번
  ∙ 하얀색: 아두이노 RX1 19번

② 이더넷 Shield
- 시험용 IP가 192.168.0.100.로 설정되어 Web Browser에서 해당 IP를 입력하면 아래

와 같은 화면이 출력 되었다.  
  ∙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게이트웨이: 192.168.0.1

   ∙ 웹 브라우저에 해당 IP를 입력하면 이더넷 Shield의 Tx, Rx LED가 On/Off를 해

야함

.

그림 5.1.15 해양센서 접속을 위한 웹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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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서 보드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 방식 설정

- 통신 방식 결정은 아래와 같다.
  ∙ 나머지 둘 다 위로 있거나 또는 둘 다 아래로 있으면 블루투스 설정

   ∙ 주의사항) 통신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스위치를 변경한 후 전원 

인가

그림 5.1.16 센서보드 및 게이트웨이 통신 방식 설정

④ 각 통신 방식의 설명

- 블루투스의 동작은 아래와 같다. 
  ∙ 그림 5.1.17와 같이 빨간색 LED가 계속적으로 점등되어야 통신을 할 수 있는 

Pairing 상태가 된 것임 

 ∙ On/Off를 반복하면 Pairing이 되지 않은 것임

그림 5.1.17 센서보드 및 게이트웨이의 블루투스 

- Wi-Fi의 동작은 아래와 같다. 
  ∙ 그림 5.1.18(a)는 게이트웨이의 Wi-Fi Shield 모습으로 AP 모드로 설정되어 IP와 

SOCK 옆의 LED만 점등

  ∙ 그림 5.1.18(b)는 센서 보드의 Wi-Fi Shield 모습으로 STA 모드로 설정되어 WiFi, 
IP, SOCK 옆의 LED가 점등

(a) Zigbee 설정 (b) Wi-Fi 설정

(a) 게이트웨이의 블루투스 (b) 통합 인터페이스의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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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게이트웨이의 Wifi Shield (b)　통합 인터페이스의 Wi-Fi Shield

그림 5.1.18 센서보드 및 게이트웨이의 Wi-Fi Shield 

- Zigbee의 동작은 아래와 같다

  ∙ 센서 보드와 게이트웨이 보드는 같은 모양으로 LED가 점등되며, Zigbee 모듈이 

근거리에 있을 때에는 RSSI 옆에 LED는 항상 켜져있으며,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경우에만 순간적으로 Off되었다가 다시 점등됨

그림 5.1.19 센서보드 및 게이트웨이의 Zigbee

(2) 공정제어 알고리즘 시나리오 설정 및 테스트를 위한 코드 작성

①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구동 알고리즘 시나리오 설정 및 테스트를 위

한 코드 작성

- 공정 제어 알고리즘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다.  
  ∙ 개발한 해양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가 유무선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운영

자의 제어 요청 신호를 수신하고 제어 결과를 다시 원격에 위치한 운영자에게 전송

- 공정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스 코드 작성을 수행 하였다. 
  ∙ 본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CS451, CS511, CS526 센서의 결과가 각기 다른 출력 형

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통합 인터페이스에서 이를 모두 수신할 수 있게끔 소스 코

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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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두이노 코드 및 주요 주석은 아래와 같음

-------------------------------------------------------------------------------------------------------
#include <Arduino.h>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FlexiTimer2.h>
#include <Debug.h>
#include <JSN270.h>

#define TEST 0
#define KIOST 1
#define def_Wifi  1  //한번 설정이 끝니면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다

                 //혹시 Wifi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 Wifi 쉴드의 reset을 누른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SoftwareSerial Zigbee(11, 10);      // can be used for RX: 10, 11, 12, 13, 14, 15, 50, 51, 
52, 53, A8 (62), 
SoftwareSerial Bluetooth(51, 50);   //A9 (63), A10 (64), A11 (65), A12 (66), A13 (67), 
A14 (68), A15 (69).
SoftwareSerial Wifi(11, 10);

HardwareSerial & CS526 = Serial1;   // UART 1: 19 (RX) and 18 (TX)
HardwareSerial & CS451 = Serial2;   // UART 2: 17 (RX) and 16 (TX)
HardwareSerial & Zigbee = Serial3;    // UART 3: 15 (RX) and 14 (TX)

#if TEST
SoftwareSerial & SpecifiedPort = Bluetooth;
#endif

#if def_Wifi
#define SSID      “KIOST_SENSOR”  //“CnR_Tech”    // your wifi network SSID
#define KEY      “12345678”   //“cnr12345”   // your wifi network password
#define AUTH     “WPA2”     // your wifi network security (NONE, WEP, WPA, WPA2)

#define WiFi_USE_DHCP_IP 1

#if !WiFi_USE_DHCP_IP
#define WiFi_MY_IP          “192.168.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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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WiFi_SUBNET         “255.255.255.0”
#define WiFi_GATEWAY       “192.168.100.1”
#endif

#define WiFi_HOST_IP        “192.168.100.100”
#define WiFi_REMOTE_PORT    1234
#define WiFi_PROTOCOL       “TCP”

JSN270 JSN270(&Wifi);
//=========================
void setupWiFiClient()
{
  char c;

  Serial.println(“--------- JSN270 TCP Client with WPA2 Test --------”);

  // wait for initilization of JSN270
  delay(5000);
  //JSN270.reset();
  delay(1000);

  //JSN270.prompt();
  JSN270.sendCommand(“at+ver\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
#if USE_DHCP_IP
  JSN270.dynamicIP();
#else
  JSN270.staticIP(MY_IP, SUBNET, GATEWAY);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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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JSN270.join(SSID, KEY, AUTH)) {
    Serial.println(“WiFi connect to” SSID);
  }
  else {
    Serial.println(“Failed WiFi connect to” SSID);
    Serial.println(“Restart System”);

    return;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wsta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if WiFi_USE_DHCP_IP
  JSN270.dynamicIP();
#else
  JSN270.staticIP(WiFi_MY_IP, WiFi_SUBNET, WiFi_GATEWAY);
#endif    

  JSN270.sendCommand(“at+nsta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if (!JSN270.client(WiFi_HOST_IP, WiFi_REMOTE_PORT, WiFi_PROTOCOL)) {
    Serial.println(“Failed connect to” WiFi_HOST_IP);
    Serial.println(“Restart System”);
  } else {
    Serial.println(“Socket connect to” WiFi_HOST_IP);
    dela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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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r data mode
    JSN270.sendCommand(“at+exit\r”);
    delay(5);
  }
}  
//==========================
#endif

//=====================================
int modsel1 = 28;    ///스위치 핀1
int modsel2 = 29;    ///스위치 핀2
int MOD =0;
void chkMod()
{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Bluetooth”);
    MOD=0;    //Bluetooth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Zigbee”);
    MOD=1;   //Zigbee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Wifi”);
    MOD=2;    //Wifi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Bluetooth”);
    MOD=3;    //Bluetooth   
    } 
}
//==================== chkMod =============

int readCS511()
{
  analogReference(INTERNAL1V1);   // a built-in 1.1V reference(Arduino Mega only)
  dela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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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ogRead(A0);
  delay(10);
  int sensorValue = analogRead(A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CS511 Dissolved Oxygen Probe: ”);
        Zigbee.flush(); 
        Zigbee.print(sensorValu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CS511 Dissolved Oxygen Probe: ”);
        Wifi.flush(); 
        Wifi.print(sensorValu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CS511 Dissolved Oxygen Probe: ”);
        Bluetooth.flush(); 
        Bluetooth.print(sensorValue);
        Bluetooth.flush();         
        break;                                        
      }
//test      
  Serial.print(“CS511 Dissolved Oxygen Probe: ”);
  Serial.println(sensorValue);  
  return sensorValue;
}

char pHDigit[3] = {};

void readCS526()
{
  char rawstring[41] = {};
  unsigned char i = 0;
  unsigned long prev_time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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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ln(“readCS526\n”);
     
// 데이터를 보내라고 센서에게 명령을 준다.
  Serial1.write(“1M1!”);      //1Mn!<CR>
  Serial1.write(13);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1.available()) {      // 1<value><CR><LF>
      rawstring[i] = Serial1.read();
      if(rawstring[i++]  == 0x0A) break;      
    }
  }
  if(rawstring[0] == ‘1’) {
    for(int j = 2; j < 2+3; j++) {
      pHDigit[j-2] = rawstring[j]; 
    }
//    Serial.print(“CS526 ISFET pH Probe: ”);
//    Serial.println(pHDigit);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CS526 ISFET pH Probe: ”);
        Zigbee.flush(); 
        Zigbee.write(pHDigit);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CS526 ISFET pH Probe: ”);
        Wifi.flush(); 
        Wifi.write(pHDigit);
        Wifi.flus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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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Bluetooth.write(“CS526 ISFET pH Probe: ”);
        Bluetooth.flush(); 
        Bluetooth.write(pHDigit);
        Bluetooth.flush();         
        break;                                        
      }
 //   Serial2.print(“CS526 ISFET pH Probe: ”);
 //   Serial2.println(pHDigit);    
  }
}

/*
void CS526Calibration()
{
'Define Variables
Public pH, pHCount
Public PTemp, batt_volt
Public pH4record, pH4Count
Public pH7record, pH7Count
Public pHcal, pHmult1
Public pHoffset1
Dim rawstring As String * 20, pHDigit(2)
'Define Data Tables
DataTable(TenMin,1,-1)
DataInterval(0,10,Min,10)
Average(1,pH,FP2,False)
EndTable
'Main Program
BeginProg
SerialOpen(Com1,2400,16,0,41)
Scan(10,Sec,0,0)
PanelTemp(PTemp,250)
Battery(batt_volt)
SerialOut(Com1,“1M1!”&CHR(13),“”,0,0)
SerialIn(rawstring,Com1,50,0,20)
SplitStr(pHDigit(),rawstring,“Strin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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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ount = pHDigit(2)
'Calibration
If PH4record = -1 Then
pH4Count = pHCount
pH4record = 0
EndIf
If pH7record = -1 Then
pH7Count = pHCount
pH7record = 0
EndIf
If pHcal = -1 Then
pHmult1 = 3/(pH7Count - pH4Count)
pHoffset1 = 7 - pHmult1 * pH7Count
pHcal = 0
EndIf
pH = pHmult1 * pHCount + pHoffset1
CallTable TenMin
NextScan
EndProg 

}
*/
void readCS451_1()
{
  unsigned long prev_time = 0;
  int i = 0, leng = 0;    
  
  Serial.println("readCS451_1"); 

  Serial.setTimeout(5000);  

  for( i = 0; i < 0x100 ; i++) {
    Serial2.write(0x0D);
    delay(100);
    if (Serial2.available()) {
//      Serial.print(“availabl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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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rial2.print(‘1’); 
  delay(100);  
  Serial2.write(0x0d);   
  char temp[1000] = {};
//=====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2.available()) {      // 1<value><CR><LF>
      leng = Serial2.readBytes(temp, 1000);
//      Serial.println(leng);
//      temp[i] = Serial2.read();
    for( int i = 0; i < leng ; ++i)
      Serial.print(temp[i]);
//      ++i;
    }  
  }
//  Serial.print(leng);
  if(leng != 0) {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leng);
        Zigbee.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Zigbee.write(temp[i]);
        Zigbee.flush();
        }
         break;        
        case 2:
        Wifi.write(leng);
        Wifi.fl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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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nt i = 0 ; i < leng ; ++i) {
        Wifi.write(temp[i]);
        Wifi.flush();
        }
        break;        
        default:
        Bluetooth.write(leng);
        Bluetooth.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Bluetooth.write(temp[i]);
        Bluetooth.flush();
        }
          break;                                    
      }
/*      
    SpecifiedPort.write(leng);
    SpecifiedPort.flush(); 
//    Serial.print(leng);       
//    memcpy(send_mem + 2, temp, leng);
    for( int i = 0 ; i < leng ; ++i) {
      SpecifiedPort.write(temp[i]);
      SpecifiedPort.flush();      
//      Serial.print(temp[i]);
    }
*/    
  }
 /*
  else {

      SpecifiedPort.write(12);
      SpecifiedPort.write(“Error Retry”);      
      SpecifiedPort.flush();         
  }
 */
}

void readCS45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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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igned long prev_time = 0;
  int i = 0, leng = 0;    
  
//  Serial.println(“readCS451_2”); 

  Serial.setTimeout(5000);  

  for( i = 0; i < 0x100 ; i++) {
    Serial2.write(0x0D);
    delay(100);
    if (Serial2.available()) {
//      Serial.print(“available”);
      break;     
    }
  }
  
  Serial2.print(‘2’); 
  delay(100);  
  Serial2.write(0x0d);   
  
  char temp[1000] = {};
//=====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2.available()) {      // 1<value><CR><LF>
      leng = Serial2.readBytes(temp, 1000);
//      Serial.println(leng);
//      temp[i] = Serial2.read();
//    for( int i = 0; i < leng ; ++i)
//      Serial.print(temp[i]);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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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rial.print(leng);
  if(leng != 0) {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leng);
        Zigbee.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Zigbee.write(temp[i]);
        Zigbee.flush();
        }
         break;        
        case 2:
        Wifi.write(leng);
        Wifi.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Wifi.write(temp[i]);
        Wifi.flush();
        }
        break;        
        default:
        Bluetooth.write(leng);
        Bluetooth.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Bluetooth.write(temp[i]);
        Bluetooth.flush();
        }
          break;                                    
      }
  }
}

void readCS451_3()
{
  unsigned long prev_time = 0;
  int i = 0, leng = 0;    
  



제5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825

//  Serial.println(“readCS451_3”); 

  Serial.setTimeout(5000);  

  for( i = 0; i < 0x100 ; i++) {
    Serial2.write(0x0D);
    delay(100);
    if (Serial2.available()) {
//      Serial.print(“available”);
      break;     
    }
  }
  Serial2.print(‘3’); 
  delay(100);  
  Serial2.write(0x0d);  
   
  char temp[1000] = {};
//=====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2.available()) {      // 1<value><CR><LF>
      leng = Serial2.readBytes(temp, 1000);
//      Serial.println(leng);
//      temp[i] = Serial2.read();
//    for( int i = 0; i < leng ; ++i)
//      Serial.print(temp[i]);
//      ++i;
    }  
  }
//  Serial.print(leng);
  if(leng != 0) {
      switch(MOD) {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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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bee.write(leng);
        Zigbee.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Zigbee.write(temp[i]);
        Zigbee.flush();
        }
         break;        
        case 2:
        Wifi.write(leng);
        Wifi.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Wifi.write(temp[i]);
        Wifi.flush();
        }
        break;        
        default:
        Bluetooth.write(leng);
        Bluetooth.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Bluetooth.write(temp[i]);
        Bluetooth.flush();
        }
          break;                                    
      }
  }
}

void readCS451_5()
{
  unsigned long prev_time = 0;
  int i = 0, leng = 0;    
  
//  Serial.println(“readCS451_5”); 

  Serial.setTimeout(5000); 

  for( i = 0; i < 0x100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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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2.write(0x0D);
    delay(100);
    if (Serial2.available()) {
//      Serial.print(“available”);
      break;     
    }
  }
  Serial2.print('5'); 
  delay(100);  
  Serial2.write(0x0d);   
  char temp[1000] = {};
//=====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2.available()) {      // 1<value><CR><LF>
      leng = Serial2.readBytes(temp, 1000);
//      Serial.println(leng);
//      temp[i] = Serial2.read();
//    for( int i = 0; i < leng ; ++i)
//      Serial.print(temp[i]);
//      ++i;
    }  
  }
//  Serial.print(leng);
  if(leng != 0) {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leng);
        Zigbee.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Zigbee.write(temp[i]);
        Zigbee.flu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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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case 2:
        Wifi.write(leng);
        Wifi.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Wifi.write(temp[i]);
        Wifi.flush();
        }
        break;        
        default:
        Bluetooth.write(leng);
        Bluetooth.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Bluetooth.write(temp[i]);
        Bluetooth.flush();
        }
          break;                                    
      }
  }
}

void readCS451_H()
{
  unsigned long prev_time = 0;
  int i = 0, leng = 0;    
  
 // Serial.println(“readCS451_H”); 

  Serial.setTimeout(5000);  
  for( i = 0; i < 0x100 ; i++) {
    Serial2.write(0x0D);
    delay(100);
    if (Serial2.available()) {
//      Serial.print(“available”);
      break;     
    }
//    Serial2.write(0x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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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2.flush();
  } 

  Serial2.write('H'); 
  delay(100);  
  Serial2.write(0x0d);   

  delay(100);  
  char temp[1000] = {};
//=====
//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읽는다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200m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5000) {
     current_time = millis();
    if (Serial2.available()) {      // 1<value><CR><LF>
      leng = Serial2.readBytes(temp, 1000);
//      Serial.println(leng);
//      temp[i] = Serial2.read();
//    for( int i = 0; i < leng ; ++i)
//     Serial.print(temp[i]);
      ++i;
    }  
  }
//  Serial.print(leng);
  if(leng != 0) {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leng);
        Zigbee.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Zigbee.write(temp[i]);
        Zigbee.flush();
        }
         break;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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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write(leng);
        Wifi.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Wifi.write(temp[i]);
        Wifi.flush();
        }
        break;        
        default:
        Bluetooth.write(leng);
        Bluetooth.flush(); 
       for( int i = 0 ; i < leng ; ++i) {
        Bluetooth.write(temp[i]);
        Bluetooth.flush();
        }
          break;                                    
      }
  }
}

void setup() {
  // initialize both serial ports:

