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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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3. 10. 2~

2014. 4. 1
단 계 구 분 기획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2013년도 해양연구기획사업

세부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기획연구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권오순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10 명

내부 : 10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7천만원

기업 :  천원

 계 : 7천만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10 명

내부 : 10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7천만원

기업 :  천원

 계 : 7천만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추진 연구과제를 도출함

◦ 비전 및 목표: 해양분야 신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의 비전 달성을 위해 무인도서 연계 

해양신공간 -개발 모델 확립을 목표로 설정함

◦ 연구단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 연구과제도출: ㆍ무인도서 연계 해상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ㆍ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ㆍ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ㆍ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관리 기술 개발

                 ㆍ해양쓰레기 건설재료 활용 기술 개발

◦ 기대효과: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에 기여,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 핵심기술 

확보, 해양쓰레기 재활용으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해양신산업으로 고용창출 기여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상최종처분장, 모듈식호안, 생태호안, 차수공법, 해양쓰레기, 

지반안정화

영 어
offshore final disposal facility, modular revetment, eco-friendly 

shore, hydraulic barrier, marine litter, ground stabilization





요약문

i

요 약 문

■ 배경 및 필요성

◦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육지공간의 활용기술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방대한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기

술이 개발되고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해양공간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해양환

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

◦ 해상 최종처분장과 관련하여, 2016년에 수명이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쟁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주도의 매립지 수명종료에 대비

한 추가 매립지 미확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해상 최종처분장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임

◦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므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해양분야 친환경에너지 타운 모델 개발 필요

◦ 이미 해외에서 많은 활용사례가 있는 해상 처분장은 최근 해양생태환경과 해양공간의 융복합 활용

을 통해 새로운 해양비지니스의 사례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축적과 우리나라 입지와 수요에 부합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

가 있음

표준모델 개발

기술 개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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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폐기물을 해양공간개발자원으로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해상처분장을 조성하기 시작하

였으며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도시개발, 항만관련부지, 녹지 등으로 활용

  - 동경의 경우 내측 188ha, 외측 314ha 규모의 해상처분장을 동경만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 후에는 구역에 따라 녹지 및 동경 올림픽 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오사카와 인근의 5개 현은 항만과 도시기능 확충과 새로운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휘닉스센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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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해상처분장에서는 일부 호안에 해양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호안을 시공하여 

그 성과를 연구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완경사호안에 부착된 식생과 어족자원이 풍부해진 

것으로 확인됨 

◦ 싱가포르는 육상 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세미카우(Semakau) 최종처분장을 건

설하여 운영중이며, 매립장의 1/2 이상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2005년부터 관광목적으로 개방하

여 스포츠 낚시, 조류관찰, 자전거도로, 캠핑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마카우 매립지는 미국의 New York Times지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새로운 해양생태계를 

만든 것을 두고, 단순한 매립이 아닌 자연을 그대로 따라한 해양공간 창조로 평가하고 있음

동경만 폐기물처분장

싱가포르-Semakau 덴마크- Køge 준설투기장Saginaw만 준설투기장

오사카 매립후 활용(오다바이)Sakai-senpokuKita-Kyusyu

해외 관리형 해상처분장 현황

관리형 해상 처분장의 특징

입지 후보지는 한정적, 제약조건 적음

규모 대규모

경제성 초기비용 크지만, 부지창출 효과 큼

반입량 대량 반입

매립기간 장기적

안정화 비교적 장기간 소요

부지이용 새로운 해양 공간으로 활용

기타효과 국가 영토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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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유효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적정 개발 방안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12년까지 1,044개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을 완료, 2014년까지 나머지 

1,649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할 계획

   - 무인도서 개발사업은 46건(2011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육

지에 인접한 무인도서 대상, 관광 목적의 개발 유형이 다수임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 필요

   - 폐어망과 폐로프는 해양에 무단폐기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이들 폐기물

은 약 200만톤 가량 근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연간 4만톤 가량이 매

년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축적되는 폐기물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임

   - 폐어망의 경우 수분 및 염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쉽지 않아 단순매립처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재활용 기술 개발로 유효 활용 증대 필요

◦ 무인도서 연계 해양공간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의 현안문제 해결

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조성 모델로서의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개발이 필요함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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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설정

¡ SWOT 전략

¡ 이슈 및 추진전략

해양 생태계
활성화

무인도서
활용

창조경제
(창의와 혁신)

해양수산분야의
신산업 도출
(부처 주도형)

폐기물
자원화

단기상용화와
중장기목표
병행 추진

경제성 확보
비즈니스 모델

해상최종처분장

• 무인도서 연계형 해양공간개발 추진

•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으로 자원순환형 모델

• 환경적 안전성 확보 및 생태친화적인 해양개발

• 해양기반에너지, 해양레저관광, 무인도서 활용 등 시

너지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 핵심요소기술개발(선택과 집중)

• 단기(3년) 상용화를 위한 연차별 성과 도출 추진

•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해외사례 벤치마킹으로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실용화

• 국내 해양환경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모델 개발

• 해외경쟁력이 있는 신공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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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단계] [부지활용단계]

■ 비전 및 전략

무인도서 연계형 차폐호안 설계 시공1

차수시스템 손상·누출 모니터링2

친환경적 관리 및 조기안정화3

무인도서연계

해상처분장기반

해양신공간조성

기술개발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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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및 주요연구내용

구분 핵심추진과제명 연구목표

총괄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해상처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1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 차폐호안 설계 기준 수립

2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 감지 기술 개발

§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감지 기술 개발

3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처분장 내 보유수 및 매립지반 안정화를 위한 운영관리지침 개발

4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대체복토재 개발

§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의 장기 환경안정성 평가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 기준 수립

[핵심추진과제별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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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추진전략

¡ 단계별 전략

기획연구
(KIMST)-'13~'14

국가 R&D
(연구단 규모)-'15~'17

시범사업
(2018년~ )

사업 추진

• 필요성 평가, 수요 분석, 요소기술분석
• R&D 계획 수립

• 핵심요소기술개발
•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평가

• R&D 성과 적용
• 모니터링 등 후속 연구
• 본 사업추진 타당성 평가

• 본 사업 추진(국가/민간)
• 대상 폐기물 확대(공감대 형성)

¡ 연구개발 로드맵

2015

단계

Product

Technology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1단계) 핵심요소기술개발

총괄과제

1세부과제

법/제도 개선 연구 해상처분장 설계기준 수립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 감지 기술 개발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감지 기술 개발

시범사업
상세설계

(2단계)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공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2021이후

입지선정기준 수립

법/제도 개선(안)

입지 선정기준(안)

2세부과제

3세부과제

4세부과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경량복토재 개발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설계지침

시범사업 입지(안)

해상처분장 법제화

요소기술
성과물의
시범사업

적용

시범사업 계획(안)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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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

부유식 태양광발전

마리나

레져공간힐링공간

생태호안

양수조력연계발전

풍력발전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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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무인도서 연계형 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수립에 기여

◦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 핵심역량 확보

  - 설치/재설치가 용이한 모듈형 차폐호안 기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생태호안조성을 통해 환경영향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활성화

  - ICT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해상처분장 운영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 해상처분장을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및 처리비용 절감

  - 매립지반의 조기안정화를 통해 부지 개발시 소요되는 지반개량 비용 절감

  - 보유수 및 지반의 오염저감을 위한 신공법의 개발로 수처리 등 운영관리비용 절감

◦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해양쓰레기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

  - 새로운 경량 건설재료로써의 활용방안 제시 및 폐어망을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료비 절감

  - 산업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분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을 해양공간조성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로 해양분야 신산업 창조경제실현 및 고용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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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 반입수수료를 톤당 76,300원(7,000엔) 부과(일본 동경 해상처분장 반입수수료 사례 적용)한다면, 

자본회수기간(Payback Periods)는 10.5년, 순 현재가치(NPV)는 1,919억원, 내부수익률(IRR)은 

12.2%,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38로 나타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음

Sensitivity factor 연간 160만톤 처리규모

처리반입가격
Payback periods 

(year)
NPV
(억원)

IRR
(%)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76,300원/톤 10.5 1,919 12.2 1.38

1) 해상처분장 규모: 면적 100만m2 용량 3,200만톤 규모, 조성비용 7,030억원 적용

2) 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가정, 운영비용 연간 166.8억원 소요 추정

◦ 부지조성을 통한 국토창출 효과와 융복합개발을 통한 레저, 에너지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통한 편

익까지 고려한다면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사업의 경제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사업 추진시 7,030억원 투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1,692억원으로 추정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85억원, 취

업유발효과는 9,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직접 산업에
미치는 효과

간접 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
효과

➡ 1.0000원
+

0.6632원
=

1.6632원

7,030 억원 4,662.1 억원 11,692.1 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0.4780원
+

0.2169원
=

0.6949원

3,360.7 억원 1,524.8 억원 4,885.4 억원

⇕ ⇕ ⇕
취업유발
효과

➡ 10억원당 10.6023명
+

10억원당
3.3584명 =

10억원당 13.9607명

7,453.4 명 2,361.0 명 9,814.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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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해상 최종처분장’ 정의 및 분류

◦ 해상 최종처분장(Offshore Final Disposal Landfill)은 폐기물을 육상에 매립ㆍ처분하는 육상 최종

처분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상에 조성된 매립장을 의미하며, 최종처분이란 폐기물을 소각, 탈수 

등 다양한 경로로 처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한다는 의미임

◦ 해상 최종처분장은 일본의 설계기준에 따르면 안정형, 관리형, 차단형으로 구분되며, 관리형 해상처

분장은 호안 내외부를 격리시켜 일반폐기물(특별관리 일반폐기물 제외)과 관리형 산업폐기물(소각

재, 탈수오니, 슬래그 등) 등의 안전한 매립이 가능한 시설을 의미함

[그림 1-1] 해상최종처분장의 종류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개정판)(역))

◦ 최근 해상 최종처분장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는 기능보다는 다양한 해양생태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은 최종처분장은 외측 호안을 생태호안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공간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세마카우(Semakau) 매립장은 일부 구간을 최종처분장으로 활용하

면서 나머지 구간은 해양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으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낚시, 조류조망

시설, 천문대, 갯벌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해양공간 개발이 단순매립을 통한 부지의 확보가 아니라 해양생태환경의 개선과 인