  // 게이트웨이에서는 Wifi AP 모드로 설정 코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 HC-06 및 Xbee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없음

  pinMode(modsel1,INPUT);
  pinMode(modsel2,INPUT);
    
  chkMod();     //어느 통신 방식인지 검사     

  Serial.begin(9600);

  Zigbee.begin(9600);   // 기본 설정은 SERIAL_8N1(데이터 길이 8, 패리티 N, 정지비트 1)
  Serial1.begin(2400);
  CS451.begin(9600);

//2개 이상의 Software Serial을 사용하는 경우 Write는 동시에 동작하나,
//Read는 하나의 Software Serial만 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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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MOD) {
    case 0:
    case 3:
      Bluetooth.begin(9600); 
      break;
    default:
      Wifi.begin(9600); 
      break;       
  }

#if def_Wifi
  if(MOD == 1 || MOD == 2) {
    setupWiFiClient();
  }
#endif
  
//  FlexiTimer2::set(6000, readCS526);
//  FlexiTimer2::start();

  analogReference(INTERNAL1V1);   // a built-in 1.1V reference (Arduino Mega only)
  delay(10);
  for(char i = 0; i < 10 ; i++) {
    analogRead(A0);
    delay(10);
  }
}

#if TEST
void loop() {
 if (Bluetooth.available()) {
    Serial.write(Bluetooth.read());
  }
  if (Serial.available()) {
    Bluetooth.write(Serial.re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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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pecifiedPort.available()) {
    Serial.write(SpecifiedPort.read());
  }
  if (Serial.available()) {
    SpecifiedPort.write(Serial.read());
  }
  */
}
#else
void loop() {
  // 각 통신 방식을 검사하여 입력된 내용이 있는지 검사한다.
  int inByte;

 #if KIOST
  Serial.print(“MOD: ”);
  Serial.print(MOD);
   while(1)
  {
  switch(MOD) {
    case 1:
  if (Zigbee.available()) {
    inByte = Zigbee.read();
    Serial.write(inByte);     //정상 입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
  }
  break;
  case 2:
   if (Wifi.available()) {
    inByte = Wifi.read();
    Serial.print(inByte);  
  }
  break;
  default:
  if (Bluetooth.available()) {
    inByte = Bluetooth.read();
//      BlueTooth.write(“Error Retry”);        
    Serial.print(in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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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
#else
    Serial.print(“번호를 입력하세요”);
  while(1)
  {  
  // read from port 0
  if (Serial.available()) {
    inByte = Serial.read();
  }
  Serial.println(analogRead(A0));
  delay(1000);
  }
#endif
  switch(inByte) {
    case ‘1’:
        readCS451_1();       
      break;
    case ‘2’:
        readCS451_2();
      break;        
    case ‘3’:
        readCS451_3();
      break;        
    case ‘4’:
        readCS451_5(); 
      break;         
    case ‘5’:
        readCS451_H();
      break;    
    case ‘6’:
      int cs511value;   
      cs511value = readCS511();
      break;    
    case ‘7’:
      readCS526();
//      int cs526value = pHDigi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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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default:
         break;    
  }
  inByte = 0;

  // read from port 0, send to port 1:

//    if (Serial.available()) {
//      int inByte = Serial.read();
//      CS526.write(inByte);
  }
}

#endif

-------------------------------------------------------------------------------------------------------
②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공정 제어 알고리즘 설정 및 테스트를 위한 코드 

- 공정 제어 알고리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 운영자가 유무선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공정 제어 요청 신호를 통합 인터

페이스에 요청하고 통합 인터페이스로부터 그 결과를 수신

- 공정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작성 하였다 

  ∙ 각기 다른 CS451, CS511, CS526 센서의 결과 수신 및 통합하여 이더넷 통신을 통

해 운영자 컴퓨터에 표출 

  ∙ 아두이노 코드 및 주요 주석은 아래와 같음

-------------------------------------------------------------------------------------------------------
#include <Debug.h>
#include <JSN270.h>
#include <SPI.h>
#include <Ethernet.h>
#include <SoftwareSerial.h>

#define TEST 0
#define def_Wifi  1     //한번 설정이 끝니면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다

                      //혹시 Wifi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면, Wifi 쉴드의 reset을 누른 

후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HardwareSerial & Zigbee = Seri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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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Serial & Wifi = Serial2; 
HardwareSerial & Bluetooth = Serial3; 

#if TEST
HardwareSerial & SpecifiedPort = Bluetooth;
#endif

//SoftwareSerial BlueTooth(51, 50);
//SoftwareSerial Zigbee(53, 52);

#if defined(WIZ550io_WITH_MACADDRESS) //WIZ550io에 표시된 MAC 주소를 사용한다면

;
#else
byte mac[] = {0xDE, 0xAD, 0xBE, 0xEF, 0xFE, 0xED}; //mac 주소 입력

#endif

IPAddress ip(192,168,0,100);  //로컬 네트워크에서 유일한 IP를 사용해야 합니다.
IPAddress gateway(192, 168, 0, 1);
IPAddress subnet(255, 255, 255, 0);
// fill in your Domain Name Server address here:
IPAddress myDns(8, 8, 8, 8); // google puble dns

EthernetServer server(80); //80은 포트번호

//char a[1000];

//==============================================
#define SSID      “KIOST_SENSOR”    // your wifi network SSID
#define KEY       “12345678”    // your wifi network password
#define AUTH     “WPA2”     // your wifi network security (NONE, WEP, WPA, WPA2)

//Wifi AP용 정의

#define WiFi_USE_DHCP_IP 0

#if !WiFi_USE_DHCP_IP
#define WiFi_MY_IP          “192.168.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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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WiFi_SUBNET         “255.255.255.0”
#define WiFi_GATEWAY       “192.168.100.1”
#endif

#define WiFi_SERVER_PORT    1234
#define WiFi_PROTOCOL       “TCP”    //“UDP”

#if def_Wifi
//JSN270 JSN270(&mySerial);
JSN270 JSN270(&Wifi);
//===============================================
void setupWifiApServer()
{
  char c;

//  mySerial.begin(9600);
  Wifi.begin(9600);

  Serial.println(“--------- JSN270 TCP Server with WPA2 Test —------”);

  // wait for initilization of JSN270
  delay(5000);
  //JSN270.reset();
  delay(1000);

  //JSN270.prompt();
  JSN270.sendCommand(“at+ver\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if WiFi_USE_DHCP_IP
  JSN270.dynamicIP();
#else
  JSN270.staticIP(WiFi_MY_IP, WiFi_SUBNET, WiFi_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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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f    
    
#if 0
  if (JSN270.join(SSID, KEY, AUTH)) {
    Serial.println(“WiFi connect to " SSID);
  }
  else {
    Serial.println(“Failed WiFi connect to " SSID);
    Serial.println(“Restart System");

    return;
  }
#else
  JSN270.sendCommand(“at+wauto=2,KIOST_SENSOR,7\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wwpa=12345678\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ndhcp=0\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nset=192.168.100.100,255.255.255.0,192.168.100.1\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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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N270.sendCommand(“at+wstar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ndhcpsrvr=1\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ndhcpsrvrcfg=192.168.100.110,192.168.100.120\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 
  JSN270.sendCommand(“at+nauto=1,1,0.0.0.0,1234\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JSN270.sendCommand(“at+socke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        
#endif

  JSN270.sendCommand(“at+wsta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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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char)c);
  }
  delay(1000);        

/*
#if USE_DHCP_IP
  JSN270.dynamicIP();
#else
  JSN270.staticIP(MY_IP, SUBNET, GATEWAY);
#endif    
*/
  JSN270.sendCommand(“at+nstat\r”);
  delay(5);
  while(JSN270.receive((uint8_t *)&c, 1, 1000) > 0) {
    Serial.print((char)c);
  }
  delay(1000);

  if (!JSN270.server(WiFi_SERVER_PORT, WiFi_PROTOCOL)) {
    Serial.println(“Failed connect”);
    Serial.println(“Restart System”);
  } else {
    Serial.println(“Waiting for connection...”);
    delay(1000);

    // Enter data mode
    JSN270.sendCommand(“at+exit\r”);
    delay(5);
  }
}
#endif
//=====================================
int modsel1 = 28;    ///스위치 핀1
int modsel2 = 29;    ///스위치 핀2
int MOD =0;
void chk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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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Bluetooth”);
    MOD=0;    //Bluetooth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Zigbee”);
    MOD=1;   //Zigbee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Wifi”);
    MOD=2;    //Wifi
    }
    else if(digitalRead(modsel1)&&digitalRead(modsel2)){
    Serial.println(“Bluetooth”);
    MOD=3;    //Bluetooth   
    } 
}
//==================== chkMod =============
void webpage(EthernetClient ecl){
  ecl.println(“HTTP/1.1 200 OK”);
  ecl.println(“Content-Type: text/html”);
  ecl.println();
  ecl.println(“<html>”);
  ecl.println(“<body>”);

  ecl.println(“CS451-1 data”);
  ecl.println(“<br />”);
  ecl.println(“<br />”);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Serial3.begin(9600); //wifi 15 (RX) and 14 (TX)
  Serial1.begin(9600);
  Serial2.begin(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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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Mode(modsel1,INPUT);
  pinMode(modsel2,INPUT);
  chkMod();     //어느 통신 방식인지 검사 

//이더넷 디바이스 초기화

#if defined __USE_DHCP__
#if defined(WIZ550io_WITH_MACADDRESS) //WIZ550io에 할당된 맥 주소를 사용할 경우

  Ethernet.begin();
#else
  Ethernet.begin(mac);
#endif  
#else
#if defined(WIZ550io_WITH_MACADDRESS) 
  Ethernet.begin(ip, myDns, gateway, subnet);
#else
  Ethernet.begin(mac, ip, myDns, gateway, subnet);
#endif  
#endif 

  //서버 연결 시작

  server.begin();
  Serial.print(“server is at”);
  Serial.println(Ethernet.localIP());
#if def_Wifi
  setupWifiApServer();
#endif
}

#if TEST
void loop() {
/* if (Serial3.available()) {
    Serial.write(Serial3.read());
  }
  if (Serial.available()) {
    Serial3.write(Serial.re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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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erial3.available()) {
    Serial.write(Serial3.read());
  }
  if (Serial.available()) {
    Serial3.write(Serial.read());
  }
}
#else
void loop() {
  int leng = 0;
  char a[1000] = {};

  //수신 클라이언트가 있는 지 확인

  EthernetClient client = server.available(); 
    
  if (client) {
    Serial.println(“new client”);
    //http 요청이 빈 라인으로 끝났을 때 

    boolean currentLineIsBlank = true;
      String buffer = “”; //버퍼 선언

    while (client.connected()) {
      if (client.available()) {
        char c = client.read();
    buffer += c;    //버퍼 할당

        Serial.write(c);
//        chkMod();
        
        if (c == ‘\n’ && currentLineIsBlank) {
          //표준 http 응답 헤더 전송 시작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본문(상황에 맞는 웹 페이지) 전달

          //client.println(“<!DOCTYPE HTML>”);, HTML5 사용시

          client.println(“<html>”);  //웹 페이지 작성은 HTML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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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println(“<body>”);         

          //색 선택 부분 만들기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FORM method=\“get\” action=\“/sensor.cgi\”>”);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1\”>CS451-1”);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2\”>CS451-2”);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3\”>CS451-3”);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4\”>CS451-5”);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5\”>CS451-H”);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6\”>CS-511”);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7\”>CS-526”);
          client.println(“<P> <INPUT type=\“radio\” name=\“status\” value=\“0\”>EXIT”);
          client.println(“<P> <INPUT type=\“submit\” value=\“Submit\”> </FORM>”);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break;
        }
        if (c == ‘\n’) {          
          currentLineIsBlank = true;
      buffer=“”;
        } 
        else if ( c == ‘\r’) {
          
          //CS451-1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1”)>=0)
    {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1’);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1’); 
          Serial.pri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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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1’);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451-1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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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2;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451-2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2”)>=0){     
      switch(MOD) {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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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bee.write(‘2’);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2’);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2’);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451-2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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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2;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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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451-3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3”)>=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3’);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3’);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3’);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451-3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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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2;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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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451-5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4")>=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4');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4');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4');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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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451-5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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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2;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451-H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5")>=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5');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5');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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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Bluetooth.write('5');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451-H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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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2;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511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6")>=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6');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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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6');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test         Bluetooth.write('6');  
          Serial3.write('6');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511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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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client.println(a);   
      Serial.println(a); 
/* test      
      for(int i=0;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        else client.write(a[i]);
        else {
          client.print(a[i]);
          Serial.print(a[i]);
        } 
      }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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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CS-526
     if(buffer.indexOf("GET /sensor.cgi?status=7")>=0){
      switch(MOD) {
        case 1:
          Zigbee.write(‘7’); 
          Serial.print(“\n”);
          Serial.print(“Zigbee 1 write”); 
          Zigbee.flush(); 
          break;        
        case 2:
          Wifi.write(‘7’); 
          Serial.print(“\n”);
          Serial.print(“Wifi 1 write”);            
          Wifi.flush(); 
          break;        
        default:
          Bluetooth.write(‘7’);  
          Serial.print(“\n”);
          Serial.print(“Bluetooth 1 write”);           
          Bluetooth.flush(); 
          break;                                    
      }
            //두번째 페이지 전송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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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CS-526 data”);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unsigned long current_time = millis();
      unsigned long prev_time = current_time;

    //최대 10 sec를 대기한다.
      while(current_time - prev_time < 10000) {
        current_time = millis(); 
      switch(MOD) {
        case 1:
         if(Zigbee.available())
        {     
           leng =Zigbee.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case 2:
         if(Wifi.available())
        {     
           leng =Wifi.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default:
         if(Bluetooth.available())
        {     
           leng =Bluetooth.readBytes(a, 1000);
            if(leng==0){      client.println(“Data Read Error”);    }
         }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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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ay(10000);
     if(leng==0){      client.println(“Time Out Error”);    }
    
      for(int i=0;i<leng;i++){
        if(a[i] == 0x0d) client.println(“<br />”);
        else client.write(a[i]);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다시 처음 페이지로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exit를 선택했을 때

      if(buffer.indexOf(“GET /led.cgi?status=0”)>=0){
        
        client.println(“HTTP/1.1 200 OK”);
        client.println(“Content-Type: text/html”);
          client.println();
        client.println(“<html>”);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br />");
        client.println(“<a href=\“/sensor.htm\”>back</a>”);

        client.println(“</body>”);
        client.println(“</html>”);
        currentLineIsBlank = false;
        break;
      }
  } else{ //if( c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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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ineIsBlank = false;
        }
      }
    }
   
    delay(1);
    // close the connection:
    client.stop();
    Serial.println(“client disonnected”);
  }
}
#endif

-------------------------------------------------------------------------------------------------------



제5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861

(다) 공정제어 알고리즘 테스트

운영자 컴퓨터에서 CS 451 센서 정보(예, 1,2,3,5) 및 CS 511 센서 정보를 웹 브라우저

상의 GUI를 통해 원격에 있는 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에 요청하면, 통합 인터페

이스에서는 요청을 수신하여 결과를 운영자 컴퓨터에 전송하는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그림 5.1.20 공정 제어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

입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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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결과 센서-통신모듈 통합 인터페이스 – 원격 운영자(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간 원활한 공정 제어가 수행 되었다. 

  ∙ 이러한 공정 제어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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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흡착필터 고형화를 위한 결합촉매 제조 및 최적 배합비 산정

1. 고형화 결합촉매 개발

가. 필터의 경량화에 따른 강도저감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성 무기 결합촉매를 

적용

물질의 고형화에 관계되는 결합촉매는 재료의 성질을 변경시켜 입자의 안정화에 작용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무기계열의 재료를 이용하여 균등 혼합이 되도록 하며, 유
해성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료원의 결합에 기여하는 최적 배합비율을 선정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재료의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 기계적 강도, 반응성이 향상되며 0.05%의 배합비율을 

산정하였다.

나. 결합촉매에 따른 압축강도 개선

결합촉매의 배합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클리놉틸로라이트 70% 와 

포틀랜드 시멘트 30% 의 비율로 배합하고 고화제를 미첨가한 시료와 고화제를 0.05%, 
0.5%, 1.0%, 1.5%, 2.0% 로 첨가한 공시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합촉매(고화제)의 배합에 따라 압축강도는 60-90% 개선되었으며, 결합촉매(고화제) 

함량이 0.05% 이상의 비율에서 강도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표 5.2.1).

표 5.2.1 결합촉매의 배합비율에 따른 강도 변화 정리

구분
클리놉틸로
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

고화제
(%)

W/B
(%) 밀도

압축강도
(Mpa)

A 70 30 0.0 40 1.65 8.39

B 70 30 0.05 40 1.64 16.22

C 70 30 0.5 40 1.66 15.66

D 70 30 1.0 40 1.66 16.89

E 70 30 1.5 40 1.66 13.21

F 70 30 2.0 40 1.68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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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축압축강도 파괴 전 ⒝ 일축압축강도 파괴 후

그림 5.2.1 압축강도 측정

(1) 일축압축강도 측정값 - 클리놉틸로라이트+활성장석+포틀랜드시멘트

일축압축강도값 측정을 위하여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포틀랜드시멘

트(30%) 비율의 공시체를 제작한 후 고화제의 양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이 경우는 고화제의 양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값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클리놉틸

로라이트

(%)

활성장석

(%)
포틀랜드

시멘트(%)
고화제

(%)
W/B
(%)

밀도

(g/cm )

압축강도

(Mpa)

A

40 30 30 0 35

1.81

11.80

40 30 30 0 35 13.36

40 30 30 0 35 9.77

B

40 30 30 0.05 35

1.78

10.87

40 30 30 0.05 35 9.87

40 30 30 0.05 35 9.87

C

40 30 30 0.5 35

1.81

14.0

40 30 30 0.5 35 13.26

40 30 30 0.5 35 11.49

D

40 30 30 1 35

1.78

16.46

40 30 30 1 35 15.92

40 30 30 1 35 14.14

표 5.2.2 결합촉매의 배합비율에 따른 강도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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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축압축강도 측정값 - 클리놉틸로라이트+포틀랜드시멘트

일축압축강도값 측정을 위하여 클리놉틸로라이트, 포틀랜드시멘트의 다양한 비율과 

고화제의 양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시멘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강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며, 고화제가 없는 경우보다 고화제를 첨가한 경우 압축강도값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구분
클리놉틸로
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

고화제
(%)

W/B
(%)

밀도

(g/cm )
압축강도

(Mpa)

170825-A-1 90 10 50 1.73 0.43 

170825-A-3 90 10 50 1.69 0.46 

170825-A-4 90 10 50 1.71 0.76 

170313-F-4 90 10 0.05 70 1.52 2.57

170313-G-4 90 10 0.05 70 1.49 2.32 

170313-H-4 90 10 0.05 70 1.50 2.53 

170313-I-4 90 10 0.05 70 1.51 2.20 

170316-A-4 90 10 1.75 70 1.52 4.60 

170316-B-4 90 10 1.75 70 1.52 5.03 

170316-C-4 90 10 1.75 70 1.47 3.26 

170316-D-4 90 10 1.75 70 1.46 3.50 

160810-D-2 80 20 50 1.62 2.56 

170102-B-4 80 20 70 1.50 2.49 

170705-A-4 80 20 30 1.52 4.32 

170523-F-4 80 20 0.05 40 1.68 8.80 

170613-A-4 80 20 0.05 40 1.59 9.41 

170613-B-4 80 20 0.05 40 1.60 12.50 

170102-B-2 80 20 0.05 70 1.48 12.86 

160825-C-1 70 30 50 1.69 2.44 

160825-C-3 70 30 50 1.68 3.26 

160825-C-4 70 30 50 1.72 1.61 

170102-C-4 70 30 0.05 65 1.53 6.33 

170531-A-4 70 30 0.05 40 2.1 7.11 

170531-B-4 70 30 0.05 40 1.67 11.84 

170531-D-4 70 30 0.05 40 1.63 17.00 

170602-A-4 70 30 0.5 45 1.61 5.18 

170602-B-4 70 30 0.5 45 1.60 11.46 

표 5.2.3 결합촉매의 배합비율에 따른 강도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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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축압축강도 측정값 - 활성장석+포틀랜드시멘트

일축압축강도값 측정을 위하여 활성장석, 포틀랜드시멘트의 다양한 비율과 고화제의 

양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시멘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강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띠며, 고화제가 없는 경우보다 고화제를 첨가한 경우 압축강도값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구분
클리놉틸로
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

고화제
(%)

W/B
(%)

밀도

(g/cm )
압축강도

(Mpa)

170602-C-4 70 30 0.5 45 1.62 18.86 

170602-D-4 70 30 0.5 45 1.65 17.00 

170621-A-4 70 30 1 40 1.67 11.00 

170621-B-4 70 30 1 40 1.7 11.13 

170621-C-4 70 30 1 40 1.66 11.73 

170621-D-4 70 30 1 40 1.65 13.42 

170621-F-4 70 30 1.5 40 1.67 12.26 

170621-G-4 70 30 1.5 40 1.64 9.00 

170621-H-4 70 30 1.5 40 1.66 14.62 

170621-I-4 70 30 1.5 40 1.65 10.72 

170622-F-4 70 30 2 40 0.65 13.28 

170622-G-4 70 30 2 40 0.7 16.25 

170622-H-4 70 30 2 40 1.69 15.63 

170622-I-4 70 30 2 40 1.67 16.17 

170825-D-1 60 40 50 1.63 3.50 

170102-D-1 60 40 55 1.62 3.66 

170825-D-3 60 40 0.05 50 1.68 7.12 

170102-D-4 60 40 0.05 55 1.64 6.77 

170810-A-2 50 50 50 2.18 10.06 

170825-E-3 50 50 50 1.71 8.13 

171130-E-2 50 50 55 1.67 11.83 

171130-E-3 50 50 0.05 55 1.68 14.95 

170102-E-3 50 50 0.05 50 1.66 18.35 

170208-A-1 50 50 50 1.22 3.00 

170208-B-4 50 50 55 0.57 1.42 

170930-A-3 50 50 0.05 40 1.46 8.07 

170930-B-1 50 50 0.05 40 1.44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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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성

장석(%)
포틀랜드

시멘트(%)
고화제

(%)
W/B
(%)

밀도

(g/cm )

압축강도

(Mpa)

170901-A-3 90 10 50 1.71 0.48 

170920-A-1 90 10 50 1.39 0.47 

170826-A-4 90 10 50 1.34 0.41 

170106-C-4 90 10 0.05 45 1.76 1.40 

170831-A-3 90 10 0.05 50 1.7 1.13 

170515-A-4 80 20 30 1.47 2.68 

170515-A-8 80 20 30 1.42 2.62 

170515-C-4 80 20 30 1.15 0.36 

170515-C-7 80 20 30 1.13 0.44 

170515-B-5 80 20 0.05 30 1.43 3.76 

170515-B-8 80 20 0.05 30 1.46 3.03 

170515-D-5 80 20 0.05 30 1.33 2.60 

170515-D-7 80 20 0.05 30 1.31 2.40 

170515-E-1 70 30 30 1.5 4.63 

170515-E-4 70 30 30 1.5 4.91 

170515-H-4 70 30 30 1.19 1.72 

170515-H-8 70 30 30 1.25 1.46 

170515-F-5 70 30 0.05 30 1.55 9.47 

170515-F-8 70 30 0.05 30 1.57 8.47 

170515-G-1 70 30 0.05 30 1.29 3.03 

170515-G-5 70 30 0.05 30 1.28 3.17 

171111-A-2 60 40 50 1.34 2.86 

171111-B-3 60 40 40 1.20 2.02 

171004-C-1 60 40 0.05 45 1.40 4.06 

170831-D-3 60 40 0.05 50 1.67 6.10 

171218-1-1 70 30 115 1.20 3.5

171218-1-2 70 30 115 1.20 3.85

171218-1-3 70 30 115 1.20 3.79

171218-2-1 70 30 0.05 85 1.20 5.13

171218-2-2 70 30 0.05 85 1.20 4.36

171218-2-3 70 30 0.05 85 1.20 3.98

표 5.2.4 결합촉매의 배합비율에 따른 강도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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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축압축강도 변형률 데이터

일축압축강도 측정시 각 공시체에 대한 변형율 그래프를 산정하였다. 이는 최대강도

가 발생되는 시간에 대한 변형율을 확인 가능하며 파괴 후 재료원의 특성에 대한 그래

프의 변위정도를 관찰하였다.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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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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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40% 활성장석3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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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1.7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1.7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1.75%

클리놉틸로라이트90% 시멘트10% 고화제1.75%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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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80% 시멘트2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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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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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0.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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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1.5%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2.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2.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2.0%

클리놉틸로라이트70% 시멘트30% 고화제2.0%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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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05%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05%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05%

활성장석80% 시멘트20% 고화제0.05%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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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05%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05%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05% 활성장석70% 시멘트30% 고화제0.05%

다. 투수성능 개선

목표 단위중량 7.8~12.8 kN/㎥은 밀도 0.78~1.28g/cm와 동일한 값으로 계산되어진다. 
경량기포양의 조절을 통해 공시체의 밀도를 조절 가능하고 투수성능과 비례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투수실험은 경량 기포의 체적에 대한 투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경량기포의 양 

100ml 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투수실험을 위하여 자체 제작한 공시체 틀을 활용

하여 기표별로 공시체를 제작한 후, 자체 제작한 정수압 실험장치를 결합시키고 파이프

와 수위조절모터를 활용하여 수위를 계속 유지시켰다.
공시체 케이스의 벽면과 같이 공시체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의 누수를 최대한 막기 

위하여 틈새를 파라핀과 실리콘으로 밀봉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수행하였다.
경량기포의 양에 따른 밀도값과 투수성능값은 표 5.2.2와 같다. 재료원은 클리놉틸로

라이트+포틀랜드시멘트, 활성장석+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로 분류하여 배합비를 산정하

였다. 경량기포의 양에 따른 수리전도도 실험 수행 결과 최대 × cm/sec(밀도 

0.566)의 수리전도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대 수리전도도를 보이는 공시체의 

경우, 1차년도 결과 대비 10배 이상 투수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표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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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경량기포의 양에 따른 수리전도도 측정 결과

라. 배합비 및 제조 방식에 따른 내구성 평가

슬레이크내구성시험(Slaking Test)은 Franklin and Chandra(1972)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암석의 풍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 된다.
풍화작용에 대한 암석의 저항성을 측정하는 것은 암석의 풍화 정도를 결정하고 앞으

로의 풍화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슬레이크 내구성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멘트 혼합토의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이 시험은 1회 또는 2회의 건조 및 습윤을 반복한 후, 시료의 연화 또는 붕괴에 의한 

저항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ASTM규격(ASTM D 4644)을 적용하여 각 공시체에 대한 내구성 지수 산출, 클리놉틸

로라이트 및 다공질장석과 시멘트 등 혼합된 공시체의 내구성을 평가 하였다.
각 배합비에 따른 공시체의 제작, 모형에 따른 슬래이킹 테스트를 구분하여 흡착필터

의 내구성 지수를 산정 하였다.

구분

클리놉틸

로라이트

(%)

다공질장

석(%)
시멘트

(%)
고화제

(%)
경량기포

(ml)
W/B
(%)

밀도
수리전도도

(cm/sec)

A 70 30 80 1.13 4.19E-04

B

90 10 250 60 0.72 8.91E-02

90 10 300 60 0.51 3.21E-02

90 10 350 60 0.52 1.40E-03

C

90 10 100 40 1.33 4.46E-03

90 10 150 40 1.26 4.28E-03

90 10 200 45 1.14 4.19E-03

D

90 10 300 70 0.72 7.21E-04

70 30 300 70 0.62 7.35E-04

50 50 300 70 0.77 7.43E-04

E 80 20 150 50 1.02 2.19E-04

F

70 30 0.05 162.46 40 0.615 2.45E-02

70 30 0.05 127.01 40 0.664 7.33E-03

70 30 0.05 144.73 40 0.587 3.82E-03

70 30 0.05 144.73 40 0.566 1.43E-02

70 30 0.05 127.01 40 0.664 4.1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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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킹테스트 

 

⒝ 공시체 건조무게 ⒞ 흡착필터_블럭형 ⒟ 흡착필터_펠렛형 

그림 5.2.2 내마모성 실험(Slaking Test)

표 5.2.6 제조 방식에 따른 배합비

구분
클리놉틸로 
라이트(%)

다공질 
장석(%) 시멘트(%) 석고β(%)

A

블럭형

75 - 20 5

B 60 20 20 -

C 80 - 20 -

D 펠렛형 70 10 20 -

각 형태(블럭형, 펠렛형)에 대한 공시체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슬래이크내구성시험 장치는 2mm 표준 mesh로 제작한 길이 100mm, 직경 140mm의 원

통형 드럼(drum)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럼의 하부 약 40mm까지 물을 채워 잠기게 한 후, 드럼의 회전 속도는 10분간 200 

Rpm으로 회전시켜 2회에 걸쳐 실험을 수행했다.
슬래이킹 실험 후 6시간 이상 105도 이상 건조하여 각 공시체 건조 중량(Final Weigh, 

FW)을 측정하였고, 슬래이킹내구성지수(Slaking durability index)는 Gamble(1971)이 제안

한 내마모성 지수를 평가하였다. 슬레이크내구성지수(Slaking durability index)  은 식

(5.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 실시한 회수에 따라   또는 

  로 표시하며 표 5.2.4와 같이 암석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다.

   초기 건조중량 
회 실시 후의 건조중량 

×      (5.2.1)

  


×         (5.2.2)

(A= Weight of sample +weight of empty drum, B = mass of drum plus oven-dried samle 
before the first cycle(gm), C = mass of drum(gm))

Durability index by Gamble(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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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ame % weight retained after one 
10min cycle, dry weight basis

% weight retained after two 
10min cycle, dry weight basis

Very high durability >99 >98

High durability 98-99 95-98

Medium high durability 95-98 85-95

Medium durability 85-95 60-80

Low durability 60-85 30-60

Very low durability <60 >30

표 5.2.7 슬래이킹내구성지수(Durability index by Gamble(1971))

구분
초기

건조무게(g) 1차 건조무게(g) 2차 건조무게(g) 총 잔여율(%)

블럭형

A 95.42 87.81 79.06 93.33

B 137.4 124.93 115.87 84.33

C 124.72 109.83 108.11 86.68

펠렛형 D 145.31 144.89 143.25 98.29

표 5.2.8 제조방식에 따른 슬래킹내구성 실험 결과 

슬래이킹내구성지수(Slaking durability index)에 따르면 블록형 흡착필터(A, B, C)는 

Medium high durability의 비교적 높은 내구성을 갖고, 펠렛형 흡착필터(D)는 특히 Very 
high durability로 가장 높은 등급의 내구성지수 값을 가진다.

마. 흡착성능

회분식 시험(Batch experiment)을 통해 중금속(Cd, Pb, Cu, As)의 흡착 성능을 평가 하

였고, 공시체로 제작한 흡착를 재 분쇄한 후 항온진탕기에서 20℃, 150rpm의 속도로 흡

착반응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24시간 반응시켰다.
시간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마다 상등액 일부를 채취한 

후 0.2㎛ nylon 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계(Optima 
8300, PerkinElmer)를 이용하여 잔류농도를 분석하였다.
등온흡착과 동적흡착 시험을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흡착필터 1은 클리놉틸로라이트 70%, 시멘트 30%의 비율로 제작한 공시체를 다시 분

쇄 후 분말을 제조하였고, 흡착필터 2는 클리놉틸로라이트 40%, 다공질장석 30%, 시멘

트 30% 비율로 제작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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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료명 비율(%)

흡착필터 1
클리놉틸로라이트 70

시멘트 30

흡착필터 2
클리놉틸로라이트 40

다공질장석 30
시멘트 30

표 5.2.9 흡착필터 제작에 사용된 상세 배합비

⒜ 흡착필터 공시체 제작 ⒝ 동적흡착 시험 교반 ⒞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계

그림 5.2.3 회분석 시험(Batch Experiment) 

(1) 등온흡착실험

흡착재와 중금속 시료의 비율은 1:10 이고, 시료의 농도를 중금속 농도기준의 1배수, 
5배수, 10배수, 100배수로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홉합용액은 중금속 4종 각 100mg/L을 혼합한 시료와 흡착재를 교반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5.2.4 등온흡착실험 단일 용액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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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등온흡착실험 혼합 용액 반응

항목 Cd Pb Cu As

먹는물분석 수질기준 0.005 0.01 1 0.01

지하수수
질기준
(2017)

생활용수 0.01 0.1 0.05

농어업용수 0.01 0.1 0.05

공업용수 0.02 0.2 0.1

표 5.2.10 지하수 유해물질 기준

(단위: mg/L)

극한조건인 100ppm, 1000ppm적용: 공업용수 기준의 Cd 5,000~50,000배, Pb 500~5,000
배, Cu 25,000~250,000배, 비소 1,000~10,000배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하수 유해기준의 공업용수 기준의 1, 2, 5, 10, 50, 100배 적용한 회분식 실험의 상

등액에서 중금속이 불검출되어 100% 흡착률을 보였다.
4종의 중금속과 흡착재 1과의 1배수, 5배수, 10배수, 100배수 분석결과, Cu, As에서 검

출, 나머지 2종의 중금속은 모두 흡착되어 검출되지 않았다.
Cu는 1배수, 5배수, 10배수에서 모두 흡착, 100배수 시험 시 98.25% 흡착되었다.
As는 1배수, 5배수에서 모두 흡착, 10배수 흡착 시 82.40%, 100배수 시험 시 48.29% 

흡착되었다.
중금속 농도 기준 배수에 따라 흡착재 1과 교반시 Cd, Pb, Cu에서 흡착능이 높고, As

는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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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흡착재 양에 따른 흡착율 평가

그림 5.2.7 중금속 현탁비율에 따른 잔류 중금속 비율

흡착재를 0.5%, 2.5%, 10.0% 현탁하여 흡착 성능을 평가 하였다.
0.5%에서 Cd은 80% 이상 제거되었으며, Pb, Cu, As는 제거효율이 낮게 나왔으며,
2.5%의 경우 Cd, Cu는 100% 흡착되며, Pb, As도 높은 흡착성능을 보였다.
흡착재 10%의 경우 As를 제외하면 100% 흡착 성능을 보여주었다.
흡착재 1, 2를 100, 1000ppm 용액에 1:10 비율로 현탁했을 경우, Cd, Pb는 100% 흡착

되었다.
Cu는 흡착재 2를 1000ppm용액에 반응 시 99.9% 흡착하였다.
As는 100ppm의 경우 흡착재 1, 2에서 각각 92.8%, 99.9% 흡착하며, 1000ppm에서 각각 

54.8%, 78.2% 흡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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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재 1과 2 모두 Cd, Pb, Cu의 흡착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As의 경우, 다
른 중금속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흡착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온흡착 시험의 결과 흡착재 1보다 흡착재 2의 흡착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된다.