간의 레크리에이션 공간, 신산업의 창조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데, KIMST(2009)의 기

획연구에서는 해양공간 개발에 다섯 가지 개념을 융복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

적인 특징과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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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2)의 해양공간개발에 대한 기획연구에서 이제는 기능적인 융복합 뿐

만 아니라 공간디자인과 문화가 접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그림 1-2] Semakau의 다양한 기능(Singapore)

[그림 1-3] 해양공간개발기능의 융복합(KIM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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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입지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융합(KIMST, 2009)

[그림 1-5]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기획(KIO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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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기술의 concept

◦ 해양공간 개발의 융복합 기능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해상 최종처분장의 조성 

및 활용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함

[조성단계]



[부지활용단계]

[그림 1-6] 해상최종처분장 활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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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최종처분장
운영 및 관리

무인도서

해양쓰레기건설재료화

수거

분류

소각처리

해양신영토 창출
및 개발

무인도서 연계
차폐호안 건설

육상폐기물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해양쓰레기

매립처리

소각재

재활용

준설토

처리

육상및항만
건설재료활용

[그림 1-7] 대상 기술의 적용 프로세스

구분 육상 처분장 해상 처분장

입지
대상 후보지는  많음

선정이후 제약조건 많음
후보지는 한정

선정이후 상대적으로 제약조건은 적음

규모 소규모 대규모

경제성
부지확보비용 큼

매립후 부지활용효과는 낮음

초기건설비용이 큼

매립후 부지활용효과 큼

반입량 소량 반입 대량 반입

매립기간 단기~장기 가능 장기

안정화 기간 짧다 비교적 길다

부지이용 녹지, 공원에 한정 다양함

주민합의 토지소유권자 많은 경우 곤란 수면관리자,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조정 필요

시너지 -
해양 공간의 다양한 활용으로 새로운 

해양비지니스를 창출

(Eco-Energy Park)

[표 1-1] 육상 처분장과 해상 처분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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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획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육지공간의 활용기술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방대한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기

술이 개발되고 현실화되고 있음

◦ 두바이나 카타르와 같이 주거공간의 확보에서부터 해양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에너지섬 개발, 부유

식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해양 양수발전소, 해양레크리에이션 공간개발, 

해양바이오매스 양식장,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인공섬, 폐기물 매립을 위한 최종처분장 등 수많은 

용도로 활용되거나 계획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개발은 무분별한 해양파괴와 생태계를 훼손하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되어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더 이상 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와 넓은 공간 자원을 방치한다면, 결국 예측되

는 빠른 미래에 우리가 해양으로 진출하여야 할 시점에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에 그 넓은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바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돌려주지 

않을 것임

◦ 해양공간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단순한 매립이나 단일목적의 개발을 지양하

고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함

◦ 특히 해상 최종처분장과 관련하여, 2016년에 수명이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

쟁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주도의 매립지 수명종료에 

대비한 추가 매립지 미확보로 인해 예견되는 쓰레기 대란과 수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립

장 관련 분쟁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상 최종처분장은 경제적

이고 효과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임

◦ 이미 해외에서 많은 기술축적을 통해 오랜 활용사례가 있는 해상 처분장은 최근 해양생태환경과 

해양공간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비지니스의 사례가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

발을 통한 기술의 축적과 우리나라 입지와 수요에 부합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의 극대화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함

[그림 1-8] 세계의 다양한 해양공간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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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 기획연구의 최종목표

Ÿ 국내 연근해 해양특성과 수요특성을 감안한 해상 폐기물처분장의 조성 및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

하고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기본계획 수립

Ÿ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형 해상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환경적으로 안전한 차폐기술과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기획은 해당 기술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세부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ㆍ외 관련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 분석

▪ 정책동향 및 제도(법규 포함) 분석
▪ 연구개발 동향(논문, 연구과제, 특허, 제품 등) 및 전망(기술예측)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 연구비전 및 연구목표 설정
▪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비전설정 및 연구개발 최종

목표와 최종성과물 제시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설정

◦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핵심추진과제 후보군 도출
▪ 핵심추진과제 선정

▪ 핵심과제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제시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사업추진체계 도출
▪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수립

◦ 연구개발의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정부 상위계획과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연구수
행의 시급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위협요인 및 대응 방
안 분석 등)

▪ 기술적 타당성 분석(기존 연구사업과 연계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
술개발 위협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경제성 분석, 사회ㆍ경제ㆍ기술적 파급효과 제시 등)

◦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관리형 해상 최종처분장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관리형 해상 최종처분장 기본계획 

수립

▪ 관리형 해상 최종처분장 표준 모델 개발

▪ 국내 연근해 특성과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한 관리형 해상 최종처분장 조
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표 1-2]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세부 기획연구내용

Ÿ 환경분석

  -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국외 해상처분장 분석 후 국내 도입 환경, 조건 파악

    ․ 육상처분장과 장단점 제시 등

    ․ 전국 및 수도권 발생쓰레기 및 매립장 수요분석

    ․ 육상매립장 현황 및 향후 해양처분장 대체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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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처분장 설치 환경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분석

  - 정책동향 및 법ㆍ제도 분석

    ․ 런던협약 등 국제규약, 국내외 관련법, 시책 분석

  - 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

    ․ 연구개발 사례, 산업계 동향, 논문, 특허 동향조사 등 포함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 분석

    ․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외 기술수준 및 역량분석

  - 미래전망(기술예측) 및 수요 분석

  - 환경분석에 대한 종합 시사점 도출

Ÿ 연구목표 및 내용 정립

  -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 제시

   ․ 최종성과물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목표치 제시

   ․ 기존 상용장비(육상처분장) 대비 차별화 방안 및 내용 제시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설정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표준모델 개발 분석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건설기준 및 지침 수립방안 제시

   ․ 해상 최종처분장 차폐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방안 제시

   ․ 매립지반 조기안정화 기술 개발방안 제시

   ․ 폐자원 활용 및 에너지화 기술 개발방안 제시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방안 제시

   ․ 입지선정 평가기준 또는 선정 절차 수립

   ․ 해양환경영향 평가 또는 위해성 평가 지침 작성

   ․ 관련법 및 정책제안

Ÿ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추진전략, 기술개발 로드맵(TRM), 추진체계 제시

    ․ 최종(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로드맵의 각 핵심개발기술별 성과수준 제시 

  - 소요예산, 연구기간, 소요인력 제시

    ․ 각 소요내역별 산출근거, 민간투자확보 방안 등 포함

  -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ㆍ정성적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제시

Ÿ 연구개발 타당성분석(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상위계획과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연구사업과 중복 및 연계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기술개발 위협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Ÿ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Ÿ 도출 과제별 연구개발 제안요구서(RF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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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획연구의 추진방법

◦ 연구목표에 따라 전략적 목표 설정, 환경분석 및 여건파악, 대상기술 검토 및 핵심기술 과제 선정, 

세부실행계획 작성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기획기법을 적용

◦ 자료조사는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좌담회 등을 통해 수행

◦ 참여전문가로부터 도출된 내용들은 연구기획회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 전문기관과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통해 연구추진의 방향성 유지

◦ 공청회를 통해 기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이외의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기획연구의 보완

단  계 주 요 테 마 주 요 방 법

전략적 목표 

설정 단계

국내외 기술분석 벤치마킹

전략의 수립 SWOT분석, 장기전략계획

환경분석 및 
여건파악 단계

환경분석 STEeP 분석, FAST 분석

기술의 연관관계 및 체계 분석 기술체계도(Technology Tree)

기술예측 델파이법

시장수요예측 VOC 분석, 델파이법

기술영향 평가 상호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핵심기술과제 선정 단계
선정평가 후보기술 Pool운영, 평점(Scoring)모형

자원배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세부실행계획 
작성 단계

일정계획 Gant Chart

소요연구비 활동중심 비용관리(Activity based Costing)

소요연구인력 Engineering Man/Month

[표 1-3] 기획연구 방법기법

연구내용 세부추진방법

국내ㆍ외 환경분석

◦ 국가주도 기술기획 사례 조사
◦ 해외연구 및 기획 사례조사로 국내외 기술수준 분석
◦ 기술자료수집 및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로 선행기술조사

◦ 문헌조사 등을 통한 대상기술의 미래수요 예측

비전 및 최종목표 수립
◦ 국내ㆍ외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및 비전제시
◦ 연구개발 기대성과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 제시
◦ 전문가로 구성된 팀 주도로 비전실현을 위한 부문별 목표수립 및 범위 설정

핵심과제 도출

◦ 관련 기술자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수요 파악

◦ 학계, 건설 및 관련 산업계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의견 수렴
◦ 계층분석기법(AHP)으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기술개발 필요항목을 그룹화
◦ 핵심기술의 목표, 사업화 가능성, 시장전망 등을 근거로 핵심과제 도출 

◦ 국가 정책방향 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핵심기술별 연구수행 예산 추정
◦ 도출된 핵심과제별 우선순위 분석에 의한 로드맵 작성
◦ 전문기관과 검토회의를 통한 연구추진의 방향성 확보

추진전략 수립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방안 제시
◦ 전문가의 자문 활용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최종 자문회의 개최

◦ 위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최종기획보고서 작성(RFP 포함)

[표 1-4] 기획연구 세부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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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이름 소속 전공

내부기획위원 권오순 KIOST 지반

　 김경옥 KIOST 해양환경

　 주세종 KIOST 해양생태

　 장인성 KIOST 지반

　 오명학 KIOST 지반환경

　 박세헌 KIOST(전략실) 해양정책

외부 기획위원 박준범 서울대(학) 지반환경

　 박재우 한양대(학) 환경

　 김경신 KMI 해양쓰레기

　 채광석 GS건설(산) 지반

　 이장근 KICT(연) 지반환경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

　 양태선 김포대 지반

　 송병웅 다산컨설턴트 설계

　 민정탁 포항로봇연구소 기술기획

　 김윤태 부경대학교 지반

　 이승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

　 유승경 명지전문대 지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경제

　 한태곤 한진중공업 　

　 Yoichi Watabe PARI 지반

　 Katsuya Oda WAVE 해양폐기물

　 Hidetoshi  Kume Phoenix  Center 항만

원내 전문가 그룹 채장원 KIOST 연안

　 안희도 KIOST 연안공학

　 윤길림 KIOST 지반

외부 전문가 그룹 남경필 서울대 환경

　 손영환 서울대 농업생명

　 강부식 단국대 수리

　 김경모 한국항만기술단 지반

　 김태형 한국해양대 지반

　 류혜림 삼성물산(산) 폐기물

　 문세흠 삼성물산(산) 폐기물

　 문희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폐기물

　 백현욱 농어촌공사 지반

　 유남재 강원대 지반

　 윤희정 홍익대학교 지반

　 박수용 다산컨설턴트 지반

[표 1-5] 기획연구 세부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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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및 역량분석 

2.1 시장동향 분석

2.1.1 해외동향 분석

해외 해상 최종처분장 사례

◦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해면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조성된 처분장은 모

두 관리형 최종처분장으로 조성되었음. 