(2) 동적흡착실험

중금속에 대한 흡착재의 흡착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시간에 따른 동적흡착성능실

험을 수행하였다.
1,000mg/L의 중금속 및 혼합용액 200mL에 흡착재 20g을 넣고 교반한 뒤, 10, 30, 60, 

180, 360, 720, 1440 분 반응 후 상등액 10mL를 추출하여 잔류 농도를 측정하였고 유사

이차모델을 이용해 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5.2.8 단일용액반응_흡착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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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단일용액반응_흡착재 2

그림 5.2.10 혼합용액반응_흡착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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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혼합용액반응_흡착재 2

반응 시간에 따른 잔류 농도를 흡착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흡착재 1에서 

비소(As)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Cd, Pb, Cu)은 반응 후 10분 이내에서 거의 전량이 흡

착되며 비소 역시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착량이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흡착재 2의 경우 10분 경과시 모든 원소에 대해 거의 전량이 흡착되며,  합용액에 대

한 반응 역시 흡착재 1, 2에 대해서 비소(As)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Cd, Pb, Cu)은 반

응 후 10분 이내에서 거의 전량이 흡착되나, 비소의 경우 흡착재 2에서는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10분 이상 경과) 98% 이상 흡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동일 반응비

와 반응시간 대비 흡착재 2의 흡착성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바. 해양미세조류 응집반응 실험

(1) 기존의 화학 응집 반응의 문제점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응집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응집제를 이용한 응집방법은 미세조류종 마다 응집효율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응집제

에 대한 최적의 응집 조건이 필요함을 전제하였다.
특히 해양미세조류의 경우 해수의 높은 이온강도로 인해 응집 반응 시 무기 응집제

(Al2(SO4), Fe2(SO4))S는 고분자 응집제에 비해 5~10배 이상의 양이 필요한 단점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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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제 종류 Chitosan(유기응집제) Al2(SO4) CaCl2 PAM(고분자)

필요한 양 0.005-0.02%, 0.1-0.2 % 0.05-0.3% 0.001%-0.008%

표 5.2.11 응집제 종류에 따른 최적 응집 조건

- 무기 응집제 : 응집반응 후 미세조류 배양액에서 분리가 어렵고 독성 때문에 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다.
- 아크릴아마이드계의 고분자 응집제 : 독성의 문제점과 해양미세조류종은 해수의 높

은 이온 강도로 인하여 응집제 구조가 변형되어 응집 효율이 감소 되는 단점이 있다.
- 유기 응집제 : 응집효율은 좋고 응집반응 시에 적은 양이 필요하며 생분해가 가능

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지만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다.

(2) 클리놉틸로라이트를 이용한 해양미세조류 응집반응실험

Microalga:Tetraselmis 조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반응시간은 10분이며, 응집

제(CT80%+CE20%)는 클리놉틸로라이트(80%)와 시멘트(20%)로 제작한 흡착필터를 분쇄 

후 파우더를 이용하였다(그림 5.2.12).
장점으로는 응집 반응 후 미세조류 배양액에서 응집제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재활용이 

되므로 경제적이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높은 이온 강도를 지니는 해양미세조류종도 클리놉틸로라이트를 이용하여 효

율적으로 응집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점으로는 응집제(CT80%+CE20%)를 분쇄하면 미세한 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현장처

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분쇄 입자크기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미세가루 문제는 실험을 통해 블록형과 펠렛형의 내구성이 강한 응집제

로 제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가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① 0 %

② 0.001 %

③ 0.1 % (흡착침전)

④ 0.5 % (흡착침전)

⑤ 1 % (흡착침전, 상층액이 탁해짐)

그림 5.2.12 해양미세조류 응집반응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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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흐름 조건에서 흡착필터의 중금속 흡착

흡착필터에 구리, 아연, 납으로 오염된 유량을 주입하여 흐름조건에서의 중금속 흡착 

능력과 투수능력을 관찰하기 위해 KIOST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5.2.13).
필터 규격으로 직경 35mm, 높이 70mm 원통형 시편을 사용하였고, 유량 주입조건은 

3ml/min 으로 두었다.
대상오염물질은 50ppm 구리(Cu), 아연(Zn), 납(Pb)을 사용하였다.

⒜ 흡착실험 모형 ⒝ 흡착수 공시체

그림 5.2.13 흐름조건에서의 중금속 흡착 실험

공시체의 녹색 부분과 갈색으로 변한 부분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공

동실험실습관의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HORIBA)가 부착된 주사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700, HITACHI)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으로 변한 부분은 용액으로 사용한 구리, 아연, 납의 함량이 높게 나타

났으며, 갈색으로 변색된 부분은 Fe의 함량이 높고, Ca의 함량이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실험에서 원래의 색을 보존하고 있던 부분의 경우에도 구리, 아
연, 납의 함량이 일정 부분은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색은 변하지 않았으나 

일정부분 필터링에 의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 row
n

green

g r e y ( n o 
change)

그림 5.2.14 시편의 중금속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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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영상과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분석을 수행하였고, 시편의 

Grey, Green, Brown 부분의 양이온 및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시편의 Green 부분에서의 양이온 및 중금속 농도는 백분율로 Cu 8.83%, 

Zn 9.66%, Pb 6.61%로 나타났다.
Brown 부분에서는 Cu 와 Pb 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Zn 만 0.51% 검출되었다.
Grey 부분에서는 Zn 2.88% 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보였으며, Cu와 Pb는 각각 0.88% 

및 0.82%를 차지했다.

Green

표 5.2.12 시편의 Green 부분 SEM/EDS

Element Weight% Atomic%

O 42.49 66.16

Mg 1.05 1.08

Al 4.59 4.24

Si 16.01 14.20

Cl 0.52 0.36

K 0.52 0.33

Ca 7.59 4.72

Ti 0.27 0.14

Fe 1.87 0.83

Cu 8.83 3.46

Zn 9.66 3.68

Pb 6.61 0.80

표 5.2.13 시편의 Green 부분의 양이온 및 중금속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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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표 5.2.14 시편의 Brown 부분 SEM/EDS

Element Weight% Atomic%

O 55.14 71.93

Mg 1.10 0.95

Al 4.46 3.45

Si 18.11 13.46

Cl 0.17 0.10

K 0.93 0.50

Ca 14.52 7.56

Ti 0.12 0.05

Fe 4.95 1.85

Cu - -

Zn 0.51 0.16

Pb - -

표 5.2.15 시편의 Brown 부분의 양이온 및 중금속 농도 

Grey

표 5.2.16 시편의 Grey 부분 S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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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O 51.29 69.49

Mg 1.19 1.06

Al 3.96 3.18

Si 17.70 13.66

Cl 0.34 0.21

K 0.79 0.44

Ca 18.30 9.90

Ti

Fe 1.84 0.72

Cu 0.88 0.30

Zn 2.88 0.96

Pb 0.82 0.09

표 5.2.17 시편의 Grey 부분의 양이온 및 중금속 농도

2. 흡착필터 프로토타입 설계

가. 재료원과 적정배합비에 따른 필터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설계

경량기포와 각 재료원들의 특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배합비를 고려하여 흡착필

터로써의 최대 기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장 적용 시 최대 투수성능 구현 및 압축강도 최

대 발현을 위한 실험 검토 및 시공,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내구성과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프로토타입 흡착필터는 부유식 플로트와 흡착필터, 저유조의 해수 유입 펌프, 전원장

치로 구성된 프로토타입 설계 및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흡착필터는 네 개의 빈을 설치

하고 저수조 하부에 흡착 및 여과된 해수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상부의 오염수가 여과

조(빈)로 유입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장비 중앙에는 태양전지(solar cell)
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공급 장치를 사용하도록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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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모식도(평면도)

그림 5.2.16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모식도(측면도)

나. 현장설치 모형

해양환경(파랑, 조석, 풍랑 등)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적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 시범적

용 가능한 여과조 도면을 작성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흡착필터가 담길 여과조 

부분의 무게를 고려하여 여과조 주변으로 폰튠을 설계하고 여과조 내부에 물을 공급해

줄 모터장치를 연결하였다.
향후 하수처리장, 저수지 등의 폐쇄 내지 반폐쇄 환경에 시범적용을 계획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와 기능으로 프로토타입 설계를 고려하고 있다. 부유식 플로터는 상용화된 

폰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여과조는 일 처리기준 2,000㎥를 대상으로 여과조와 배수

펌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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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7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도면_1

그림 5.2.18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도면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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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9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폰튠(계류장) 도면

다. 프로토타입 시범 적용

제작한 프로토타입 흡착필터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통영해

상과학기지 내에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설치 및 시범운영을 하였다(그림 5.2.20). 
적조 저감장치의 여과조 내부에는 펠렛형 흡착필터 200kg을 투입 후 설치하였다.

그림 5.2.20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폰튠 현장 설치 및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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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감장치 설치 흡착필터 변화 관찰(약 60일간 설치)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설치 일자: 2017년 09월 15일에 프로토타입 흡착필터를 현장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 11월 15일에 프로토타입 흡착필터를 해체하였다.
설치 및 시운전을 통해 프로토타입 내에 부착된 흡착필터의 내구성 및 양이온 흡착정

도를 확인하였다.

⒜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설치 전 ⒝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설치 후

그림 5.2.21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 흡착 전 ⒝ 흡착 후

그림 5.2.22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실체현미경 관찰

(1) 흡착필터 화학분석 비교

구분 pH EC(㎲/㎝) TDS(g/L) Salinity(ppt)

흡착펠렛 설치 전 12.52 1863 1.3 1.2

흡착펠렛 설치 후 11.69 3460 2.4 2.1

표 5.2.18 흡착필터 시료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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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필터 설치 전과 설치 후로 시료를 분리하여 건조한 후, 화학분석 시료를 제작하

였고 각각에 대해 pH, EC, TDS, Salinity를 분석한 결과, 해양에 설치한 폰튠에서 회수한 

흡착펠렛은 EC, TDS, Salinity가 약 2배 증가했고, pH는 약 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흡착필터 ICP 양이온분석 비교

중금속(Cd, Pb, Cu, As)에 대한 ICP-OES(Perkin Elmer, Optima 8300DV) 양이온분석을 

한 결과 흡착펠렛의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중금속 함량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수의 경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매질에 대해 매우 적은 양의 흡착필터 공시체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출된 중금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차년도 프로토타입 시범적용 

시 하수처리장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실험을 수행한다면 중금속 흡착량의 확인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Cd Pb Cu As

Conc. 
(ppm)

RSD 
(%)

Conc. 
(ppm)

RSD 
(%)

Conc. 
(ppm)

RSD 
(%)

Conc. 
(ppm)

RSD 
(%)

흡착펠렛 설치 전 N.D. - N.D. - N.D. - N.D. -

흡착펠렛 설치 후 N.D. - N.D. - N.D. - N.D. -

표 5.2.19 중금속(Cd, Pb, Cu, As)에 대한 양이온분석 결과

(3) 흡착필터 단면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해수에 투입된 흡착필터 공시체의 단면을 입자 배열, 조직 관찰이 가능한 고배율의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공시체 입자의 배열, 표면구조, 중금속의 부

착상태, 중금속의 부착 정도를 관찰하였다. 흡착 전(a)의 경우 입자 표면이 매그러운 형

태를 보이나 흡착 후(c)의 경우, 공시체의 표면이 매우 거친 형태를 보이며 이는 깎여나

간 상태가 아니라 이물질이 부착되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 주사전자현미경 ⒝ 흡착 전 ⒞ 흡착 후

그림 5.2.23 프로토타입 흡착필터 구조 관찰(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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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립지반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연직배수공법 개발

1.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

해상 최종처리장에서의 매립지반 조성은 육상매립지와 달리 수중 침강에 의해 매립된

다. 초기 매립단계에서는 안정화되지 않은 연약지반의 상태이므로 향후 매립지반을 활

용하기 위한 구조물 등의 축조시에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밀을 촉진하여 지반의 침

하를 조기에 유도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매립호안의 역학적,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유수 등이 호안 외부로 침출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수 등의 수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기물의 소각재

는 고형화 및 안정화 처리를 하지만 오염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매립지반 내 지하

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반 조기안정화와 매립지반 내 지하수위 관리, 간극수 오염물질 

정화가 가능한 반응성 배수공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연약지반 안정화공법인 연직배

수파일에 반응성 매질을 설치하여 매립지반내 보유수 순환을 통한 잔존 오염물질  제거

가 가능하며, 매립지반 내 지하수위가 과다하게 상승할 경우 집배수관 등을 통해 지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매립지반 조기안정화에 활용되는 연직배수공법과 오염

된 지하수를 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투수성 반응벽체 공법(PRB, permeable reactive barrier)
를 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3.1 반응성 배수공법 적용 개념

작동원리는 상부 성토 혹은 진공압에 의해 매립지반 내의 간극수를 투수성이 좋은 배

수파일로 유도하고 반응성 매질에서 반응 체류시간을 통해 오염물질이 흡착, 침전 등의 

기작에 의해 정화된 후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응성 컬럼형 배

수공법에서 배수되는 간극수의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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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폐기물 소각재 매립지반 특성 평가

가. 개 요

(1) 폐기물 소각방식

(가) 화격자 소각방식

화격자 소각은 폐기물의 이송과 함께 연소공기의 공급을 통해 850~950°C의 온도에서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송과 혼합을 위한 운동을 하며 화격자 상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은 

건조, 연소, 후연소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소각 후 남은 소각재는 미연물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처리를 해야 한다.

그림 5.3.2 화격자 소각방식의 일반적 구조

(나) 열분해용융 소각방식

열분해 용융로는 폐기물을 500~600℃범위에서의 열분해 이후에 1,250℃ 이상의 용융

로에서 잔여 폐기물을 슬래그화 시키는 장치로서 매립처분해야 하는 바닥재 대신 무해

화된 슬래그를 발생시키는 소각방법이다. 열분해 과정은 무산소 또는 저산소에서 가열

하여 열분해하게 되며 열분해로에서는 휘발성 물질들이 탈휘발하며 폐기물은 차르(char)
성분이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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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열분해 용융방식의 일반적 구조

(다) 유동상 소각방식

유동상식 연소장치는 투입된 폐기물이 유동매체와 함께 균일하고 안정된 유동화가 일

어나면서 소각재가 원활히 배출되는 방식이다. 유동층을 유지시켜주는 산기장치로 아래

로부터 불연물을 꺼내는 불연물 배출장치, 배출된 유동매체 속에 혼재하는 불연물을 선

별하는 불연물 선별기, 그리고 유동매체를 로내로 반송하는 유동매체 순환장치로 구성

되어 있다. 적정한 연소상태를 위해서는 적당한 유동층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유동층 

상부의 적정한 연소공간이 있어야 하며, 불연물 등이 쉽게 소각로밖으로 배출되어야 한

다. 소각재는 건조상태로 배출되며 별도로 가공하여 건축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3.4 유동상식 소각방식의 일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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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격자 소각방식 열분해 용융 소각방식 유동상식 소각방식

연소

온도

- 850도 ~ 950도
- 수분함량 및 발열량이 적은 
폐기물 연소식 보조버너 
사용

- 열분해: 500~600도
- 용융: 1250도 ~1600도

- 800도 ~ 900도
- 수분함량이 많은 슬러지나 저
발열량 생활폐기물일 경우 보
조 버너 사용

전처리
대형폐기물을 제외하고는 파
쇄를 필요로 하지 않음

폐기물을 절단 파쇄할 필
요가 있으며 정량투입이 
필요

균일한 연소조건을 만들기 위
해서 폐기물의 정량공급이 필
요하며 따라서 파쇄가 필요

소각

잔사

처리

- 소각잔사에는 미연물이 혼
합되어 있어 불씨를 끄기 
위한 살수를 해야 하고 
재처리를 습식으로 해야함

- 소각재의 재활용이 어렵고 
매립처리 해야 함

- 급랭시키면 직경 2~3cm의 
모래로 완냉시키면 slag
덩어리로 배출

- 유기물(철,알루미늄)은 별
도 과정을 통해 철과 알
루미늄으로 자체분리 회
수됨

- 소각잔사는 건조상태로 배출
되며, 재, 철분 및 불연물로 
분리배출

- 철분 등 유기물은 별도 매각
처리가 가능하며 재와 불연
물은 별도 가공하여 건축자
재들에 재활용 가능

표 5.3.1 폐기물 소각방식 비교

자료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 해설서(개정본), 환경부(2012. 10)

(2)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소각의 목적은 유해한 혹은 유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농축

하는 동시에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유해물질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을 

소각에 의해 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부피를 약 10분의 1정도로 감소가 가능하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 내 함유된 가연성 물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으로써 무기물의 소각재가 남

게 되며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매립하거나 건설재료로 재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소각재는 소각로 바닥으로 배출되는 바닥재(Bottom ash)와 연소가스속에 함유된 분진

을 포집 제거하는 비산재(Fly ash)로 구분된다. 비산재는 납,카드뮴,아연 등과 같은 중금

속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포함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다. 바닥재의 경우는 금속 유리 토사 등의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정화 고형화 

처리후 약 90%는 매립하고 약 10%는 재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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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반입량

(톤)
바닥재 

발생량(톤)

바닥재 처리방법(톤) 바닥재 처리율(%)

매 립 재활용 매 립 재활용

강 남 250,677.320 31,883.860 31883.86 100 0
고 양 70,823.870 0.000 - -
광 명 82,431.900 13,247.650 2681.45 10566.2 20 80
구 리 50,391.930 6,632.840 6632.84 100 0
군 포 35,919.420 4,314.110 4314.11 0 100
김 해 49,620.290 8,518.370 8518.37 100 0
노 원 184,489.270 25,315.370 25315.37 100 0
대 전 103,191.130 23,098.050 23098.05 100 0
마 포 206,587.570 31,583.130 13838.16 17744.97 44 56
명 지 109,756.680 18,555.560 18555.56 100 0
부 천 79,892.931 14,906.900 14906.9 100 0
상 무 88,301.930 18,337.530 18337.53 100 0
성 남 130,627.980 16,717.810 16717.81 100 0
성 서 133,768.310 29,146.020 29146.02 100 0
송 도 131,437.180 18,534.780 18534.78 100 0
수 지 24,350.100 1,267.360 1267.36 100 0
수 원 175,501.850 17,445.790 17445.79 0 100
아 산 66,025.980 10,316.170 10316.17 100 0
안 산 60,658.920 8,929.130 8929.13 100 0
안 양 66,828.250 10,879.140 10879.14 100 0
양 산 25,215.730 0.000 - -
양 천 108,942.140 15,915.400 15915.4 100 0
용 인 55,361.120 7,836.230 7836.23 100 0
울 산 201,097.030 40,110.560 40110.56 100 0
의정부 51,384.090 6,847.580 6847.58 100 0
이 천 79,599.690 11,745.290 11745.29 100 0
익 산 63,660.840 14,286.010 14286.01 100 0

인천공항 24,232.320 787.050 787.05 100 0
전 주 85,474.640 12,654.600 12654.6 100 0

제주산북 49,218.160 3,745.200 3745.2 100 0
창원마산 53,993.170 8,218.850 8218.85 100 0
창원성산 101,691.740 17,193.510 17193.51 100 0
천 안 61,429.140 11,056.250 11056.25 100 0
청 라 132,046.860 22,343.280 22343.28 100 0
청 주 68,423.600 11,660.290 11660.29 100 0
춘 천 53,296.704 8,378.910 8378.91 100 0
파 주 27,221.590 2,030.630 2030.63 100 0
해운대 54,317.660 7,038.760 7038.76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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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생활폐기물 바닥재 발생량 및 처리방법(2014년)

자료 : 2014 전국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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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각재 물리적･역학적 특성 평가

(1) 개요

해상 최종처리장 매립지반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립비율이 높고 무기물인 생활폐

기물 소각 바닥재를 대상으로 하여 실내실험을 진행하였다. 유동상식 소각 바닥재는 재

활용 비율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소각 바닥재는 수도권 내에 위치한 

화격자 소각에 의한 바닥재 2곳, 열분해 용융 소각에 의한 소각재와 slag를 채취하였다. 
소각재의 기본 물성 및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표 

5.3.3에 정리하였다.

구분 실내실험 비 고

대상시료
- 화격자 소각방식 2개소 소각재
- 열분해 용융방식 1개소 slag 및 소각재

기본물성 및 
물리적 
특성분석

- XRF분석
- 체가름시험
- 비중시험
- 상대밀도 시험 

체가름시험(KS F 2302)
비중시험(KS F 2308)

수중침강 
매립특성 분석

- 수중침강실험
- 투수실험

역학적 
특성분석

- 정수위 투수시험
- 다짐시험
- 압축시험
- 직접전단시험

투수시험(KS F 2322)
다짐시험(KS F 2312)
직접전단시험
(KS F 2312)

표 5.3.3 소각재 특성평가 연구내용

(2) 기본물성 및 물리적 특성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성분분석(XRF분석), 체가름시험(KS F 2302, 2002), 비중시험(KS F 2308, 2006), 상대밀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다음 그림 5.3.5에 채취한 소각재의 성상을 나타내었으며, 대상 소각

재에 대하여 기호로 표시하였다. 소각재 C 바닥재의 경우 불연성의 철편류, 유리류 등이 

주성분으로서 입도가 크고 일반 흙의 성질과는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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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 A 소각재 B

성상

(a) 화격자 소각방식 소각재

소각재 C

성상

슬래그 바닥재

(b)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재

그림 5.3.5 생활폐기물 소각재 성상

소각재의 성분분석을 위해 XRF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3.4와 같다. 
성분분석에 의하면 CaO, SiO2가 약 58~63%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SiO2 Na2O MgO Al2O3 P2O5 SO3 Cl K2O CaO TiO2 Fe2O3

A 13.51 3.51 1.34 13.42 7.84 1.07 3.02 1.34 48.87 1.09 3.20

B 19.3 4.62 1.61 13.27 6.61 1.92 3.60 2.73 38.27 1.34 4.97

C* 27.71 3.5 1.68 11.45 5.58 0.15 0.08 0.50 35.09 1.59 11.06

표 5.3.4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성분분석 결과

* 소각재 C : slag

표 5.3.5는 문헌자료에 있는 소각재의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실험에 적용된 

소각재 3시료와 유사하게 CaO, SiO2 함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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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은 체가름 시험에 의해 나타난 소각재의 입도분석 결과이다. 통일분류법

(USCS)으로 분류한 결과 양입도의 모래 또는 빈입도의 모래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험에 적용된 소각 바닥재의 경우 모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며, 기존의 

연구결과(그림 5.3.7,그림 5.3.8)에서도 모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격자 소각방

식으로 소각시킨 소각재 A와 B가 각각 양입도와 빈입도의 모래인 것으로 나타나 소각

방식이 소각재의 입도분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각 바닥재의 

비중은 화격자 소각방식의 경우 일반적인 모래의 비중(2.6~2.8)보다 약간 낮으며, 열분해 

용융방식은 일반 모래의 비중보다 높다. 소각재의 성분중 산화철(Fe2O3)성분이 많을수록 

큰 비중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각재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열분해 용융방

식의 소각재에서 화격자 소각방식의 소각재에 비해 산화철 성분이 많게 나타났다. 또한, 
열분해 용융방식은 1,200℃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시켜 슬래그화된 바닥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각재 C 슬래그의 비중의 경우 모래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소각재 

1
소각재 

2
소각재 

3
소각재 

4
소각재 

5
소각재 

6
소각재 

7

소각재 입도분포(mm)

30~10
10~
4.75

4.75~
0.15

0.15
미만

SiO2 19.5 28.24 23.03 22.73 23.24 15.99 15.69 59.38 51.21 31.28 15.75

Al2O3 10.53 9.32 8.49 8.41 4.7 7.14 9.61 7.21 6.43 8.97 11.16

TiO2 1.34 1.33 6.38 6.86 2.46 3.62 2.25 0.38 0.38 0.96 1.13

Fe2O3 7.54 7.3 10.22 10.48 8.75 4.28 5.5 4.94 6.85 10.68 6.4

MgO 1.61 1.65 2.11 2.06 1.78 2.22 1.55 1.38 1.82 1.75 2.05

CaO 27.15 24.13 35.29 34.67 31.95 37.37 32.07 9.64 14.42 19.5 25.47

Na2O 7.83 9.62 2.67 2.62 2.55 1.4 2.08 4.37 4.83 3.21 2.39

K2O 2.35 3 1.85 1.64 1.24 0.97 1.34 1.18 1.12 1.4 1.54

MnO 0.43 0.25 0.92 0.92 0.45 0.49 0.34 0.05 0.22 0.16 0.25

P2O5 6.36 5.65 1.89 1.8 2.87 1.51 2.27 2.01 4.31 6.41 5.46

Zn - - 4.36 5.42 - - - - - - -

BaO - - 1.77 1.57 - - - - - - -

SrO - - 1.02 0.81 - - - - - - -

Cl 2.3 2.6 0.01 0.003 - - - - - - -

ZnO - - - - - - - 0.37 0.52 1.09 1.12

비고
(출처)

안지환 등
(2001)

이우찬 등 
(2014)

소각재(바닥재) 
재활용사업 타당성조사 

요약보고서 (2003)

무기성 폐기물의 복합처리에 
의한 토건재료 제조기술 개발 

보고서 (2010)

표 5.3.5 생활폐기물 소각재 성분분석 결과(문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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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입도분포곡선

소각방식
화격자 소각방식 열분해용융방식

비고(모래)
소각재 A 소각재 B 소각재 C

비중 2.52 2.56 2.91(slag) 2.6~2.8

분류(USCS) SW1) SP2) SW1)

표 5.3.6 소각재의 기본물성

1) 입도가 양호한 모래
2) 입도가 불량한 모래

그림 5.3.7 소각재 체가름시험 결과(문헌자료) 그림 5.3.8 소각재 체가름시험 결과(문헌자료)

자료 : 소각재를 이용한 다공성 보도블럭 

제조기술 개발 보고서(2003)
자료: 도시생활폐기물 소각재의 건설재료로서 

재활용 방안 보고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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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각재 역학적 특성

(가) 수중침강특성

해상 최종처분장은 호안 내부에 보유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해상 최종처분장 내 수면위에서 수중으로 소각재 등의 폐기물을 투입함으로써 매립

이 진행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매립지반의 거동예측 및 조기안정화 공법 적용을 위해

서는 수중 침강에 의해 형성된 소각재 매립지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침강특성을 평가하고 수중 침강에 

의해 형성된 초기 매립지반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그림 5.3.9와 같이 직경 10.3cm, 높이 100cm의 원형컬럼을 제작하여 인공해수

를 60cm높이까지 채운 후, 19mm체를 통과하는 소각재 3kg를 자유낙하하여 매립층이 조

성되도록 하였다. 매립층에 대하여 간극비, 건조밀도 등 기본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수중침강에 의해 형성된 소각재 매립층에 대하여 컬럼하부의 유출구를 통해 간극수가 

일정한 속도로 배출되도록 유도하여 투수실험을 수행하였다. 투수실험 방법은 일정량

(10cm)씩 수위를 하강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변수위 투수실험을 적용하였다.

그림 5.3.9 침강실험장치 개념도

침강실험에 의한 소각재의 침강형태를 구분하여 그림 5.3.10에 제시하였다. 수중에 낙

하된 소각재는 큰 입자의 경우 즉시 침강되어 퇴적됨과 동시에 현탁액의 부유물질이 침

강되는 응집침강형태)가 나타났다. 분산-응집침강이 완료되기까지는 20~30분이 소요되었

으며 수중과 매립고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구간침강은 1일 이내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후 7일동안 침강특성을 관찰한 결과 매립층 높이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압밀침강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강특성을 확인한 후 하부 유출구로 지반내의 간극수

를 배수시켜 매립지반의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육안으로 관찰시 간극수 배수와 동시에 

즉시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재 A,B,C모두 매립고의 약 2%가 침하되었다. 
일반 모래의 침하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재 C(slag)의 경우 소각재 A와 B
에 비해 침강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립층이 조밀하게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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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격자 소각로에서 발생된 소각재보다 열분해용융방식에서 발생한 slag는 소각방식 차이

에 따라 비중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10 소각재의 수중침강 형태

다음 표 5.3.7에 수중침강된 소각재 매립층의 초기상태를 간극비, 상대밀도, 투수계수로 
도출하였으며 투수성은 소각재 A,B,C 모두 일반 모래의 투수계수 범위인 1×100~1×10-6cm/s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ar, 1972).

구 분
화격자식 열분해용융

소각재 A 소각재 B 소각재 C(slag)

초기간극비 1.33 1.56 0.59

투수계수(cm/s) 4.1×10-2 3.2×10-2 1.2×10-2

상대밀도(%) 30 24 42

표 5.3.7 수중침강 소각재 매립층 초기상태

(나) 소각재 투수성 분석

소각재의 입도분석 결과 모래와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참고하여 정수위 투

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상대밀도 60%에 해당하는 단위중량으로 동일하게 조성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한 투수계수와 유효입경을 다음 표 5.3.8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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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수계수
k (cm/sec)

유효입경 
De (mm)

소각재 A 4.05×10-4 0.099

소각재 B 5.85×10-4 0.193

소각재 C(slag) 9.50×10-3 0.156

표 5.3.8 정수위 투수시험 결과

정수위 투수실험 결과에 따라 수중침강된 매립지반의 투수계수와 동일하게 생활폐기

물 소각 바닥재는 일반적인 사질토의 투수계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다짐특성

다짐시험은 일반 토사재료에서 수행하는 표준 A 다짐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표준다짐시험은 처음 Proctor가 창안한 다짐시험방법으로 10cm몰드에 흙을 3층으로 나누

어 넣으면서 2.5kg의 표준다짐래머로 각 층 당 25회씩 다지는 방법이다. 
다음 그림 5.3.11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다짐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최대건조단위중

량과 최적함수비를 다음 표 5.3.9에 나타내었다.
빈입도의 모래로 분류된 소각재 B에 비해 양입도의 모래로 분류된 소각재 A와 C의 

다짐곡선이 좌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조립토의 경우 입도분포가 좋을수록 최

대건조단위중량은 증가하고 최적함수비는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소각방식에 따른 최대건조단위중량과 최적함수비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화격

자 소각방식으로 소각시킨 시료 A, B에 비해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소각시킨 시료 B의 

최대건조단위중량이 약 1.4배 크며, 최적함수비는 약 2.4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각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시료 C의 높은 비중과 입자의 형상 및 입도분포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11 소각 바닥재의 다짐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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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9 다짐시험 결과

소각재 최대건조단위중량(g/m3) 최적함수비(%)

A 1.5 24.04

B 1.4 25.71

C(slag) 2.13 9.94

(4) 전단강도 특성

Mohr-Coulomb 파괴 이론에 근거하여 포락선을 이용하여 강도정수 c, Φ를 산정하기 위

해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전단속도는 1mm/min의 속도로 수직하중만 달리하여 측

정한 전단저항력으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관계를 선형으로 해석하였다.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Type A : 노건조된 소각재, 상대밀도 60%에 해당하는 단위중량으로 조성한 시료

- Type B : 포화상태에서 수중에 침강된 초기상태 매립지반의 상대밀도(소각재 A :30%, 
소각재 B: 24%, 소각재 C: 42%) 조건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구해진 강도정수(점착력(c), 내부마찰각(°))를 표 5.3.10에 타입별

로 정리하였다. 내부마찰각의 경우 소각재 A, B, C 모두 일반적인 모래범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점착력은 일반모래보다 소각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방식 차이

에 의한 강도정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소각재의 물리적 성상, 입자의 형상 및 

거칠기 등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10 직접전단시험 결과

소각재
점착력,c (kPa) 내부마찰각,Φ (°)

비고
(모래)Type A Type B Type A Type B

A 18 11 40 36
내부마찰각
(28°~46°)
점착력

(0~10kPa)

B 27.7 21 22.2 26.8

C(slag) 10.7 7.9 29.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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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축시험

수중에 매립된 소각재의 압축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압밀시험을 실시하여 압축

지수(Cc)와 재압축지수(Cr)을 산정하였다. 압밀상자에 증류수를 채워넣고 소각재를 침강

시켰고, 수중침강 초기 매립지반의 상대밀도에 맞추어 시료를 조성하였다. 소각재 시료

별로 2회씩 실시한 결과를 다음 그림 5.3.13에 나타내었다. 흙의 압축성은 소각재 A -> 
B -> C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a) 소각재 A(Type A) (a) 소각재 A(Type B)

(b) 소각재 B(Type A) (b) 소각재 B(Type B)

(c) 소각재 C(Type A) (c) 소각재 C(Type B)

그림 5.3.12 수평변위와 전단강도의 관계



제5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911

그림 5.3.13 압축시험 결과에 의한 e-log P 그래프

(6) 소론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역학적 특성을 실내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조단위중량, 투
수계수, 내부마찰각은 일반적인 모래의 범위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재가 모

래의 점착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매립지반 조성시 모래보다 강도발현이 클 것으로 사

료된다. 소각재의 역학적 특성은 물성시험결과와 동일하게 일반 모래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11 생활폐기물 소각재 역학적 특성

구분
화격자 소각방식 열분해용융방식 비고

(모래)소각재 A 소각재 B 소각재 C(slag)

건조단위중량

(, g/cm3) 0.97~1.53 0.90~1.49 1.68~2.11 1.5~2.3

투수계수(cm/s)
(상대밀도)

4.1×10-2~4.1×10-4

(30~60%)
3.2×10-2~5.9×10-4

(24~60%)
1.2×10-2~9.5×10-3

(42~60%)
~1.0×10-6

압축지수(Cc) 0.57~0.77 0.38 0.11~0.15 -

재압축지수(Cr) 0.023~0.027 0.019 0.013~0.015 -

내부마찰각(°) 36~40 상대
밀도

30~60%

22.2~26.8 상대
밀도

24~60%

29.9~40.2 상대
밀도

42~60%

28~46

점착력(c, kPa) 11~18 21~27.7 7.9~10.7 0~10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2차년도 보고서

912 ●●●

다. 육상매립지에 매립된 생활폐기물 소각재 매립지반의 특성 분석사례 검토

(1) 개요

남양주 소재의 에코랜드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한 육상매립지이다. 매립

현황은 1단(5.0m) 매립종료 후 2단 매립을 진행중에 있으며,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매립 후에 매립지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매립지반내 2개소에 들밀도 

시험 및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2) 소각재 매립지반 특성

들밀도시험(다짐시험)에 의한 다짐도는 일반 도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노체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짐시험에 의해 구해진 최대건조단위중량은 1.86t/m3(다짐도 약 93%)이며 최

적함수비는 13.7%으로 확인되었다.