[그림 2-1] 일본의 Recycling Port 정책 

[그림 2-2] 일본의 해상매립장 현황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기획연구보고서

12

◦ 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음.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분

류한 후 소각처리하고 소각후 남은 소각재(소각처리 폐기물의 10~15%의 소각재 발생)를 매립처

분함. 

[그림 2-3] 폐기물 처리 흐름도

◦ 동경만 新海面處分場의 경우에는 일부 구간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진행되

고 있고, 일부 구간은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호안을 건설하고 있음. 동경만 新海面處分場은 동경

도의 지자체가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내측 188ha, 외측 314ha이고, 매립 후에는 동경 

올림픽 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일본의 동경만 매립지의 경우 육상매립장의 건설비용은 민원 등으로 해상에 비해 고가이며, 처리 비

용도 육상에서는 10,000엔/톤 정도(동경)이며, 해상처분장은 7,000엔/톤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4] 동경만 매립지 조성 시기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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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동경만 매립지 현황

[그림 2-6] 동경만 新海面處分場

[그림 2-7] 新海面處分場의 호안 단면

◦ 오사카항의 휘닉스센터는 오사카와 인근의 5개 현이 협약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4개의 해면

처분장(Amagasaki-113ha, Izumiotsu-203ha, Kobe-88ha, Osaka-95ha)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활

용하고 있는데, 현재 4개의 매립장 가운데, 2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매립 

중임. 바다에 인접하지 않은 지자체가 해면처분장을 활용하는 일본 유일한 사례임

[그림 2-8] 오사카 피닉스센터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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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센터는 9개의 반입기지와 4개의 해상처분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오사카매립지의 경우에는 호안(seawall) 건설에 7,000천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침출수 플랜트 건

설에 400억원이 소요됨. 육지에 집하장 및 선적을 하는 부두시설(Receiving base)를 포함하면 

100ha 규모에 1조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됨

[그림 2-9] 오사카 항 전경 [그림 2-10] 오사카 휘닉스센터의 처분장

[그림 2-11] 오사카 피닉스센터 해상처분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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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피닉스센터 반입기지 현황

[그림 2-13] 오사카 처분장의 호안 단면

◦ 나고야항의 衣浦港3号廢棄物處分場은 민간(財團法人 愛知臨海環境整備센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47.2ha의 규모이며, 내부의 부잔교를 활용하여 매립하는 방식은 오사카 처분장과 동일함

[그림 2-14] 衣浦港3号廢棄物處分場
 

[그림 2-15] 폐기물 매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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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만의 新海面處分場과 오사카의 휘닉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최종처분장은 일부 호안에 해양생태

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호안을 시공하여 그 성과를 연구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완

경사호안에 부착된 식생과 풍부해진 어족자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동경만의 新海面處分場의 중앙

방파제 내측 매립지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함

   

[그림 2-16] 완경사호안이 적용된 단면

   

[그림 2-17] 친환경 호안의 생태계

[그림 2-18] 동경만 내측매립지의 海森 계획

◦ 과거 매립된 매립지에서는 매립폐기물이 관리되지 않아 부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한 예로 매립지반에 교량 시공을 위하여 말뚝을 설치하는 사례에서 이중케이싱을 사용하였으며 인

접누출 모니터링중이며 다른 공법에 대해서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수행중임. 최

근에는 활용계획에 의거하여 매립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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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육상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해 1995년

부터 세미카우(Semakau)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여 매립에 활용하고 있는데, 매립장의 1/2 이상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2005년부터 관광목적으로 개방하여 스포츠 낚시, 조류관찰, 자전거도로, 

캠핑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규모는 350ha이며, 건설비용으로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됨

[그림 2-19] 싱가포르 Semakau 매립지 위치(하단)

 

[그림 2-20] 세마카우 매립지 전경

[그림 2-21] 세마카우 매립지에서의 폐기물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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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카우 매립지는 미국의 New York Times지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소각재를 매립하여 새로

운 해양생태계를 만든 것을 두고, 단순한 매립이 아닌 자연을 그대로 따라한 해양공간 창조로 평가

하고 있음

[그림 2-22] 세미카우 매립지 관련 NY Times 기사 

◦ 일본이나 싱가폴에서는 해상처분장과 관련된 환경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 일본의 축적된 해상처분장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상 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자문역할을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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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복합활용 사례

◦ 대표적인 해양공간 복합활용 사례인 에너지섬(energy island) 계획은 해양에 가진 다양한 에너지원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형태인데, 초기에는 해양온도차발전과 풍력, 태양광을 동시에 개

발하며 부유식 모듈화를 통해 복합발전플랜트로 제안된 바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

여 다양한 복합발전플랜트가 연구 개발되고 현실화 되고 있음

[그림 2-23] 부유식 복합발전 에너지섬 계획

◦ 에너지섬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이 에너지 저장의 개념으로 양수발전이 가능한 인

공 호수를 접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Copenhagen climate 

conference)에서 Green Power Island의 아이디어로 다시 조명 받게 되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해

양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과 양수발전의 원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기술이 핵심임

 

[그림 2-24] Energy island 계획

◦ 여기서 제안된 GPI(Green Power Island)는 건축가 Gottlieb Paludan와 덴마크와 국제 에너지 고

문의 지원을 받은 Risø-DTU 컨소시엄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풍력과 부유식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

을 위한 호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크리에이션이나 다양한 해양공간의 융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GPI 개념에 따르면, 섬의 크기는 발전용량과 저장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Tampa Bay(플로리다), 바레인 등에 대한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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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코펜하겐에서 제시된 의 GPI 

개념(Gottlieb Paludan)

 

[그림 2-26] GPI의 다양한 활용사례

[그림 2-27] Tampa Bay의 GPI 

디자인(Gottlieb Paludan)

 [그림 2-28] Bahrain의 GPI 

디자인(Gottlieb Paludan)

 [그림 2-29] Belgium의 GPI 

디자인

◦ GPI 계획에서도 제시되었지만, 해양에서 부유식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발 개념도 다양하게 제시되

어 있어 막대한 태양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함

 

[그림 2-30] 부유식 태양광 발전(RAK, 1M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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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Power Island의 개념은 이미 2009년 KIMST 기획과제로 수행된 ‘다기능 i-PORT 구축 기

술 개발’ 과제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해상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등으로 얻어진 에너지를 내부의 호

수를 활용하여 저장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격으로 출력하는 개념으로 GPI 개념과 동일함

◦ 아래 그림은 이 개념을 수도권 지역에 가상적으로 설치한 사례인데, 영종도 외해 방면으로 GPI를 

설치한 모습이며, 용유도와 연육교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림 2-31] 한국형 GPI

 

[그림 2-32] 수도권에 GPI를 설치한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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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간 조성 사례

◦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에서는 조력발전 건설이후 생태계 변화에 따라 주변 일대를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25ha면적의 대체 조류서식지를 조성하는 등을 통해 생태계 안정화를 도모하여 

5년후 이 지역 일대의 생태계가 안정된 것으로 보고함

[그림 2-33] 랑스 조력발전 호수내 조성된 조류서식지

◦ 홍콩에서는 중국과 국경지대내 있던 마이포 습지 453만평을 양식장과 인공습지 조성 등을 통해 친

환경적으로 개발한 바 있음

   - ’95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으며, 핵심보호지역ㆍ인공 조류서식지ㆍ친환경 새우양식장ㆍ일반 

상업용 양식장으로 구분

   - 전문기관 위탁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과 조류보호(저어새ㆍ뜸부기 등 서식)를 동

시에 성공한 모델로 각광

[그림 2-34] 홍콩 마이포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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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장분석 및 Needs 분석

폐기물 발생현황

◦ 201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383,333톤/일로 2010년도 374,642톤/일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이 전체의 48% 정도를 차지하며,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함

[그림 2-35] 폐기물 발생현황(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

[그림 2-36] 폐기물별 발생량(환경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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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 지역별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2009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전체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37] 시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환경통계포털) [그림 2-38] 시도별 가정생활폐기물 

발생량(환경통계포털)

[그림 2-39] 시도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환경통계포털) [그림 2-40] 시도별 건설폐기물 발생량(환경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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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주요 방법은 재활용인데 전체 폐기물 가운데 84%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소각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면서 매립처분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해역배출은 런던협약(’96)으로 인해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분뇨

오니, 하수슬러지는 2012년부터 이미 해역배출이 금지되었으며 산업폐수오니가 2015년까지 전면 

배출금지가 되면 해역배출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됨

◦ 매립은 어느 정도 감소하겠지만 소각 후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소각재 등 최종 잔류물질과 해역배

출을 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 발생으로 지속적인 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2-41] 폐기물 처리현황(환경통계포털)

◦ 전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품 선

별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시설은 1,207개소임

합계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집하장
(5%)

음시물
자원화시설

공공 공공 공공 민간 공공+민간

1,207 173 222 233 363 216

[표 2-1]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환경부 제4차 폐기물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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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2개소의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총 424,341천㎥, 잔여 매립가능용량은 215,220천㎥이며, 지역

별 매립장의 규모 및 매립량, 잔여매립용량은 다음 표와 같음

◦ 향후 사용 가능한 매립지 중 수도권매립지가 잔여요량의 약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

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의 잔여용량은 39.6%로 나타남

◦ 시도별로 잔여매립용량을 나타낸 아래 표에 의하면, 연간 매립량보다 잔여매립용량이 부족한 광주

시를 포함하여 5개의 시도에서는 연간매립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잔존 수명이 10년 이하로 나타났으

며,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신규 매립장 조성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잔여 매립장의 수명 내에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문제를 예고하고 있음

매립장 수 총면적(m2) 총매립용량(㎥) 기매립용량(㎥) 잔여용량(㎥)

222 31,320,258 424,340,883 209,120,431 215,220,452

[표 2-2] 전국 매립지 현황(’11년)(환경부 4차 폐기물통계조사)

시도 개소 수 잔여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량(톤/년) 비율(%)

서울*, 인천 5 129,914,557 4,142,707 51.0

부산 1 11,197,551 283,097 3.5

대구 1 22,362,229 554,509 6.8

광주 2 78,672 148,411 1.8

대전 1 1,920,568 183,852 2.3

울산 2 830,142 105,706 1.3

경기 10 5,202,021 105,597 1.3

강원 24 5,321,584 406,458 5.0

충북 12 2,836,001 99,096 1.2

충남 16 4,035,401 570,603 7.0

전북 15 2,552,442 180,384 2.2

전남 56 7,299,773 446,366 5.7

경북 40 7,958,309 430,509 5.3

경남 27 11,098,000 335,454 4.1

제주 10 655,700 103,814 1.3

합계 222 215,220,452 8,116,562 100

* 서울의 경우 수도권매립지만 이용하고 있어, 인천과 통합하여 기재

[표 2-3] 지역별 매립시설 현황(환경부 4차 폐기물통계조사)

◦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가연성 52%, 불연성 48%이며, 가연물은 종이(11%), 플라스틱류(10%), 

음식물류(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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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51.84) 불연성(48.16)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목재 고무가죽 섬유 기타 유리자기 금속 기타

9.63 11.38 10.16 5.30 3.64 2.66 9.09 5.82 3.02 39.32

[표 2-4] 매립시설 반입폐기물 물리적 조성(%, ’11년)(환경부 4차 폐기물통계조사)

◦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22,064천톤/년(이월량 74천톤/년 포함)으로 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

적 증가세를 보이며, 종류별로는 건설폐기물 발생이 56%로 가장 높고, 이후 배출시설계(41%), 지

정(2.1%), 의료(0.1%) 순을 보임

◦ 처리방법별로는 재활용이 86.6%이고, 나머지는 매립(8.2%), 소각(3.3%), 해역배출(1.8%) 순임

[그림 2-42]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그림 2-43]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 현재 국가적으로 신규 매립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의무처리를 통한 재활용의 확대 및 매립 제로화 정책인데, 최종적으로는 매립량은 

감소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처리 부산물과 소각처리시의 소각재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처분을 위한 최소한의 매립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매립지

◦ 1992년 쓰레기매립 시작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ㆍ도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이

해관계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의 어려움 발생하여, 환경부 산하에 국가공사를 설

립하여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법률 제6200호, 2000.1.21)

◦ 현재 1매립장은 매립을 완료하여 대중골프장을 비롯하여 상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2매립장은 

지자체간의 협약에는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매립장은 추가 조성과 관

련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전체 반입폐기물중 생활계폐기물은 2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32%, 건설폐기물 41%이며, 건

설폐기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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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수도권 매립지 현황 [그림 2-45] 수도권 매립지 반입지역

[그림 2-46] 수도권 매립장 규모 및 매립용량

◦ 수도권 폐기물의 반입량은 감소추세로 수렴되어, 2020년도에 수도권폐기물은 3,400천톤/년이 반입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장래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매립폐기물이 3,400천톤/년 이라고 추정하였을 때, 

사용연수별로 요구되는 매립장의 규모는 25년 이용시 약 8,500만톤, 50년 사용시 약 1.5억톤이 필

요할 것으로 예측됨(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 수도권매립지의 3매립장과 4매립장의 부지 면적은 6,451m
2
규모이며, 현재와 같이 서울특별시 전체

의 폐기물 반입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폐기물의 반입한다면 2044년 이전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체매립지 또는 보조매립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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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민원인들과의 분쟁에 있어 3매립장과 4매립장 전체의 활

용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그림 2-47]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예측치(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비용은 일본 대비 20%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에너지 생

산, 매립 완료된 구역의 상업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 복합적인 기능의 접목으로 경제적인 시너지가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으며 전체 처리

비용의 20~30% 정도만이 국민에게 부과되며, 나머지 70~80%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인 매립장의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조정일
종전 인상

사업장 생활계 34,507 43,404 2014. 3. 1.

고형하오니 56,727 61,832 2014. 3. 1.

생활폐기물 17,870 20,050 2014. 3. 1.

상하수오니/하수준설토 22,383 23,903 2014. 3. 1.

광재 증 17종 25,519 31,156 2014. 3. 1.

[표 2-5]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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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처분장과 해상처분장의 비교

◦ 해상처분장은 매립장 내부의 보유수가 외해에 누출되지 않는 차수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조류, 파

랑, 해일 등 해양의 외력으로부터 매립지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차폐호안이 필수임

◦ 해상처분장에서는 호안과 차수공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매립지 내부의 보유수 수위의 제어가 필요함

◦ 해상처분장의 입지에 있어서는 하부 지반이 점토 등 불투수층으로 형성된 곳이 최적의 입지이며, 

불투수층이 발달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하부지반의 차수를 위한 차수공의 적용이 매우 중요함

[그림 2-48] 육상처분장 기본 단면

[그림 2-49] 해상처분장 기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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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토목학회 환경공학위원회에서는 육상처분장과 해상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이 비교하여 제시함

항목 육상 매립 해상 매립

(1) 입지
장소의 수
선정 용이성

장소적으로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선정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된다
육상매립에 비해 제약조건이 적다

(2) 계획ㆍ조정
국가 레벨
지역 레벨

비교적 용이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조정이 비교적 곤란

(3) 규모 작다 크다

(4) 경제성
용지 확보비용이 막대
부지이용의 경제효과가 낮다

규모의 이익(scale merit)
규모가 크므로 초기투자가 큼

새로운 국토창조에 의한 경제효과 기대

(5) 수송(교통)
광역수송
선박수송

광역있음 광역수송
선박수송

(6) 처분장 확보 단기적인 확보
장기적인 확보가 가능하며 폐기물 관리계획
상 우위

(7) 인수
양(量)
반입관리
주변에 대한 영향

반입량 적다
약간 곤란
약간 있음

대량반입
용이
비교적 적다

(8) 작업환경
소음ㆍ진동
악취

주의가 필요
    〃

비교적 적다
    〃

(9)
침출수※

처리

유기오탁물질
무기물질

유해물질
호우 시

비교적 용이
염(鹽)제거의 필요성

거의 없음
약점 있음

비교적 용이
필요성 없음

거의 없음
내수지(內水池)가 커 문제 없음

(10) 매립기간 단기~장기 장기

(11) 안정화 비교적 짧다 비교적 길다

(12) 부지이용 녹지ㆍ공원에 한정 다양한 개발 가능

(13)
Potential 
risk

보유수의 이동성
차수 장애

매립폐기물

수직방향의 이동성 큼
지형적 불연속부에 약점→차수면의 수압
부하 삭감으로 대응

분산화→관리능력저하 우려

동수구배가 적으면 이동성 낮다

(14) 재해대책

지진
파랑ㆍ홍수
수송ㆍ반입

차수공부(遮水工部)에 지진 고려
설계에서 고려
수송루트 파괴에 대한 대처

차수공부(호안)기초, 호안 등 내진 고려
설계에서 고려
루트의 변경은 용이

대량 인수가 가능

(15) 국토창조 적다 새로운 대지의 창출

(16) 환경창조
녹지ㆍ공원 등의 환경창조 대규모 개변(改變)을 위해 새로운 환경창조

사업이 필요

(17) 주민합의
토지소유권자가 많다. 물이용 조정, 안전
성에 대한 불안 등 주민합의가 곤란

수면관리자,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필요

※ 육상처분장에서는 보유수 등의 집ㆍ배수시설을 통해 침출되어 온 보유수 등을 처리한다. 해상처분장에서는 호안으로 둘러
싸인 처분장 내의 보유수 등을 처리한다.

[표 2-6] 육상처분장과 해상처분장의 비교(일본토목학회 환경공학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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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쓰레기 현황

◦ 해양쓰레기(marine debris or marine litter)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부주의한 처리나 폐기로 해양환

경에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지칭하는데, 주로 폐어구나 어망, 육상기인 쓰레기, 항구 내 부유쓰레

기, 해외기인 쓰레기 등이 있음

구 분 주요발생 경로

육상원인
하천유입 ∙ 육상투기(특히 장마철) 쓰레기의 하천을 통한 유입

해안활동 ∙ 해안휴양지 및 상업ㆍ주거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해상원인

선박기인
∙ 선원 및 승객의 음식물찌꺼기, 종이류, 폐비닐 투기
∙ 운항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걸레, 플라스틱류 등 투기

어업
어구방치

∙ 어로활동시 그물, 어구, 로프 등의 손망실 또는 투기

∙ 정치망, 양식어장 등의 어구 교체시 폐기

패각류 ∙ 패류(소라, 조개, 굴 등) 수확 후 폐기된 폐각 방치

[표 2-7] 해양쓰레기 발생경로(국립공원 연구원 연구보고, 2011)

구 분 해상쓰레기 종류

육상원인
해상쓰레기

해상원인
해상쓰레기

[표 2-8] 해양쓰레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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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침적 쓰레기 침체어망 부유쓰레기 연안 및 하구쓰레기

2006년 5,368 1,224 13,651 46,316

2007년 4,114 1,403 8,073 38,602

2008년 3,419 1,010 15,332 36,958

2009년 12,792 2,414 8,958 57,756

2010년 5,633 2,556 5,348 56,107

합계 31,326 8,607 51,362 117,528

[표 2-9] 연도별 해상쓰레기 수거량(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 3. 23)

구 분 관리방법

수중침적 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어민수매사업

∙ 국토해양부는 99년~10년까지(12년간) 총 사업비 1,121억원 투입

 - 전국 주요연안 및 도서지역 폐기물 99,497톤 수거ㆍ처리
 - 해양환경관리공단(67,042톤), 어항협회(31,457톤), 정화협회(998톤)
 - 수매대상 : 조업중 인양한 페어구, 폐로프, 폐비닐

 - 제외대상 : 선박발생 생활쓰레기, 선박에서 교체한 폐어구ㆍ선용품 등

오염퇴적물 수거

오염퇴적물 수거 / 정화처리 / 운반 / 최종처분(폐쇄형 처분장)