표 5.3.12 다짐도 측정 결과

기준
측정결과

A B

도로
노체 90이상

92.2 92.7
노상 95이상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강도특성은 303.8~349.9kN/m2으로 나타났다. 침하량 산정 결과 

2.5mm인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의 노체보다는 지지력 계수가 크게 측

정이 되었으나, 아스팔트 포장 기준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하량의 차이는 매

립 중 폐기물이 부분적으로 충분히 다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13 평판재하시험 결과

기준(지지력 계수)
측정결과

A B

도
로

아스팔트 포장
노체 147.1

140 121.5
노상 196.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노체 98.1
노상 147.1

* 도로교 표준시방서(2016)

(3) 검토의견

남양주시 소각재 매립지반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매립높이 1.3~1.8m(중간복토(t=0.3m)포함)에서 로울러 다짐(5회 이상)을 3~4층으로 

총 5.0m를 매립하여 다짐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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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서는 차수시설의 사면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1단의 최

대 매립높이를 5.0m(중간복토 포함)로 설정하므로 매립높이 4.7m에 중간복토를 시

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매립높이에 따른 매립층의 침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용장비(Landfill Compactor 

또는 로울러)를 이용하여 매립작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그림 5.3.14은 에코랜드 매립장에서의 다짐횟수 및 경사에 따른 다짐밀도의 관계 곡

선으로 층 다짐횟수는 최소 4회 이상, 매립사면 경사도는 1 : 5가 가장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층다짐 횟수와 다짐밀도 관계 다짐경사와 다짐밀도 관계

그림 5.3.14 다짐횟수 및 다짐경사에 따른 다짐밀도 관계

㉤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

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의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의 2)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의 매

립시설의 복토 기준의 (1)항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

요성이 없는 소각재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 일일복토 및 중간

복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토를 하지 않고 매립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향 후 토지이용계획 시 건축물(1층) 등 중량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각재 매립

으로는 지지력 등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중간복토를 시행하여 매립지반의 지지

력 확보 및 폐기물의 비산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법 규정에서는 매립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약 3~5년 이후 매립

지반이 안정화 된 후 시설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종료를 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매립 후 토지의 이용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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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성 매질의 배수공법 적용 적합성 평가

가. 개요

배수공법에서 반응성 매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수성능과 오염물질과의 반응에 의

한 오염물 제거성능이 필수적이다. 흡착필터는 공동연구기관인 지아이에서 1차년도에 

재료원 배합비에 따라 투수성능을 1×10-4cm/s이상 확보하였다(표 5.3.14). 본 연구에서는 

지아이의 흡착필터(제올라이트:시멘트=7:3) 시료를 사용하여 실내실험을 통하여 배수공

법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5.3.14 배합비별 흡착필터의 투수계수

배합비

경량기포

(ml)
밀도

투수계수

(cm/s)
비고

제올라이트

(%)
장석

(%)
시멘트

(%)

90 10 300 0.72 7.21×10-4

10-4cm/sec 
이상

70 30 127~300 0.57~1.13 2.45×10-2~4.19×10-4

50 50 300 0.77 7.43×10-4

90 10 100~300 0.51~1.33 8.91×10-2~4.19×10-3

80 20 150 1.02 2.19×10-4

오염물질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농도분석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비교적 중금속 검출량

이 많은 구리(Cu), 납(Pb), 아연(Zn), 카드뮴(Cd), 비소(As)에 대해 흡착필터의 흡착성능을 

분석하였다. 흡착재의 흡착성능은 회분식실험(batch test)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흐름조건

에서의 흡착필터의 투수성 및 오염물질 제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삼축투수시험기를 개

량하여 주상실험(column test)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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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5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 오염물질 농도분석 결과

구     분
분석결과

소각재 A 소각재 B 소각재 C
(slag)

카드뮴(Cd) 3.45 8.95 1.28

구리(Cu) 1551.4 1395.3 1625.4

납(Pb) 538.6 270.9 24.3

비소(As) 4.26 6.66 3.06

아연(Zn) 1823.3 3332.6 1096.2

니켈(Ni) 34.9 46.1 152.8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ND ND ND

수은(Hg) 0.07 ND 0.1

6가크롬(Cr6+) ND ND ND

불소(F) 286 265 45

유기인화합물 0.11 0.1 N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ND ND ND

시안(CN) 1.3 2.5 ND

페놀류 ND ND N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ND ND N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ND ND ND

벤조(a)피렌 ND ND ND

벤젠(Benzene) ND ND ND

톨루엔(Toluene) ND ND ND

에틸벤젠(Ethylbenzene) ND ND ND

* ND : 미검출

나. 배수공법용 흡착필터 흡착능 평가

(1) 개요

흡착필터의 재료원에 대한 흡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회분식실험(batch test)를 수행하

였다. 지아이에서 개발하여 제작한 흡착필터를 적용하였고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흡

착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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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흡착필터 공시체를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준비하고, 분말형태의 흡착재를 중금속 용액

과 흡착재 시료와 중금속용액을 1:10의 비율로 혼합한 후 교반기 또는 항온진탕기에서 

20℃, 150rpm으로 교반시킨 후 상등액의 일부를 채취하여 0.2㎛ nylon syringe filter를 이

용하여 여과한 후 여과수를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계(Optima 8300, PerkinElmer)를 

이용하여 용액상의 잔류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실험조건에 대해 최소 2회 

이상의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중금속 오염물질은 생활폐기물 소각재 농도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카드뮴(Cd), 납(Pb), 

구리(Cu), 비소(As)에 대한 단일 중금속 조건과 혼합(카드뮴(Cd)+납(Pb)+구리(Cu)+비소

(As))용액 조건에 대해 실험하였고, 중금속 오염물질은 표준용액(standard solution, 
1,000mg/L)을 사용하였다.

<흡착재 공시체>

  
<흡착재 분쇄 시료>

(a)중금속 용액 준비 (b)흡착재+용액 혼합/교반

(c)상등액 추출 (d)중금속 농도 분석

그림 5.3.15 회분식 흡착평형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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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다음 표 5.3.16은 단일 중금속 오염용액에 대하여 교반시간에 따른 흡착재의 흡착성능

을 나타낸 것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재에서 검출가능성이 높은 양이온성 중금속(Pb, Cu 
등)을 10분 이내 99.4%이상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흡착반응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6 단일 중금속 개별 반응(교반)시간에 따른 흡착량 평가

교반

시간

(min)

제거량(흡착량)(mg/L)
(초기농도 1,000mg/L)

제거(흡착)율(%)

Cd Pb Cu As Cd Pb Cu As

10 997.04 999.96 994.30 380.50 99.7 100.0 99.4 38.1

30 997.68 999.96 1000 426.40 99.8 100.0 100.0 42.6

60 999.28 999.96 1000 446.50 99.9 100.0 100.0 44.7

180 999.75 999.96 1000 509.50 100.0 100.0 100.0 51.0

360 999.89 999.97 1000 561.80 100.0 100.0 100.0 56.2

720 999.96 999.96 1000 592.10 100.0 100.0 100.0 59.2

1440 1000.00 999.97 1000 650.20 100.0 100.0 100.0 65.0

표 5.3.17 복합 중금속 혼합용액에 대한 반응(교반)시간에 따른 흡착량 평가

교반

시간

(min)

제거량(흡착량)(mg/L)
(초기농도 1,000mg/L)

제거(흡착)율(%)

Cd Pb Cu As Cd Pb Cu As

10 999.25 1,000 1,000 902.26 99.9 100.0 100.0 90.2

30 999.54 1,000 1,000 957.13 100.0 100.0 100.0 95.7

60 999.69 1,000 1,000 964.30 100.0 100.0 100.0 96.4

180 999.69 999.98 1,000 959.80 100.0 100.0 100.0 96.0

360 999.68 999.95 1,000 954.23 100.0 100.0 100.0 95.4

720 999.72 999.94 1,000 959.00 100.0 100.0 100.0 95.9

1440 999.73 999.88 1,000 958.38 100.0 100.0 100.0 95.8

다양한 조건의 중금속 초기농도에 대하여 24시간 교반(흡착평형 도달) 후 흡착재의 중

금속 흡착능은 Cd, Pb, Cu의 경우 단일 중금속 조건과 혼합(Cd+Pb+Cu+As)조건에 대해 

농도조건에 관계없이 99% 이상 흡착되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에 존재가능성이 높은 중

금속에 대한 흡착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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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6 개별 중금속 용액에 대한 반응시간별 중금속 흡착량 

(중금속용액 초기농도=1,000mg/L)

그림 5.3.17 복합 중금속 혼합용액에 대한 반응시간별 중금속 

흡착량 (중금속용액 초기농도=1,000mg/L)

그림 5.3.18 개별 중금속 초기농도별 

흡착필터 중금속 흡착량 

(흡착재:중금속용액=1:10)

그림 5.3.19 복합 중금속 혼합용액에 대한 

초기농도별 흡착필터 중금속 흡착량 

(흡착재:중금속용액=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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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흐름조건에서의 흡착필터 성능 평가

(1) 흡착필터 투수성 평가

(가) 실험조건 및 방법

흐름조건에서의 반응성 흡착필터의 투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ASTM-D5084에 근거하여 

삼축 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적용된 공시체의 제원은 직경 35mm이며 높이 70mm이다. 
제작한 공시체를 멤브레인으로 씌운 다음 고무링으로 상부 및 하부 Cab과 멤브레인을 

고정시키고 외부 셀안에 증류수를 채웠다. 증류수가 공시체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압력조절 장치에 연결시키고 동수경사를 구속압과 주입압을 조절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이 때 주입압을 가하기 전에 구속압을 먼저 주어야 멤브레인의 팽창을 막을 

수가 있다. 포화단계에서 공시체의 포화정도를 알기 위해서 시험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간극수압계를 이용하여 B계수가 0.95이상이 되었을 때 포화상태로 가정하고 실험을 실

시하였다.

(a) 공시체 거치 
(b) 멤브레인 및 상 하부캡 

압렵장치 연결
(c) 구속압 및 주입압 
주입하여 포화도 체크

그림 5.3.20 삼축투수실험 과정

투수계수는 다음과 같은 Darcy의 법칙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상부와 하부의 압력

차를 이용하여 물을 투수시켰다. 

q=k i A t                              (5.3.1)




                                (5.3.2)

여기서, i : 동수경사(
 )

P1 : 공시체 저면에서의 압력

P2 : 공시체 상부면에서의 압력

L : 시료의 높이(cm)
t : 유량 통과 시간(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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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흐름조건에서의 흡착필터 투수성능

동일한 배합비의 흡착필터 3개의 시료에 대해 투수실험 결과는 다음 표 5.3.18과 같으

며, (1.07~1.25)×10-2cm/s 범위의 투수계수를 보여 포화된 흡착필터의 투수성은 목표투수

계수인 10-4cm/s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표 5.3.18 흡착필터 공시체의 투수성능

구분 No.1 No.2 No.3

투수계수(cm/s) 1.25×10-2 1.07×10-2 1.18×10-2

(2) 주상실험을 통한 흡착필터 흡착성능 평가

(가) 흡착성능 평가 실험시스템 구축

흐름 상태에서 흡착필터의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반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축투수

시험기를 개량하여 주상실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5.3.21). 시료에 멤브레인을 씌워 

연성벽체 조건을 구현하였고 흡착필터 계면으로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permeameter 
cell에 증류수를 채운다음 cell pressure장치를 이용해 흡착필터에 구속압을 적용하여 시

료를 통한 흐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중금속 오염용액이 시료를 통과하였을 때의 흡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료 하부에서 상부로 오염물질을 주입하였다. 또한, 일정한 유속

과 유량으로 흐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연동펌프를 적용하였다. 흡착필터를 통과한 유

출수는 분액수집기(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수집한 후 원자흡

광분석기(AAS, atomic absorption spectr- ophotometer)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5.3.21 주상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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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2 주상실험(column experiment) 시스템

(나) 실험 조건 및 방법

주상실험용 흡착필터의 공시체는 투수실험과 동일한 직경 35mm, 높이 70mm으로 적

용하였다. 중금속 오염물질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오염물질 농도 함유량 결과에 따라 

납(Pb), 아연(Zn), 카드뮴(Cd)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오염물질 용액 주입속도는 시료 크

기와 투수계수를 고려하여 2~3ml/min으로 설정하였다. 주상실험 조건은 다음 표 5.3.19
와 같다.

표 5.3.19 주상실험 조건

구분 case 1 case 2 case 3

대상 
오염물질

납(Pb),아연(Zn) 납(Pb),아연(Zn),카드뮴(Cd) 납(Pb),아연(Zn),카드뮴(Cd)

오염물 
농도

각 50ppm의 혼합용액

용액 
주입속도

2ml/min 2ml/min 3ml/min

(다) 주상실험 결과

비반응성 용질의 경우에는 흡착필터 내부의 공극부피에 해당하는 유출수가 1회 통과

(1pore volume)되면 양이온교환능에 의한 흡착기작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염물질이 검

출된다. 대상 오염물질인 납(Pb), 아연(Zn), 카드뮴(Cd)의 경우 양이온으로써 흡착필터와

의 반응에 의해 중금속은 시료에 흡착된다. 다음 그림 5.3.23~5.3.25은 중금속 혼합용액

을 일정한 유량으로 유입하여 유출수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ase 1의 경우 시험

은 27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약 흡착필터로 393pore volume의 유출수에서 농도비가 납은 

약 0.002, 아연의 경우 농도비가 약 0.0005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Case 2는 약 362 pore 
volume의 유출수에서 농도비가 납은 약 0.01, 카드뮴은 약 0.02, 아연은 약 0.01으로 나

타났다. Case 3는 약 356 pore volume의 유출수에서 농도비가 카드뮴은 약 0.008, 아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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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흡착필터의 납 제거율은 98.97%~100%, 아연의 

제거율은 98.95%~99.65%, 카드뮴은 97.65~99.20%로 흡착필터의 중금속 제거성능효과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23 납, 아연 각 50ppm 혼합용액 주입시(유량주입조건:2ml/min) 시간에 따른 

유출수 중금속 농도

그림 5.3.24 납, 아연, 카드뮴 각 50ppm 혼합용액 주입시(유량주입조건:2ml/min) 시간에 따른 

유출수 중금속 농도

그림 5.3.25 납, 아연, 카드뮴 각 50ppm 혼합용액 주입시(유량주입조건:3ml/min) 시간에 따른 

유출수 중금속 농도

주상실험을 통해 공시체 타입의 흡착필터는 중금속 제거성능이 우수하나 흐름이 장기

간 지속되는 경우 막힘(clogging)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

시체 형태의 흡착필터는 입자상보다 막힘(clogging)에 의해 반응성 필터의 교체주기가 생

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수유량이 많은 조건에서는 흡착필터의 

교체주기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입자식(granular) 타입의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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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상실험 전 흡착필터 (b) 주상실험 후 흡착필터

그림 5.3.26 주상실험 전 후의 흡착필터 사진

표 5.3.20 주상실험 전후의 흡착필터 공시체의 투수계수

흡착필터

투수계수(cm/s)

No.1 No.2 No.3

주상실험 전 1.25×10-2 1.07×10-2 1.18×10-2

주상실험 후 1.54×10-4 1.27×10-4 1.71×10-4

 

(a) 펠렛형 (b) 사출형

그림 5.3.27 입자식 흡착필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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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성 연직배수공법 파이프시스템 및 필터 모듈 개념설계

가. 서론

(1) 반응성배수공법 시스템 개념설계 개요

정체 보유수의 효율적 집 배수를 통한 폐기물의 조기안정화 뿐만 아니라 폐쇄처분장

의 매립초기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변화하는 침출수질 변화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계처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육상 폐기물매립지의 집 배수 시스템은 불포화지반에서의 중력방향 연직 유동에 기초

한 유도배수를 위한 바닥부 설계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해상최종처리장에

서는 포화지반에서의 층류(laminar flow, 비회전성) 유동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육상 폐

기물매립지와는 그 조건이 확연히 다르다. 해싱최종처리장에서의 집 배수 시스템에 대

한 정립된 설계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수 기능이 있는 설비의 필요성, 구조와 유지

관리 방법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상최종처리장에서 보유수 유동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기능성과 환경적 

안정성, 설비의 경제성을 확보한 차별화된 집 배수 시스템으로서 반응성 매질을 적용하

여 폐기물 매립지반 내 보유수 집 배수 과정에서 매립지반 내 잔존 오염물질의 배출과 

배출수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제거가 가능한 반응성 배수공법 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를 수행하였다. 정체 보유수의 오염부하 저감 뿐 만 아니라, 매립부지

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매립지반의 조기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집 배수 시스템을 고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반응성 배수공법용 관정 시스템 개념설계의 정의 

반응성 배수공법용 관정 시스템 개념설계의 정의는 해상최종처리장 내부 보유수의 수

위조절을 원할히 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매립 호안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는 ‘환경 보전 기능’과 보유수의 자연적 또는 강제적 순환과정에 오염저감 요소 를 도

입하여 능동적으로 매립지반의 구조적 지화학적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처리기능’을 달성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환경보전기능: 외부 바닷물의 수위와 매립지 내 수위차를 이용하여 매립지 내부에서 외

부 바닷물 방향으로 흐르는 이류(보유수 등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동)를 제어하는 매립

지내 수위 관리는 차수 성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처리기능: 폐쇄처분장의 조기 안정화를 목적으로 관리수위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불포화 

폐기물층에서의 침출수 유동을 촉진하여 배출함으로써 조기안정화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리수위 하위에 존재하는 포화 폐기물층에 강제적인 상향류를 조성하여 세정과 침출을 

촉진하여 배출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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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성 배수공법용 관정 시스템 개념설계의 영역

매립지반의 집 배수를 위한 접근방법은 크게 암거, 내부 연못, 양수 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거는 관리 수위면 부근에 위치하여 수평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중력 배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평 암거와 연결

된 멘홀이나 저류조에 펌프 등의 동력을 사용하는 강제 배수 방식을 고려할 수 도 있

다. 내부 연못은 매립도중에는 보유수의 수량 및 수질 조정 기능, 매립종료 후에는 빗물 

배수 수량 조정 기능 등을 갖는 것으로 해상 매립의 특성상 매립이 보유수위까지 실시

되지 않은 구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특별한 구조물의 형태를 띠

지 않는다. 양수 관정은 매립지반내에 정체되어있는 보유수를 적극적으로 집수하는 방

식으로 관정의 설치깊이에 따라 상부 또는 하부 집수설비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개념

설계는 암거, 내부 연못, 양수 관정 유형의 특성을 검토하여 오염저감 요소 인 반응성 

모듈개념이 적용가능한 집배수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다.