 

 

해양부유폐기물 수거 ∙ 전국 29개 무역항에 19척의 항만청소선(청항선)을 배치하여 해양부유폐기물 수거

[표 2-10] 해양쓰레기 처리현황(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기본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 있으며, 이것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해양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수립한 범 정부계획

으로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 강화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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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전략 28개 세부과제 수립ㆍ시행

  - 현재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 중

[그림 2-50]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계획인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쓰레기 없는 맑은 하천, 깨끗한 하구 조성 목표

  - 상수원댐 상류 방치쓰레기 사전 수거체계 구축 등 7개 세부 과제 추진

  - 현재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 중

[그림 2-51]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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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현황

◦ 최종처분장의 입지는 해양생태계가 활성화된 조간대 지역을 회피하여야 하므로 최저조위 

DL-5~10m 정도의 연근해 해역이 적절하며,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너무 외해로 나갈 

수 없고, 지정해역이나 수산양식장 등 다양한 회피지역이 있으므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 추진시에 엄밀한 입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해역에 많은 무인도서를 해상최

종처분장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 우리나라 무인도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무인도서는 2,876개(11개 시ㆍ도, 55개 시ㆍ군ㆍ구)이며, 전체 도서 3,358개의 85.65%를 차지하

며, 도서 총 면적 3,757.72㎢로 중 무인도서의 면적은 76.47㎢(2.03%)

◦ 무인도서 2,876개 중 지적공부 등록 도서는 2,642개(91.86%)이며, 미등록 도서는 234개(8.14%)

◦ 무인도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도서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

◦ 시ㆍ도별 무인도서 수는 전남(1,744개ㆍ60.64%), 경남(484개ㆍ16.83%), 충남(236개ㆍ8.21%)의 

순임

구   분 합   계 유인도서*
무 인 도 서

소   계 등   록 미 등 록

도서 수 3,358 482 2,876 2,642 234

면적(㎢) 3,757.72 3,681.25 76.47 76.47 -

[표 2-11] 전국 도서 현황

  * 유인도서 수와 면적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08 ~ ’17년)에 따름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도서수 2,876 41 111 236 80 1,744 58 484 45 3 40 34

비율(%) 100 1.43 3.86 8.21 2.78 60.64 2.02 16.83 1.56 0.10 1.39 1.18

면적(㎢) 76.47 0.73 8.29 8.49 2.29 40.45 1.84 9.23 4.71 0.04 0.14 0.26

비율(%) 100 0.95 10.84 11.11 2.99 52.90 2.40 12.06 6.16 0.05 0.18 0.34

[표 2-12] 시ㆍ도별 무인도서 현황

◦ 사유지 포함 무인도서는 1,398개(48.61%)이며, 국ㆍ공유지 무인도서는 1,478개(51.39%)

  - 무인도서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의 경우 무인도서 1,744개 중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수는 948개로 점유비율이 54.36%를 차지

  - 국ㆍ공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40개)과 울산(3개)으로서 관할 도서 모두가 국ㆍ공유이

며, 다음은 강원 97.06%(33개), 부산 82.22%(37개)의 순. 국ㆍ공유 최저 지역은 전남으로 관할 

무인도서 1,744개의 45.64%(7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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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국 유 공 유 사 유
하나의 무인도서 내 복수 소유 

소  계 국ㆍ사유 공ㆍ사유 국ㆍ공ㆍ사유 국ㆍ공유

합   계 2,876 1,327 145 1,270 134 87 26 15 6

비율(%) 100 46.14 5.04 44.16 4.66 3.03 0.90 0.52 0.21

[표 2-13] 소유형태별 도서 수 현황

◦ 지적공부 등록 무인도서 2,642개의 총 면적은 76.47㎢로서, 사유면적은 61.24%(46.83㎢), 국유면

적은 28.98%(22.16㎢), 공유면적은 9.78%(7.48㎢)임

  - 시ㆍ도별 사유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서 70.80%(28.64㎢)이고, 국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서 100%(0.14㎢)임

◦ 등록 무인도서의 지목유형별 면적비율은 임야가 90.24%(69.01㎢)로 다른 지목에 비해 절대적인 우

위를 보임

구    분 합 계 국 유 공 유 사 유

합계(㎢) 76.47 22.16 7.48 46.83

비율(%) 100 28.98 9.78 61.24

[표 2-14] 소유형태별 면적 현황

구   분 합 계 임 야 전 답 기 타

합계(㎢) 76.47 69.01 1.99 0.31 5.16

비율(%) 100 90.24 2.60 0.41 6.75

[표 2-15] 지목유형별 면적 현황

◦ 등록 무인도서 2,642개 중 면적이 0.003㎢ 미만인 도서는 888개(33.61%)로 가장 많고, 면적이 0.1

㎢ 이상인 무인도서는 176개임

구   분 합 계 0.003㎢ 미만 0.003~0.01㎢ 0.01~0.05㎢ 0.05~0.1㎢ 0.1㎢ 이상

도서수 2,642 888 667 732 179 176

비율(%) 100 33.61 25.25 27.71 6.78 6.65

[표 2-16] 면적규모별 도서 수 현황

◦ 등록 무인도서 중 육지와의 거리가 1㎞ 미만인 도서는 1,392개(52.69%)로서 과반수의 도서가 육지

에 인접되어 있음



2. 환경 및 역량분석

37

위   치
도서명

관리
유형

면적
(㎡)

육지와의
거리
(㎞)

개발방식 사업내용
광역 기초 읍면동

부산
(2)

사하구 다대동 목도 개발가능 47,603 1
무인도서  
단일개발

산책로 1식, 해중전망대 등

[표 2-20]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 현황(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구   분 합 계 1㎞ 미만 1~5㎞ 5~10㎞ 10~20㎞ 20~40㎞ 40~80㎞ 80㎞이상

도서수 2,642 1,392 628 146 158 131 99 88

비율(%) 100 52.69 23.77 5.53 5.98 4.96 3.75 3.32

[표 2-17] 거리구간별 도서 수 현황

◦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률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도서는 환경부의「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도서를 제외한 2,693개임

◦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2년까지 1,044개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을 완료, 2014년까지 

나머지 1,649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할 계획

구분 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제외

도서 수 1,044 24 205 566 83 166

[표 2-18] 무인도서 괸리유형 지정 현황(2012. 12. 31 기준),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3)

주 : 제외는 연육 등으로 무인도서에서 제외된 도서임.

◦ 현행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국한되어 있음

관리 유형 지정 대상

절대보전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
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개발가능 무인도서 -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표 2-19] 무인도서 관리 유형 및 지정 대상

◦ 무인도서 개발사업은 46건(2011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육지

에 인접한 무인도서 대상, 관광 목적의 개발 유형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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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서명

관리
유형

면적
(㎡)

육지와의
거리
(㎞)

개발방식 사업내용
광역 기초 읍면동

남구 용호동 나암 이용가능 2,728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방파제 480m 

경기
(1)

화성시 서신면 안고렴섬 미지정 62,776 0.2 육지연계 개발 수변데크, 해안산책로 등

강원
(4)

속초시 청호동 조도 미지정 13,984 1.4
무인도서  
단일개발

고성군 죽왕면 죽도 미지정 51,471 0.5 육지연계 개발 휴게전망대 및 탐방로

고성군 죽왕면 소죽도 미지정 1,112 0.4 육지연계 개발 휴게전망대 및 탐방로

고성군 현내면 금구도 절대보전 9,521 0.35
무인도서  
단일개발

광개토대왕 사료발굴

충남
(3)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개발가능 91,583 1 육지연계 개발 콘도미니엄  1식

보령시 오천면 명덕도 개발가능 27,769 21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서천군 비인면 쌍도 미지정 16,860 1.2 육지연계 개발
생태갯벌관찰데크, 갯벌연결다리

해양휴양시설 (바다낚시터,방문자센터 
및 해수탕스파시설등)

전남
(21)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 개발가능 415,870 0.9
무인도서 
단일개발

원시체험의 섬 개발

고흥군 동일면 동백도 이용가능 8,132 3.3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테마 펜션단지 개발

고흥군 도양읍 상송도 개발가능 57,819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고흥군 도양읍 하송도 개발가능 3,769 0.6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고흥군 도양읍 하송1도 미지정 2,935 0.6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장흥군 용상면 오도 개발가능 14,805 0.5 육지연계 개발 진입로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해남군 문내면 녹도 미지정 488,195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가족호텔, 골프장 등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미지정 77,851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리조트, 유물박물관, 수상비행장, 
모노레일, 향토음식촌 등

신안군 임자면 굴도 미지정 79,340 9.9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34동), 에너지테마파크, 
해수온천, 회타운, 요트마리나 등

신안군 지도읍 안마도 미지정 270,000 0.3
무인도서 
단일개발

젓갈공장(2동), 전통한옥마을(20동)

신안군 지도읍 소복기도 미지정 174,300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성지순례기도원, 휴양소, 천주교성당

신안군 안좌면 상사치도 미지정 880,000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중국  10대 건축물⋅절경 축소 설치, 
중국전문 음식점, 문화관, 사신관 등

신안군 암태면 말목도 미지정 129,000 0.3
무인도서  
단일개발

건강클리닉⋅요가센터, 기족형 콘도 등

신안군 비금면 송탄도 미지정 162,446 1.3
무인도서  
단일개발

화훼원, 생태공원, 조각공원 등 조성

신안군 비금면 토막도 미지정 157,884 2.4
무인도서  
단일개발

마리나시설, 승마체험코스 등 조성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 미지정 223,338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한류문화관, 한류전문쇼핑몰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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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서명

관리
유형

면적
(㎡)

육지와의
거리
(㎞)

개발방식 사업내용
광역 기초 읍면동

신안군 비금면 노대도 미지정 446,171 3.5
무인도서  
단일개발

음악의 전당, 조각정원, 시네마정원, 
예술동호인 마을, 예술체험센터 등

신안군 신의면 과부도 미지정 86,200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마리나리조트, 요트계류장, 해수탕 등

신안군 신의면 송도 미지정 7,934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평화광장 조성, 노벨평화상 역사 수상자 
전시관 건립 등

무안군 삼향면 계도 미지정 76,420 0.4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 및 노후(은퇴)정착형마을 
조성(25동), 연륙(교량),친수환경공원 

조성

무안군 청계면 토끼섬 미지정 20,430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 및 노후(은퇴)정착형마을 
조성(20동), 연륙(교량),친수환경공원 

조성

경북
(2)

울릉군 북면 관음도 미지정 71,405 0.1 육지연계  개발 보행 연도교 및 탐방로 조성

울진군 후포면 갓바위 미지정 2,116 0.1 육지연계  개발 진입로, 수변데크, 친수공간 등

경남
(7)

남해군 미조면 고도 미지정 42,620 2.6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조성

남해군 미조면 목과도 미지정 128,029 1.7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조성

남해군 미조면 떼섬 미지정 31,041 0.3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조성

남해군 미조면 사도 미지정 30,744 0.6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조성

남해군 미조면 애도 미지정 53,949 1.2
유인도서  
연계개발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 조성

남해군 창선면 구도 미지정 82,846 0.2 육지연계 개발 친환경 펜션, 갯벌체험장 조성 등

하동군 금남면 쪼각섬 미지정 2,055 1.23
무인도서  
단일개발

부교, 펜션, 조경

제주
(6)

제주시 제주시 거북이도 미지정 252 0.1 육지연계 개발
보행연도교 및 탐방로조성,

효게전망대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미지정 24,694 0.01 육지연계 개발
낚시터, 선착장, 휴게친수공원

조성 등 

제주시 추자면 다무내미 미지정 21,719 0.03
유인도서
연계개발

해양조각공원, 휴게공원, 탐방로 
보행연도교 조성 등

제주시 추자면 섭생이 미지정 33,322 0.3
무인도서  
연계개발

원시해양체험장, 탐방로, 전망대, 야영장 
등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 미지정 13,367  1.5  육지연계 개발 전망대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1도 미지정 48,061  1.8  
무인도서
단일개발

수중생태공원, 스쿠버체험장,
계류시설 등

◦ 해상최종처분장을 무인도서와 연계하여 건설하는 경우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무인도서 선정을 위한 대상 무인도서 검토

  - 대상 무인도서의 개발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등 허가 관련 절차 수행

  - 해양수산부「무인도서 개발 관리지침」과 해상 처분장 시설 가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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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관련 현황

◦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하

베스팅(energy harvesting)기술인데, 작은 에너지원이지만 넓은 분포로 존재하면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큰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고의 성능을 도출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해양에너지의 부존량이 적지 않지만 해양에너지에 대한 투자

가 미흡하여 현재 시화조력 발전 이외에는 상용발전소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해상풍

력의 경우에도 해양에서 민원과 군레이더 문제 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해역의 에너지원은 조력, 조류, 파력, 풍력, 태양광이 대표적이고 해양

공간개발과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한다면, 밀도는 높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집적을 통해 큰 

에너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에너지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인근에서 신뢰성 있는 조력에너지원의 활용기술은 매

우 중요한데, GPI 개념을 접목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의 도출이 필요함.

[그림 2-52] 조류에너지 밀도분포(국립해양조사원)

 

[그림 2-53] 바람자원 및 태양광자원 지도(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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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수요측면에서 해상 최종처분장 국내도입 가능성

◦ 육상 쓰레기 발생 저감과 폐기물의 재이용ㆍ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매립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신규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신규 매립장의 확보가 필요함

◦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의 3매립장과 4매립장을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잔존수명이 있으

나, 지자체 분쟁과 민원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있음

◦ 육상에서 신규 매립장의 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가능한 범위에서 해상 최종처

분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며, 해양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제

도적인 부분, 사회적인 수용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해상 최종처분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검증 및 경제성 확보 등의 필수

적인 요소를 확보한다면 신규 육상 매립장의 수요를 일부 해상 최종처분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모든 육상매립장을 해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조 매립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육상매립장의 수

명을 연장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해상 최종처분장은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규모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기능이 필요하며, 처

분장을 부기능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해양공간개발을 주기능으로 배치하는 방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4] 육상 매립장 관련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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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동향 및 법ㆍ제도 분석

2.2.1 국내 관련 법령 분석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음

법률명 소관부처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만법 해양수산부
∙ 항만지정 등 항만개발 촉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의 보전 및 관리, 환경친화적 매립을 통한 매

립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부 ∙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해양환경 관리법 해양수산부 ∙ 해양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폐기물 관리법 환경부 ∙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 오염된 토양의 정화 관리, 토양생태계 보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의 사용기준 및 활용 촉진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

를 촉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해양수산부
∙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증진

[표 2-21]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5조 공유수면에서의 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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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

  -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
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
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
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매립목적 내용

16. 폐기물처리시설용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
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7. 그 밖의 시설용지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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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
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
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
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
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
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
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
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
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

 

 -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
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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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
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ㆍ하천ㆍ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둑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
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
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둑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
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④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
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ㆍ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리대상 폐
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
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ㆍ스테인레스강 또는 합
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
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 매립시설 설치기준(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 별표 9참조)

  -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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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 차단형 매립시설

①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

도”라 한다)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

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

치하여야 한다.

  ․ 관리형 매립시설

①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ㆍ상

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

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

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이상이 되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

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

(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

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

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

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

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

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②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

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③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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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차단형 매립시설

      

[그림 2-56] 관리형 매립시설

- 폐기물매립지 설치시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립지 바닥과 사면 등에 

차수시설을 설치하며, 이는 수평차수시설과 연직차수시설로 분류됨

시 설 합성고무시트 합성수지시트

재 료
∙ 부틸 고무에 에틸렌 프로필렌을 합성하여 차수성

을 개량한 것 (1.0~1.5mm)

∙ 연직염화비닐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 

최근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사용

시공법

∙ 자갈, 나무뿌리, 풀뿌리 등을 제거 하고 충분히 

다지면서 기초지반을 평탄하게 조성하여 시트를 

포설

∙ 시공편의상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맞추어 시공

∙ 자갈, 나무뿌리, 풀뿌리 등을 제거 하고 충분히 다

지면서 기초지반을 평탄하게 조성하여 시트를 포

설

∙ 현장에서 적절한 크기로 열접합하는 것이 보통

차수성

∙ 차수막 자체의 차수성은 완벽하지만(투수계수 1×10-7cm/sec) 기초지반 돌출부에 파손우려

∙ 인장강도 70~280kg/㎠) 또한 접합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시 관리 철저

∙ 시트는 신축성이 있어 바닥의 돌출부나 침하 등에 저항할 수 있으나 늘어나면 약해지므로 바닥의 마무

리에 주의 요구

적용지반
∙ 모든 지반에 적용가능(부등침하에도 어느 정도 견딤)

∙ 경사면에 시공하는 경우 인장력이 작용하여 찢어질 수 있으므로 설계 시공 및 매립시 주의

재료의 

내구성

∙ 태양광선 등에 장기간 노출시 변질의 염려가 있음.

∙ 재료에 따라 산이나 기름에 약한 것도 있음.

∙ 시공시 온도는 품질 및 시공성에 영향을 미침

경제성 ∙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연직차수시설보다 저렴하나 총공사비가 고가

[표 2-22] 수평차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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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지수코아 강널말뚝 그라우트 주입 지하연속벽

재 료

∙ 코아용 불투수성 토야

(점토 등) 코아용으로 

콘크리트 사용가능

∙ 강철판

∙ 강판

∙ 시멘트계(시멘트, 몰탈, 

점토, 벤토나이트 등)

∙ 물유리와 시멘트 혼합물 

콘크리트, 철근콘크리

트, 시멘트 몰탈, 흙 시

멘트 등

시공법

∙ 투수성 지반을 불투수

성 지반까지 제거하고 

코아재를 채우면서 다

짐, 압축

∙ 터널공법으로 강재를 1열 

또는 2열로 타설 이음부

분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 시공

∙ 보링후 지반에 경화제

를 침투주입 또는 액상 

주입

∙ 판널굴착후 콘크리트 연

속벽 형성

차수성
∙ 차수효과확실 ∙ 차수효과 확실 ∙ 투수계수 10-7 ×10-8 

cm/sec로 개량가능

∙ 차수효과 확실

∙ 접합부 시공관리 필요

적용지반
∙ 투수층 지반이 얕을 경

우 

∙ N치 50까지 토사층

∙ 자갈층 적용곤란

∙ 암반, 자갈, 모래층 ∙ 풍화암을 포함한 모든지

반

재료의 

내구성

∙ 무기질 재료

∙ 내구성 좋음

∙ 강재부식검토 필요 ∙ 내구성 좋음(시멘트계)

∙ 물유리계 내구년수 검토

요망

∙ 내구성 좋음

경제성
∙ 투수성 지반이 얕을 경

우 경제적

∙ 비교적 경제적 ∙ 강널말뚝의 2배 비용 ∙ 고가

∙ 그라우트보다 비용증가

[표 2-23] 연직차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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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런던협약

◦ 1988년부터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정된 해양투기(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등 3개 해역 지정)는 런던협약과 96년 의정서 발효로 2013년 이후 해양투기가 금

지됨

구분 1972 런던협약 1996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품목(7개) 허용

일반원칙 - 사전방지, 오염자 부담

적용범위 내수면 적용 배제 내수면에도 적용

목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 

해상소각금지

의무사항
(정기적 보고)

투기허가 발급현황
투기해역 환경상태

투기허가 발급현황(매년)

투기해역 환경상태(매년)
이행위한 행정, 입법조치
투기시 평가체제 준속

[표 2-24] 런던협약 주요사항

◦ 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품목은 준설물질, 1차 처리된 하수오니,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

물질, 불활성무기지질물질, 선박,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 강, 철, 콘크리트 재질의 벌크

형태 물질임

[그림 2-57] 해양투기 배출해역

 

[그림 2-58] 해양투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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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책 개념도

2.2.3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책

◦ 2014년 1월 6일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함

  -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

  - 3~4개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 기대

◦ 정부에서는「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성ㆍ수용성 강화, 각 부처 

사업의 통합, 융ㆍ복합 지원 방안 도출 예정

◦ 정부의 정책 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인식전환) 그간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매립장, 소각장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프레임 

전환 (님비(NIMBY)→핌피(PIMFY))

  - (폐자원 에너지화) 기존의 매립ㆍ소각되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가용 소각여열 및 매립가스 회