그림 5.3.28 해상최종처리장 집･배수 개념도

그림 5.3.29 반응성 배수공법에 의한 집･배수 시스템 연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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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립지반 내 보유수 집배수시스템 필요성

일본의 경우 1960~70년대부터 건설/운영되어 온 처분장의 매립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상 최종처리장의 종료에 따른 내부 집 배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후 모

니터링에 대한 기술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처분장의 대부분은 최종 수처리 시설을 

통한 배수단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쓰레기 매립에 의한 해상

최종처분장 운영에 따른 처분장 내 집 배수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지 단계

이다.
해상 최종처분장에서는 폐기물 매립 처분 도중 또는 처분 후의 자연조건 및 폐기물 

매립 호안구조 등을 통해, 호안의 안정성 및 보유수 등의 침출방지를 배려하고 관리수

위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이 수위관리를 위해서는 

본래 침출액 처리설비 외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안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유수 등을 집수하여 배수하는 설비로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는 그림 5.3.30에 나타낸 것과 같이 매립 초기 투입 폐기물이 

잔류 해수면 아래에 있는 단계나 매립 도중 단계(일부 육지 영역화한 단계)에서는 여수

로 외의 배수 설비 등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에 따라 처분장 내의 보유수 등을 자연스

럽게 집수하고, 침출수 처리 설비를 통해 처리장 외부로 배출한다. 즉, 여수로 그 외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보유수 등을 

자연스럽게 집수하고 효과적으로 배수할 수 있다.

그림 5.3.30 잔류 해수면이 있는 경우의 집수 능력을 갖춘 여수로 외 배수 설비

한편 그림 5.3.31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해상 최종처분장의 수평면 전면이 육지 영역화

한 단계에서는 여수로 등에서 집수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도 있으므로, 침출액 처리 설

비 외 집수 암거나 양수 우물 등의 집수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보유수 등의 수위를 관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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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1 전면 육지 영역화하여 집수 능력이 없어진 경우의 여수로 외 배수 설비

(1) 해상 최종처분장 수위관리 필요성

해상 최종 처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조건 및 매립 호안의 구조 등을 통해, 호안의 역

학적,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유수 등이 매립 호안 외부로 침출하는 것을 방지함

과 더불어 매립 철거 부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유수 등의 적절한 수

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관리형 폐기물 매립 호안은 차수성을 띠는 구조로, 매립지 내 수위와 외부 바닷물의 

수위가 연동하지 않는다. 또, 매립 개시 전에는 잔류 해수가 호안 내부에 있어, 매립 종

료 시에도 폐기물 층은 보유수 등 다량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 잔류 해수 및 보유수 등

의 물은 매립 호안의 역학적, 구조적 안정성 유지, 보유수 등이 매립 호안 외부로 침출

하는 것을 방지, 매립 철거 부지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에 따른 대책

으로 보유수 등의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유수 등의 수위는 ‘관리 수위가 평균 해수면보다도 낮은 것이 좋다.’ 하지만 호안 

및 차수공(특히 매립 초기는 바닥면 차수 시트 양압력에 따라 떠오르는 경우가 있음) 안
정성이 커질 때까지는 매립지 내의 수위를 외부 바닷물 수위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후 

순차적으로 관리 수위까지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해상 최종 처분장 매립지에서 원하는 차수 기능은 육상 최종 처분장과 같이 보유수 

등이 외부로 침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해역을 포함)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기준 성령에서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상 최종 처분장 특성

에서 이 기능은 차수 구조만으로 유지되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특히 외부 바

닷물의 수위와 매립지 내 수위 차(또는 수두 차)를 이용하여 매립지 내부에서 외부 바닷

물 방향으로 흐르는 이류(보유수 등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흐름)를 제어하는 

매립지 내 수위 관리는 차수 성능을 통한 유용한 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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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 최종처분장의 보유수 등 집･배수 설비 유효성

매립지(수면 매립 처분하는 매립지를 제외)에는 보유수 등을 효과적으로 모아, 신속하

게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내구력을 가진 구조의 암거 외 집 배수 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는 해상 최종처분장에도 효과가 있다.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에 대해 ‘매립지에는 보유수 등을 효과적으로 모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한 내구력을 가진 구조의 암거 외 집 배수 설비(수면 매립 처분하

는 매립지에 대해서는 보유수 등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의 여수로 외 배수 설비. 이하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라고 한다.) 를 설치한 것’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전면 육지 영역화하지 않은 해상 최종 처분장에서는 잔류 해수

면 수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수하면, 집수 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관거 외의 집 배수 

설비’가 아니라도 좋다. 또, 해상 최종 처분장의 육상 최종 처분장처럼 배수 기능을 가

진 관거 등을 사전에 매설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 배수관 등을 설치하지 못했었다. 그러

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존 해상 최종 처분장의 처분장 조기안정화를 목적으로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를 설치해 집수한 보유수 등을 계속해서 배출함으로써, 집수한 

보유수 등의 수질을 폐지 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초기에 실험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나오

고 있다.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는 보유수 등을 효과적으로 모은 집수 기능과 집수한 보유수 

등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 기능이 갖춰진 구조 설비를 말한다. 이런 집수 기

능을 갖춘 설비에는 그림 5.3.32에서 보이는 암거가 있다. 이 외에 앞으로 서술할 양수 

우물 등도 집수 기능을 갖춘 집 배수 설비이다. 이런 암거와 같은 설비는 매립지 내에

서 흐르는 보유수 등을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다. 또, 매립이 종료한 해상최종처리장

에 이 설비를 설치할 때, 폐기물 층의 굴착 등이 필요하여 경제 및 환경 부담의 우려를 

수반하므로, 해상 최종리장 초기 설계시에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림 5.3.32 유지관리 기간 중의 해상 최종처분장 집･배수 설비 등

폐지에 이르게 되면 침출액 처리 설비가 정지하여, 보유수 등의 집 배수 설비로는 그

림 5.3.33의 중력배수 방식과 그림 5.3.34의 양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력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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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암거를 통해 배수된 보유수 등이 암거 내부를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 역류 방

지 밸브가 설치된 배수관 등을 통해 방류되는 방식이다. 중력배수 방식을 채용하기 힘

든 경우에는 양수방식을 채용해야만 한다. 최대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중력배수 방식

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지만, 관의 막힘이나 역류 방지 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집 배수 설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5.3.33 폐지 후의 동력 배수방식에 따른 집･배수 설비의 예(중력배수 방식)

그림 5.3.34 폐지 후의 동력 배수방식에 따른 집･배수 설비의 예(양수 방식)

(3) 해상 최종처분장의 보유수 등 집･배수 설비 분류

기존 해상 최종처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보유수 등 집 배수 설비를 분류하면, 
암거형, 내수 연못형, 양수관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 매립지 집 배수 설비 

설치 위치(깊이)를 통해 상부 집 배수와 바닥부 집 배수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상 최종처분장에서는 본래 배수 설비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공용 해상 

최종처분장중에서는 보유수 등의 수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화를 촉진하는 방법

으로 암거, 양수 우물 등의 집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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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1 해상 최종처분장의 집･배수 설비 형식 비교

집･배수 
형식

내 용 비 고

암거
- 관리 수위면 부근에 수평으로 집･배
수관(암거 등)을 매설

- 집･배수관(암거 등) 침하에 따른 수몰 
및 역구배 발생 및 관막힘에 관한 대
책 필요

내수연못
- 해상처분장 내부 일부구역에 내수연
못 을 조성

-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내수연못 구조 
필요

양수관정
- 대구경 양수관정 1개를 설치하는 경
우가 있음(소규모 처리장에서 채용)

- 적정한 간격으로 다수의 관정 설치

- 단일 양수관정의 경우, 최종처리장 전
체 구역에 대한 보유수 집･배수 방안 
필요

- 군양수관정은 관정의 적정한 간격 설
정과 관 막힘 대책 필요

기타

- 해수면보다 깊은 곳을 먼저 준설토 
등으로 매립하여, 육지 영역화하는 
부분에 최종처분장과 같은 바닥부 
집･배수관 매설

- 육상매립장과 같이 바닥부에 집･배
수관을 매설하는 경우도 있음

- 해상 최종처리장이라도 일부 또는 전
체 매립지가 물에 잠기지 않아 육상매
립장과 같은 구조를 갖는 최종처리장
의 집･배수 설비

- 집･배수관의 침하, 역구배 발생, 관 막
힘 등에 관한 대책 등이 필요

그림 5.3.35 암거 설치 예(관리 수위 면보다 낮은 보유수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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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6 내수 연못 설치 예

그림 5.3.37 양수 우물 설치 예

그림 5.3.38 집･배수 설비의 설치 위치에 따른 보유수 배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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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를 위한 조건 분석

(1) 매립단계별 요구분석

매립초기에는 미생물의 성장저해를 일으키는 염분이 포함된 보유수로 포화된 상태로 

오염물질의 용탈 및 생화학적 작용이 크지 않고, 또한 폐기물의 양에 비해 보유수의 양

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보유수의 농도증가의 속도는 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매립종료시기가 임박하여 관리수위 이상으로 폐기물의 매립고가 올라옴으로

써 불포화 지반의 용적이 늘어나고 보유수의 수량이 작아지면 우수에 의한 세정 용출현

상이 증가하게 되고 보유수의 pH의 변화를 야기시키며,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하

게 됨으로써 생화학적 작용이 늘면서 폐쇄처분장 내부 보유수의 수질은 급격하게 나빠

지게 된다.

그림 5.3.39  매립단계별 폐쇄처분장 내부 조건변화

그림 5.3.40는 매립경과시간에 따른 보유수의 수량 및 오염농도 변화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립종료 시기에 급증하는 오염부하를 최종 

배출수 처리시설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소요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

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유수를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은 조기에 집

배수를 원할히 할 수 있는 설비(하지만 이때에는 오염부하가 작으므로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를 적용하는 전략과 이와는 반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부보유수를 강

제로 순환시켜 안정화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그림 5.3.40의 (b)는 수중매립이 끝나고 육상매립이 진행되는 시기에 관리수면부위에서 

집배수를 자연적으로 유도하여 관리수면 상부를 통과한 낮은 pH의 우수와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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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탈된 중금속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보유수 수질의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지연시키는 방법에 해당된다. 호기성산화조건의 용탈속도가 큰 관리수면 상부와 혐기성

환원조건의 용탈속도가 작은 관리수면 하부를 공간상으로 분리하고, 오염에 대한 처리

를 시간상으로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오염부하가 특정시기, 즉 매립폐지말기에 급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이다. 

(a) 일반적인 보유수 수량과 오염농도와의 관계 (b) 자연배수 적용전략(관리수위 상부배수)

(c) 강제배수 적용전략(관리수위 하부배수) 

그림 5.3.40 매립경과시간에 따른 보유수량 및 오염농도 변화와 반응성 집･배수 시스템 적용 전략

그림 5.3.40의 (C)는 관리수면 하부의 혐기성포화지반의 정체된 보유수를 강제로 순환

함으로써 중금속의 용탈을 촉진시켜 잔류중금속의 제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호기성 산화조건하에 용탈된 중금속이 우수에 의해서 중력이동이 발생하는 

관리수면 상부와는 달리, 관리수면 하부는 혐기성조건의 정체보유수이므로 오염발생기

작은 주로 농도차에 의한 확산(diffusion)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때 관정 등을 설치하여 

이류기작을 부여하고 매립폐기물내부에 존재하는 용해성중금속을 적극적으로 추출해냄

으로써 보유수의 수질을 폐지기준에 조기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접근 전략이다. 이 방

법은 자연적인 관리수면 상부배수 전략에 비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 보유수의 

수질저하가 급증하기 이전부터 부하를 조절하면서 적용가능하므로 최종배출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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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지시기를 당겨 양호한 토지조성을 이룸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매립재 특성별 요구분석

(가) 물리적 특성 

폐쇄처분장 내부의 보유수의 배수는 폐기물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매립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압밀은 폐쇄처분장의 용량에 영

향을 주는 요소로서, 여수토(overflow weir)나 배수로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폐지까지

의 전체기간의 10%이상을 단축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립이 

중단되고 폐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증발, 식생흡수, 침윤 및 자중압밀 등에 의한 수동

적인 압밀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계획된 해상처분 대상의 물질은 슬래그 및 소각재로 투수성이 비교적 큰 매

립재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운영되는 폐쇄처분장

의 특성상 때에 따라 투수성이 불량한 매립재가 반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매립재의 투수성변화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화 및 매립지반의 압밀의 진행속도가 

길어지게 됨에 따라 조속한 토지조성을 통한 다양한 해양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표 5.3.22 매립폐기물 성상에 따른 배수방식 검토

매립폐기물 주요특징 배수방식

슬래그, 소각재 등

1. 매립재 투수성 양호조건

2. 자연배수에 의한 운영비

절감

자연배수

슬래그 소각재

슬래그, 소각재 + 준설토 등 저투수성 매립재 1. 매립재 투수성 불량조건

2. 향후 상부부지 활용일정을 

고려한 압밀침하 촉진

3. 매립종료 후, 보유수위

조절가능

강제배수

슬래그 소각재 준설토

(나) 화학적 특성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잠재적인 오염물질은 주로 중금속 성분이 해

당된다. 또한, 해상최종처리장 내부 보유수는 초기단계에는 해수로서 일반적으로 pH 
7.4~8.4의 약알칼리성을 나타내며, 해수성분은 염분과 브롬 등의 부식을 일으키는 성분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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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1 해수성분 구성 및 해수 vs 담수 이온구성

또한, 매립시기 별로 여러 화학적 조건의 차이에 의한 유해물질 발생의 성상 및 속도

가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매립초기는 수중매립 단계이므로 약알

칼리를 띠는 해수면 아래, 혐기조건(포화지반)에서 상태에서의 화학반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수의 이동이 크지 않은 층류흐름이 형성되며 중금속 오염물질의 이동은 주

로 농도차이에 의한 확산기작에 의존하게 되므로 내수연못의 오염부하 증가속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매립후기는 육상매립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해수면

상부 불포화지반은 강우에 의해 훨씬 낮은 pH(5.0이하: 정상 pH 5.6)의 영향을 받게 되

며 호기조건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중금속 용탈, 침출기

작은 많은 가속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반응성 배수공법 적용방식 도출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를 위해 해상최종처리장 매립지반에서 관리수위 상부에 추

가로 유입되는 유량의 배출을 통해 관리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수공법과 관리수위 하

부 매립지반 내 정체된 보유수를 배수시킬 수 있는 관리수위 하부 매립지반에 대한 배

수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표 5.3.23 반응성 집･배수 시스템 적용 방식

(a) 관리수위 상부배수 방식 (b) 관리수위 하부배수 방식

① 목표 보유수위 관리를 주목적으로 함
② 불포화층의 중력흐름 및 수평배수를 촉진

함으로써 저pH 우수의 관리수면하부 유입 
억제 효과

③ 매립종료시기 보유수의 급격한 수질변화 
완화효과

① 포화층 정체보유수 강제순환을 주목적으로 
함

② 강제 대류기작 부여를 통한 중금속의 용탈 
촉진효과

③ 폐기물 안정화 촉진을 통한 폐지시기 조기 
단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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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리수위 상부 배수방식의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

관리수위 상부는 불포화층으로써 우수에 의한 중력침투가 일어나게 되며 이때 매립제

로부터 중금속이 점진적으로 용출될 수 있다. 하지만 매립제의 투수성, 강우강도에 따라

서 모든 우수가 침투하기는 어려우며 다량으로 발생되는 표류수에 의하여 부유물질 및 

작은 폐기물입자 등이 내수연못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낮은 pH의 

강우가 불포화층인 관리수면의 상부를 통과하면서 용출된 용존오염물질이 점진적인 확

산(diffusion)효과에 의하여 관리수면 하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관리수면 하

부 매립폐기물층의 용탈조건을 변화시키게 된다. 