수ㆍ활용 등 최대화

  - (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활용, 기존주택 단열강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 (문화ㆍ관광) 본래 기능을 상실한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 관광 상품화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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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해상 최종처분장 국내도입의 정책적 가능성

◦ 해상 최종처분장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법률적인 검토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상처분장에 매립되는 쓰레기를 투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기준 및 방법(해양수산부는 육상 폐기물 Zero화 정책에 따라 해양 배출 

원천 금지), 예외 조항 신설 여부

  - 해상처분장에 매립되는 쓰레기에 대한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대상 

  - 해상처분장에 매립되는 쓰레기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분담금 산정 방식

  -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등

◦ 또한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어업인 보상문제

와 해양 관련 법률 중 보호구역(보호종) 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률 중 해당 보호구역 내 규제적 조

치를 담고 있으므로 대상지 선정과 관련 검토 필요

◦ 해상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처분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런던협

약과 같은 국제규약과 다양한 국내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해상 최종처분장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상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상 최종처분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유형으로 준설토나 소각재 등은 이미 해상 매립사례

가 있으며, 해상 최종처분장에서는 생활폐기물 및 소각재 등 제한적인 반입을 추진해야 함

◦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ㆍ재이용 정책 및 폐기물 관리 정책 총괄. 육상 발생 쓰레기 저감 대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육상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원천

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와 해양쓰레기는 발생 지자체가 관할하며, 산업폐기물은 발생원

인 산업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

◦ 해양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관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운송, 항만운영, 해

양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산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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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경(STEeP) 분석 및 이슈도출

2.3.1 STEeP 분석

◦ STEeP분석은 국내ㆍ외적으로 현재사회와 미래사회를 지배할 결정인자(혹은 이슈)들을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과학기술(Technological), 생태(Ecological) 및 기타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 기술한 후, 이를 표로 정리하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임

◦ 추진하는 과제와 관련된 제품의 시장니즈, 즉 어떠한 도전과제, 개념 또는 성능의 기술개발을 요구

하고 있는지, 앞으로 관련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혹은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이며, 

시장특성과 경쟁 환경은 어떠한지를 평가할 수 있음

◦ 선정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이슈가 ‘해상 최종처분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

요도 평가하였으며, 이 표는 내부참여연구원과 외부기획위원의 설문조사의 결과임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 중기 장기

S

S1 에너지,  자원의 고갈 에너지비용의  증가와 자원 고갈 심화로 에너지 수요 증가 2 3 3

S2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컨텐츠 및 해양 레져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2 2 2

S3 세계시장의  통합 교통/물류의  발달과 동북아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 불가피 2 2 2

T

T1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IT,  BT, NT와 융합으로 해양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가능성 증가 2 2 3

T2 도시  재개발 가속화 해양신공간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낙후 및 재개발 가속화 2 2 3

T3 복지위주  SOC 
기술수요 증가

개발위주의  SOC에서 복지위주의 SOC로 변화 가속 3 3 2

E

E1 갈등의  심화 사회계층간  격차 증가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한 분배 비용 증가 2 2 2

E2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도시의 구조 및 거주양식의 변화 증가 1 2 2

E3 해양이용  가속화 육상건설산업의  증가 둔화로 인한 해양 자원, 공간 개발의 가속화 2 2 3

e

e1 환경오염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역 환경오염의 증가 3 3 2

e2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육상의 혐오시설의 유치 제한 3 3 3

e3 국제  환경 규제의 
심화

기후변화  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의 강화 3 2 2

P

P1 해양영토  영유권 분쟁 
심화

영토  확장에 따른 외교 문제, 국가간 분쟁 소지 2 2 3

P2 국가정책방향의  전환 복지정책  및 창조경제로 국가정책 방향의 전환 3 2 2

P3
시민,  환경단체 
분쟁의 증가

지자체,  정부, 민간, 환경단체 간의 분쟁 심화로 정책추진 어려움 3 3 3

평균 　 　 2.3 2.3 2.5

- 단기 : 2017년 이내, 중기 : 2018년~2023년, 장기 : 2023년~
- 가중치는 1 ,2, 3점을 부여 : 해당이슈가 ‘해상 최종처분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평가
- 주요이슈는 ‘MT기획연구-미래사회를향한해양국가유망기술’와 ‘미래사회전망-8대 메가트렌드와 25개 트렌드’, ‘제4회 과학기술예측

조사 자료집’ 참조

[표 2-25] STEe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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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슈 및 대응전략

◦ STEeP 분석 결과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해상 최종처분장’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이슈를 선정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러한 단기 및 장기 이슈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음

구분 단기(1-3) 중기(1-3) 장기(1-3)

공통
폐기물 재활용 방안 및  육상의 혐오시설의 유치 제한 3 3 3

지자체, 정부, 민간, 환경단체 간의 분쟁 심화로 정책추진 어려움 3 3 3

단기
개발위주의  SOC에서 복지위주의 SOC로 변화 가속 3 3 2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역 환경오염의 증가 3 3 2

장기
에너지비용의  증가와 자원 고갈 심화로 에너지 수요 증가 2 3 3

육상건설산업의 증가 둔화로 인한 해양 자원, 공간 개발의 가속화 2 2 3

대응
전략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며, 재활용이나 에너지개발로 최대
한 활용하고 최종 발생물질인 소각재는 지자체와 민간의 분쟁의 심화로 인해 혐오시설의 육상 매립장의 유치

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성이 낮아짐에 따라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영토인 해양공간을 안전하고 경제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상 처분장에 대한 도입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하게 매립에 국한되지 않고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해양힐링공간의 개발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기능을 접목하여 해양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할 필요가 있음

[표 2-26] 이슈 도출 및 대응전략

◦ 해상 최종처분장과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기획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이슈는 다음과 같으며,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구분 항 목 대응전략

이슈

육상 매립장 대비 경제성이 없음

§ 육상매립장에 비해 건설비용도 낮고, 운영비용도 경제
적임(해외사례)

§ 육상매립장의 대체매립장 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양영

토개발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해양환경 파괴로 실익이 없음
§ 오히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며, 기존 사례에서  해양

환경에 악영향 보고는 없음(해외사례). 이것은 R&D

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임

해상에 적절한 입지가 없음
§ 갯벌지역을 회피하고 어업영향 적은 입지가 있으며, 

활용방안에 따라 다양한 입지조건 가능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함 § 현행법 상 가능함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은가?
§ 해외 사례와 다른 입지조건 및 해황(대조차지역), 활

용방안, 조기상용화, 조기오염제거 등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많음

[표 2-27] 해상 최종처분장 관련 이슈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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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능 기본 기능 1차 기능 2차 요소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을 
만든다

차폐 호안을 만든다 차폐 호안벽체를 만든다. 해상기초

지반보강

sheetpile

외곽호안벽체

내부호안

접안/하역

　

차수공법을 적용한다. 지중차수벽

　 토목섬유

하부지반차수

fail-safe

　

폐기물을 처리설비를 만든다 폐기물 에너지를 생산한다 폐기물 전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부산물 처리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폐기물 전처리

폐기물 골재화

매립한다 폐기물을 매립한다 셀방식 매립

층상 매립

[표 2-28] FAST 결과

2.4 기술기능분석

2.4.1 기술기능전개

◦ 기술기능분석(Function Analysis System Technique)은 총괄목표(R&D 과제)의 세부목표(단계별목

표, 중점기술개발과제, 핵심기술과제, 요소기술)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 분석활동임

◦ 해양 최종처분장에 대한 기술기능전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기본기능과 1개의 시너지창출로 구분

하고, 이를 12개의 1차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목적기능이 방대하기 때문에 FAST분석에서는 2차 

요소까지 세분화함



2. 환경 및 역량분석

55

복토한다 중간복토

최종복토

　

매립지반을 관리한다 침출수를 처리한다 수위제어

집수/양수

수처리

매립지반을 안정화한다 모니터링

오염정화

지반개량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생태호안을 만든다 완경사 호안

생태 블럭 호안

대체습지

인공갯벌

Synergy를 부여한다 해양기반 에너지를 개발한다 태양광 발전

조류(력)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양수발전

수산자원을 증가시킨다 어초

양식장

해양레저관광기능을 부여한다 마리나

낚시터

해양생태전시관

수산시장

해양스포츠 센터

놀이동산

◦ 위의 분석에는 기본 기능으로 폐기물을 집하와 선적의 기능을 하는 반입기지(Receiving base), 반

입기지와 처분장까지 운송기능과 처분장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해양물리환경변화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검토, 해저지형변환(세굴, 침퇴적)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지

만, 사업단계에서 검토할 부분으로 평가하여 상기 FAST에서는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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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소기술

A.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기술

A1. 

차폐 호안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A1-1. 
해상기초 설계 및 시공 기술

해양지반 원위치 시험 기술

해저토사 및 암반 시료채취 기술

해저지반조사자료의 공간정보화 기술

해상기초의 지지력 평가 기술

해상기초의 내진성능 보강 기술

해상기초 시공 기술

A1-2. 
지반 보강 기술

급속 표층처리 기술

연약지반 압밀촉진 기술

해저지반 그라우팅 기술

A1-3. 
Sheetpile 설계 및 시공 기술

Sheetpile 접합부 설계 기술

Sheetpile 접합부 차수 기술

불투수성 지층 교란 최소화 시공 기술

A1-4. 
외곽 호안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파압 등 설계외력 산정 기술
외곽 호안 단면 설계 기술

경사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케이슨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널말뚝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구조물 접합부 설계 기술

모듈식 구조물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접속부 차수 기술

A1-5.
내부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내부 호안 단면 설계 기술

셀형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내부호안 구조물 시공 기술

A1-6. 
접안/하역 시스템

대조차 접안/하역 시스템

A2.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 기술

A2-1. 
지중차수벽 설계 및 시공 기술

지중차수벽체 투수성 평가 기술

벤토나이트 차수벽체 균질 시공 기술

흙-벤토나이트 차수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시멘트-벤토나이트 차수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다이어프램월 설계 및 시공 기술

A2-2. 
토목섬유차수시트 시공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침설 설치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고정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수중 접합 기술

[표 2-29] 기술트리

2.4.2 기술트리

◦ FAST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상 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각 기능별 요소기술을 기술트리로 체계화

하여 도출함. 단, 시너지 부여기능에 대해서는 사업화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술분석에

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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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섬유차수시트 접촉면 밀착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열화 방지 기술

차수시트 보호매트 시공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부 국부 보강 기술

A2-3. 
하부지반 차수 기술

해저지반 투수성 평가 기술

하부지반 표층처리 기술

하부지반 침출수 이동 예측 기술

점토지반 차수성능 보강 기술

해저지반 고형화 처리 기술

A2-4. 
Fail-safe 시스템 설계 기술

이중 차수시스템 설계 기술

차수재료 내구성 평가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 감지 기술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감지 기술

차수시스템 누출지점 급속 보강 기술

차수재 손상부 국부 고형화 기술

B.
폐기물 처리 

기술

B1.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B1-1.
폐기물 전처리 기술

폐기물 분류 기술

폐기물 이동 시스템 기술

B1-2.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고형연료화 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소각여열 활용 기술

B1-3.