(a) 집배수설비 설치이전 지반내에서의 모관상승

(b)집배수설비 설치이후 적용개념도

그림 5.3.42 관리수면 상부배수 방식 적용방안

관리수면 상부의 중력방향 배수를 촉진하게 되면 강우 등에 의해 발생되는 표류수로 

인하여 이동되는 부유물질, 작은 폐기물입자 등의 발생을 감소시켜 내수연못의 수질저

하 및 수처리시설의 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낮은 pH의 강우가 불포화층인 관리수면의 상부를 통과하면서 용출된 용존오염

물질이 관리수면 하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리수면 하부로의 직접적인 유입을 억

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포화층내에 수평배수관을 통하여 신속한 배수를 하게 되면 

중력방향의 원할한 배수와 함께 관리수면 하부로의 오염물질 및 낮은 pH의 우수가 유

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불포화층 매립제의 입자의 크기 즉 투수성에 따라 모세관현상에 따른 수위상승이 발

생하므로 수평배수관의 매설위치의 선정이 중요하게 된다. 아울러, 수평배수관의 적절한 

선택은 불포화층내부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잔류중금속을 침투수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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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현하고자하는 관리수면 상부에 대한 자연 집 배수기능에 여과기능과 중금속억제기

능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매립속도 및 강우 영향에 따른 표류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내수연못에 유입되기 이전에 처리가 가능한 디자인

-큰 부유물질과 작은 부유물질에 대한 단계적 침전 여과기능

-용존된 중금속 오염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흡착기능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① 수평집수배관

ü 목표관리수면에 설치, 매립제의 입자크기에 따라 모관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상

승높이(40~100cm)에 따른 수두차에 의해 자연배수 유도

ü 수평집수배관은 폐지이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유공관형태의 PVC 배관 또는 

강관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행중의 배수만을 위해서

는 임시배수로(trench) 또는 자갈배수층을 이용할 수 도 있음

② 반응성 배수조

ü 육상매립이 진행되는 방향의 첨단부에 설치, 매립진행 상황에 따라 이전 설치

ü 내수연못으로 방류되기 이전에 처리기능을 담당

ü 침전, 필터, 역류기능 적용

그림 5.3.43 관리수면 상부배수 방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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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트리지형 반응모듈을 포함한 반응성 배수조 개념설계

반응성 배수조 기능 구현을 위해 개념설계시 적용된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유입수내 부유물질을 1차적으로 침전시킬 수 있는 격막구조

② 입자상의 반응성 소재층을 상향류 방식으로 통과시켜 필터기능 및 고른 흡착반

응 유도

③ 내수연못의 수위변화에 일정 범위 내에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그림 5.3.44 반응성 배수조의 기능

반응성 배수조의 폭은 매립면적에 따른 유입유량과 반응물질의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교체방식은 유지보수의 용이성에 따라 제조방식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응물질 채움재의 형상은 유입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서 접촉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입자상으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블록형으로 제작하여 카트리지 교체형태로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반응성 배수조 평면도 (b) 입자형 반응성 물질

(C) 카트리지형 반응성 물질

그림 5.3.45 반응물질의 형태 및 교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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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단계별 적용방안

관리수면 상부배수방식에 대한 수평집수배관 및 반응성 배수조의 적용순서는 그림 

5.3.46과 같다. 
① 수중매립이 이루어지는 매립초기에는 모든 폐기물이 내부보유수면 아래에 있으므로 

혐기적 환원상태로서 보유수의 흐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금속의 유출은 폐기물과 

보유수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기작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발생량 및 속도는 극히 저

조한 상태이므로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 입자물질의 외해로의 유출만 방

지하면 되므로 별도의 처리 설비가 필요치 않은 단계이다.
② 초기 수중매립이 완료되고 지상매립이 시작되면 매립지반내에 불포화층이 생겨나게 

되며 이때 호기성 산화상태에서의 중금속 용출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발생

농도 및 발생량은 크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때에 관리수면 상부의 배수를 

원할히 하여 중금속을 처리하게 되면 작은 규모의 반응성 배수조를 통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지상매립이 면적이 넓어지고 강우에 의한 표류수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또한 침투수

에 의해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④ 매립의 종료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보유수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때 

보유수의 염분농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된다. 

수평집수배관은 관리대상면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폐지이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유공관을 별도로 매설할 수 도 있으며, 또한 편리성에 따라 배수로(trench)를 임

시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그림 5.3.46 관리수면 상부배수 시스템 적용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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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리수위 하부 배수방식의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

구현하고자하는 강제 집 배수기능에 여과기능과 중금속억제기능을 부과하기 위한 기

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매립재의 투수성 변화에 따른 배수기능 저하에 대처 가능한 강제집수기능

- 단독처리 또는 유량조절을 위한 내수연못과 연계 가능한 디자인

- 용존된 중금속 오염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흡착기능

- 처리기능 부과로 인하여 펌프의 양정고 및 유량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압력

손실이 적은 디자인

관리수위 하부배수 방식은 적용코자하는 펌프에 따라 강제배수 심도 및 반응성 배수

설비의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지상펌프 를 사용하게 되면 흡입부의 위치에서부터 펌프의 위치까지의 수두와 배관 

등의 압력손실을 고려한 총양정고는 이론적으로 10.33m를 넘을 수 없으므로 관리수면 

하부의 강제순환 깊이에 제한이 있게 된다. 하지만, 설치한 양수관정의 두부에 반응모듈

을 일체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간결한 형태로 시스템을 고안할 수 있고, 펌프의 위치를 

양수관정과 이격할 수 있으므로 소요전기시설을 원하는 위치에서 연결할 수 있으며, 펌
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지보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중펌프 를 사용하게 되면 흡입부의 위치와 펌프의 위치가 동일시되므로 매립지반

내 깊은 곳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정고에 제약이 줄어 2~30m 이하의 지하의 

정체보유수를 양수할 수 가 있다.  깊은 곳에서의 양수가 가능함에 따라 집수영향 범위

를 넓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정의 설치수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

정내에 펌프가 직접 설치되어야 하므로 개별관정에 전기가 연결되어야하고, 배수과정에

서 반응성모듈에 폐색이 발생하게 되면 과도한 압력발생으로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

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내수연못까지의 거리, 반응성모듈의 설치위치, 개방형 또는 폐

쇄형 여부 등이 반응성모듈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념설계에서는 펌프적용에 따라 지상펌프 적용을 통해 연직배수가 가능

한 저심도(지하 7m 이내) 연직 집배수 방식과 수중펌프 적용을 통해 대심도(심도 20m 
내외)에서 연직집배수가 가능한 연직 집배수 방식으로 구분하여 두가지 방식으로 개념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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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심도 집배수 공법 특징

(b) 대심도 집배수 공법 특징

그림 5.3.47 관리수위 하부 배수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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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수위 하부 연직배수공법 전체 시스템 개념설계

① 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 

ü 지상(진공)펌프 사용

ü 심도 7m 내외의 저심도 정체보유수 강제배수 시스템

ü 양수관정 일체형 반응성 배수 모듈 적용

② 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

ü 수중펌프 사용

ü 심도 20m 내외의 대심도 정체보유수 강제배수 시스템

ü 배수관 설치형 반응성 배수 모듈 적용

(a) 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 (b) 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

그림 5.3.48 관리수면 상부배수 방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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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배수정 개념설계

강제집수가 가능한 관정의 설계는 기존의 지하수 관정의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양수유량에 맞는 관정의 규격과 적절한 펌프의 선정이 중요하다. 
관정의 굴착구경과 심도는 양수량과 지반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폐쇄처분장에서 매립재의 성상변화로 인하여 매립지반의 투수성이 저하된 경우

이거나, 보유수의 순환이 필요하여 강제로 순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상정하였

으므로 굴착구경 및 상하부 무공관과 유공관의 사이즈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안정적

인 양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고안된 관정의 개념설계도는 아래와 같으며, 여과재를 반응성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 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지상펌프)

(b) 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수중펌프)

그림 5.3.49 집수부 양수관정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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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직배수 관정 및 펌프 검토

1) 연직배수 관정

연직배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관정은 설치 관정의 구경, 깊이, 그리고 펌프의 사양 검

토가 필요하다. 
① 양수량별 펌프 및 무공관(casing) 사양

표 5.3.24 양수량과 펌프 및 유공관 규격

② 유공관(screen)의 설치길이의 결정



제5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4):� 친환경 운영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945

③ 유공관의 형태

그림 5.3.50 유공관 타공 유형(예시)

2) 권장 펌프

① 수중펌프 구조 및 명칭

그림 5.3.51 수중펌프의 구조

② 펌프 용량 선정

펌프의 선정은 양정고와 설비설치고 그리고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림 5.3.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펌프의 전체 양정고는 펌프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두와 

지상설비가 차지하는 수두 그리고, 배관 및 피팅으로 발생되는 압력손실수두의 합으로 

산출할 수 있다.

총 양정고 = 지반수두 + 설비수두 + 압력손실수두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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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2 총 양정고 산출 개념도

여기서, 양수에 의해서 지상까지 올려야하는 높이를 500ft, 설비가 차지하는 높이를 

122ft, 필요한 양수량을 5gal/min라고 가정할 때, 표 5.3.25와 표 5.3.26를 통하여 배관과 

피팅으로부터 발생되는 압력손실을 찾아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압력손실수두 = 배관 총연장길이x배관압력손실계수+피팅압력손실      (5.3.4)
             = (922ft)x(1.8ft/100ft) + (3ft)x(2)x(1.8ft/100ft)      
             = 16.60ft + 0.108ft = 17ft

따라서, 총 양정고는 아래와 같고, 
총 양정고 = 500ft + 122ft + 17ft
          = 739ft   

앞의 식으로부터 구한 총 양정고 739ft를 아래의 펌프성능곡선으로부터 찾으면 2HP 
이상의 펌프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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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5 배관 압력손실표(100ft 당)

표 5.3.26 밸브 및 피팅 압력손실표(100ft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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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3 펌프성능곡선

(4) 카트리지형 반응 모듈 개념설계

카트리지형 반응 모듈 설계를 위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ü 펌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모듈 디자인 적용

ü 유량확보와 압력손실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ü 교체형 디자인 적용

지상펌프를 사용하는 저심도 연직배수 시스템 의 경우, 반응모듈은 양수관정과 일체

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므로 보다 간결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압력손실로 인하

여 흡입양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정의 단면적과 반응모듈내부의 간극의 총단면

의 합을 유사하게 하면서 반응물질내의 체류시간을 확보하도록 외함과 반응물질의 형상

을 다발형으로 고안하였다.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대심도 연직배수 시스템 의 경우, 펌프의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양수관정과 일체형으로 고안하기는 어려우나, 배수관정에 위치함으로써 모듈외함의 용

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내수연못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배관단면을 조절하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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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배수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두 시스템 모두 집수 및 배수과정에서 폐색에 의한 이상 압력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밸브를 포함하였다.
각 반응모듈에 삽입되는 반응물질의 형상은 기 개발된 반응물질의 제조물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바꾸어도 무방하며, 그림 5.3.54에서는 그 형상에 대한 예시를 나타내었다.

단면적:  a=b, 반응물질: 다발형(예) 단면적: a>b, 반응물질: 중공별형(예)

(a) 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지상펌프) (b) 대심도 연직 배수 시스템(수중펌프)

그림 5.3.54 처리부 반응모듈 및 반응물질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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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 도면작성

반응성 배수공법 개념설계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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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지반 내 배수공법 적용시 영향인자 분석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해상 최종처리장 배수공법 적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및 영향인자를 분

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영향인자에 대한 parametric study를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3차원 유한차분 해석프로그램인 Visual modflow를 이용하

여 지하수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적용되는 지배방정식은 일정한 밀도를 가지

는 다공성 매질을 통하여 흐르는 지하수유동이 오염물의 흐름에서 유・출입량이 고정되

어 있다면 흐름을 나타내는 단위 체적에 질량보존법칙을 적용하여 다음 식 5.3.5와 같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3.4)

여기서, , , 는 x, y, z 좌표축에 대한 투수계수(LT-1)이며, h는 전수두(L), , 

Ss는 비저유율(L-1), t는 시간(T)이며 정상류 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른 전 수두의 변화율은 

0이 된다.

나. 수치해석

(1) 해석단면

Visual modflow 수치해석 단면은 그림 5.3.55과 같으며,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부 지반으로 저투수성 점토층이 분포되어 있고 점토층지반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매립

지반이 형성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수공법은 단일 연직배수 관정으로 선정하였고 관

정깊이는 매립층 하단까지 설치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지하수위는 매립층 상

부면까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5.3.55 관정형 배수공법 적용개념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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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조건 및 방법

해석 모델링은 다음 그림 5.3.56과 같다. 해석영역은 관정으로의 배수에 의한 지하수 

흐름과 수위저하곡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500m(L)×500m(D)×20m(D)로 설정하였고, 모
델영역의 좌우측 경계에서는 수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초기 지하수위와 동일

하게 정수위로 설정하였다. 점토지반은 10m두께의 저투수성 지층으로 가정하였고 매립

층의 두께는 10m으로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입력물성치는 표 5.3.27에 정리하였다. 
매립층의 투수계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투수실험 결과값과 준설토의 투수계수 범위

를 참고하였으며 횡방향과 수직방향의 투수계수비(kv/kh)는 층서퇴적층의 층서발달이 중

간정도일 경유로 가정하여 0.1로 적용하였다(Han,1998). 경계조건으로는 강제배수방식인 

pumping rate를 모사하기 위해 수치해석 프로그램에서 wells 패키지를 적용하여 배수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매립지반 내 수위상승으로 수위차가 발생하여 자연배수에 의한 배수

공법을 모사하기 위해 관정 위치에서 constant head 경계조건으로 초기수위보다 낮게 입

력하여 수위가 강하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3.56 수치해석 적용 단면도(Visual modflow)

표 5.3.27 수치해석에 적용된 입력 물성치

구 분
투수계수(cm/s)

비저유율 Ss, 1/m 비산출율 Sy
kh kv

매립층 1×10-2~1×10-7 1×10-3~1×10-8 9.87×10-5 0.2

점성토 1×10-6 1×10-7 9.81×10-3 0.2

지하수 유동해석을 수행한 조건은 매립지반의 투수계수,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한 관정

에서의 pumping rate, 수위차에 따른 조건을 변화시켜 총 48case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영향인자에 따른 지하수 흐름 및 수위강하를 분석하였고 해석조건은 다음 표 5.3.28과 

표 5.3.29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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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8 강제배수방식 수치해석 조건 및 해석case

pumpimg rate
(m3/d)

매립층투수계수 (cm/s)

1×10-2 1×10-3 1×10-4

0.1 case-1_Aa case-2_Aa case-3_Aa

0.3 case-1_Ab case-2_Ab case-3_Ab

0.5 case-1_Ac case-2_Ac case-3_Ac

1 case-1_Ad case-2_Ad case-3_Ad

3 case-1_Ae case-2_Ae case-3_Ae

5 case-1_Af case-2_Af case-3_Af

표 5.3.29 수위차에 의한 자연집배수 방식 수치해석 조건 및 해석case

수위차
(m)

매립층 투수계수 (cm/s)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0.5 case-1_Ba case-2_Ba case-3_Ba case-4_Ba case-5_Ba case-6_Ba

1 case-1_Bb case-2_Bb case-3_Bb case-4_Bb case-5_Bb case-6_Bb

1.5 case-1_Bc case-2_Bc case-3_Bc case-4_Bc case-5_Bc case-6_Bc

2 case-1_Bd case-2_Bd case-3_Bd case-4_Bd case-5_Bd case-6_Bd

다. 수치해석 결과

(가) 강제배수시 영향인자 평가

관정에서의 펌핑유량에 따른 수위저하를 분석하기 위해 관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위저하를 다음 그림 5.3.57에 도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매립층의 투수성과 상관없이 

펌핑유량이 증가할수록 관정과 관정주변으로의 수위강하효과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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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립층 투수계수 10-2cm/s인 경우

(b) 매립층 투수계수가 10-3cm/s인 경우

(c) 매립층 투수계수가 10-4cm/s인 경우

그림 5.3.57 puming rate에 따른 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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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5.3.58은 매립지반의 투수성에 따른 지하수위변화 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매립지반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지하수 유동이 원활하지 않아 동일한 펌핑유량에서 관정

에서의 수위강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립지반의 투수계수가 작을수록 펌

핑유량 증가에 따른 관정에서의 수위강하효과가 크므로 관정 주변 지반에서의 수위강하

가 발생하는 영향반경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상처분장에서 

수위강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공법 적용시 매립지반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pumping rate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 pumping rate=1m3/d

(b) pumping rate=3m3/d

(b) pumping rate=5m3/d

그림 5.3.58 매립지반의 투수계수에 따른 수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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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위차에 의한 자연배수시 영향인자 평가

매립지반 내 수위상승으로 인하여 관정에서의 수위차가 발생하여 자연 배수하는 방식

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위차는 0.5m, 1.0m, 1.5m, 2.0m으로 설정하여 매립지

반의 투수계수에 따른 수위변화 영향을 다음 그림 5.3.59에 나타내었다. 관정 주변에서

의 수위변화는 수위차가 작을수록 매립층의 투수계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

다. 동일한 수위차 조건에서는 매립층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관정 주변으로의 수위강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제적으로 유량을 배출하는 방식과는 반대되

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수위차에 의해 관정으로 간극수를 집수하여 배수할 경우에는 매

립지반 지하수 유동이 원활할수록 수위강하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 매립지반 내 수위 0.5m 상승시

(b) 매립지반 내 수위 1.0m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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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립지반 내 수위 1.5m 상승시

(d) 매립지반 내 수위 2.0m 상승시

그림 5.3.59 자연배수방식 적용시 매립지반의 투수계수에 따른 수위변화

본 연구에서는 pumping rate에 의한 강제배수방식과 수위차에 의한 자연배수방식을 매

립층의 투수계수에 따른 영향을 수치해석으로 모사하였다. 강제배수방식 적용시에는 매

립층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수위저감효과가 크므로 관정 주변 영향반경이 넓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위차에 의한 자연배수시에는 매립층의 투수성이 높을수록 관정 주변으

로의 수위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직배수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

립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위저감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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