부산물 처리 기술

부산물 무해화 처리 기술

부산물 감량화 기술

B2.
폐기물 재활용 기술

B2-1.

폐기물 전처리 기술

폐기물 분류 시스템 기술

폐기물 파쇄 기술

폐기물 오염도 저감 기술

오염준설토 정화 기술

B2-2.
폐기물 골재화 기술

해양쓰레기 골재화 기술

폐기물 처리 부산물 매립재 활용 기술

순환형 골재 유해성/위해성 평가 기술

C. 
폐기물 매립 
및 복토 기술

C1. 
폐기물 전처리 및 

매립 기술

C1-1. 

셀방식 매립 기술

수중매립시 침강 촉진 기술

매립물량 관리 기술

수중 사면안정성 평가 기술

셀 형상 최적화 설계 기술

C1-2. 
층상 매립 기술

매립량 관리 기술

매립지 평탄화 기술

매립 평면적 최적화 산정 기술

C2. 

복토층 조성 기술

C2-1. 

중간복토층 조성 기술

순환형골재를 활용한 중간복토층 조성 기술

중간복토층 사면안정성 평가 기술

C2-2. 
최종복토층 조성 기술

순환형골재를 활용한 최종복토층 조성 기술

식생 복토층 조성 기술

최종복토층 투수성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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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토층 투기성 평가 기술

D.
매립지반 
관리 및 

안정화 기술

D1. 
침출수 관리 및 처리 

기술

D1-1. 
매립지 내부 수위 제어 기술

매립지 내외부 수위변동 모니터링 기술

우수 침투 제어 기술

월류 방지 기술

매립지 내부 물순환 시스템 기술

D1-2. 
침출수 집수/양수 기술

침출수 발생량 예측 기술

침출수 집수 시스템 기술

침출수 양수 기술

D1-3. 
침출수 처리 기술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침출수 화학적 처리 기술

침출수 순환 재처리 기술

D2.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D2-2. 
매립지반 모니터링 기술

매립지 기체 모니터링 기술

매립지반 침하 모니터링 기술

간극수 모니터링 기술 

D2-2. 

매립지반 오염정화 기술

식생정화 기술

반응성 배수공법을 이용한 지반정화 기술

공기주입공법

생물학적 처리 기술

동전기 지반정화 기술

고형화 처리 기술

양수처리기술

공기추출정화 기술

토양세척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 기술

D2-3. 
매립지반 개량 기술

압밀/침하 촉진 기술

배수공법에 의한 지반 안정화 기술

지반 국부보강 기술

E. 

생태공간 
조성 기술

E1. 
생태호안 조성 기술 

E1-1. 
완경사 호안 조성 기술

완경사 호안 설계 기술

완경사 호안 시공 기술

E1-2. 

생태블럭을 이용한 호안 조성 
기술

호안용 생태블럭 형상 설계 기술

생태블럭을 이용한 식생 조성 기술

생태블럭 호안 시공 기술

E1-3. 
대체습지 조성 기술

습지용 시공장비

고효율 습지지반 개량 기술

대체 매립재료를 활용한 식생대층 조성 기술

E1-4. 
인공갯벌 조성 기술

초연약지반용 이동 장비 기술

퇴적 촉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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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소기술
기존 기술 

적용
기존 기술 

보완
개발 필요

A1-1. 

해상기초 설계 및 시공 기술

해양지반 원위치 시험 기술 ○

해저토사 및 암반 시료채취 기술 ○

해저지반조사자료의 공간정보화 기술 ○

해상기초의 지지력 평가 기술 ○

해상기초의 내진성능 보강 기술 ○

해상기초 시공 기술 ○

A1-2. 

지반 보강 기술

급속 표층처리 기술 ○

연약지반 압밀촉진 기술 ○

해저지반 그라우팅 기술 ○

A1-3. 
Sheetpile 설계 및 시공 기술

Sheetpile 접합부 설계 기술 ○

Sheetpile 접합부 차수 기술 ○

불투수성 지층 교란 최소화 시공 기술 ○

A1-4. 
외곽 호안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파압 등 설계외력 산정 기술 ○

외곽 호안 단면 설계 기술 ○

경사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

케이슨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

널말뚝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

모듈식 구조물 접합부 설계 기술 ○

모듈식 구조물 시공 기술 ○

모듈식 호안 접속부 차수 기술 ○

A1-5. 
내부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내부 호안 단면 설계 기술 ○

셀형식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

모듈식 내부호안 구조물 시공 기술 ○
A1-6. 
접안/하역 시스템

대조차 접안/하역 시스템 ○

A2-1. 

지중차수벽 설계 및 시공 
기술

지중차수벽체 투수성 평가 기술 ○

벤토나이트 차수벽체 균질 시공 기술 ○

흙-벤토나이트 차수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

시멘트-벤토나이트 차수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

다이어프램월 설계 및 시공 기술 ○

A2-2. 
토목섬유차수시트 시공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침설 설치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고정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수중 접합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접촉면 밀착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열화 방지 기술 ○

2.4.3 요소기술분석

◦ 기술트리를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에 대해 기존기술적용, 기존기술보완필요, 개발필요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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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소기술
기존 기술 

적용
기존 기술 

보완
개발 필요

차수시트 보호매트 시공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부 국부 보강 기술 ○

A2-3. 
하부지반 차수 기술

해저지반 투수성 평가 기술 ○

하부지반 표층처리 기술 ○

점토지반 차수성능 보강 기술 ○

하부지반 침출수 이동 예측 기술 ○

해저지반 고형화 처리 기술 ○

A2-4. 

Fail-safe 시스템 설계 기술

이중 차수시스템 설계 기술 ○

차수재료 내구성 평가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 감지 기술 ○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감지 기술 ○

차수시스템 누출지점 급속 보강 기술 ○

차수재 손상부 국부 고형화 기술 ○

B1-1.
폐기물 전처리 기술

폐기물 분류 기술 ○

폐기물 이동 시스템 기술 ○

B1-2.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고형연료화 기술 ○

바이오가스화 기술 ○

소각여열 활용 기술 ○

B1-3.
부산물 처리 기술

부산물 무해화 처리 기술 ○

부산물 감량화 기술 ○

B2-1.

폐기물 전처리 기술

폐기물 분류 시스템 기술 ○

폐기물 파쇄 기술 ○

폐기물 오염도 저감 기술 ○

오염준설토 정화 기술 ○

B2-2.

폐기물 골재화 기술

해양쓰레기 골재화 기술 ○

폐기물 처리 부산물 매립재 활용 기술 ○

순환형 골재 유해성/위해성 평가 기술 ○

C1-1. 
셀방식 매립 기술

수중매립시 침강 촉진 기술 ○

매립물량 관리 기술 ○

수중 사면안정성 평가 기술 ○

셀 형상 최적화 설계 기술 ○

C1-2. 
층상 매립 기술

매립량 관리 기술 ○

매립지 평탄화 기술 ○

매립 평면적 최적화 산정 기술 ○

C2-1. 
중간복토층 조성 기술

순환형골재를 활용한 중간복토층 조성 기술 ○

중간복토층 사면안정성 평가 기술 ○

C2-2. 
최종복토층 조성 기술

순환형골재를 활용한 최종복토층 조성 기술 ○ ○

식생 복토층 조성 기술 ○

최종복토층 투수성 평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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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요소기술
기존 기술 

적용
기존 기술 

보완
개발 필요

최종복토층 투기성 평가 기술 ○

D1-1. 
매립지 내부 수위 제어 기술

매립지 내외부 수위변동 모니터링 기술 ○

우수 침투 제어 기술 ○

월류 방지 기술 ○

매립지 내부 물순환 시스템 기술 ○

D1-2. 
침출수 집수/양수 기술

침출수 발생량 예측 기술 ○

침출수 집수 시스템 기술 ○

침출수 양수 기술 ○

D1-3. 

침출수 처리 기술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

화학적 처리 기술 ○

침출수 순환 재처리 기술 ○

D2-2. 

매립지반 모니터링 기술

매립지 기체 모니터링 기술 ○

매립지반 침하 모니터링 기술 ○

간극수 모니터링 기술 ○

D2-2. 

매립지반 오염정화 기술

식생정화 기술 ○

반응성 배수공법을 이용한 지반정화 기술 ○

공기주입공법 ○

생물학적 처리 기술 ○

동전기 지반정화 기술 ○

고형화 처리 기술 ○

순환식 양수처리기술 ○

공기추출정화 기술 ○

토양세척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 기술 ○

D2-3. 

매립지반 개량 기술

압밀/침하 촉진 기술 ○

배수공법에 의한 지반 안정화 기술 ○

지반 국부보강 기술 ○

E1-1. 
완경사 호안 조성 기술

완경사 호안 설계 기술 ○

완경사 호안 시공 기술 ○

E1-2. 

생태블럭을 이용한 호안 조
성 기술

호안용 생태블럭 형상 설계 기술 ○

생태블럭을 이용한 식생 조성 기술 ○

생태블럭 호안 시공 기술 ○

E1-3. 
대체습지 조성 기술

습지용 시공장비 ○

고효율 습지지반 개량 기술 ○

대체 매립재료를 활용한 식생대층 조성 기술 ○

E1-4. 
인공갯벌 조성 기술

초연약지반용 이동 장비 기술 ○

퇴적 촉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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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핵심기술군 도출

◦ 요소기술분석 결과에서 기술의 보완이나 개발이 필요한 요소기술을 재그룹화하여 4개의 핵심기술

군으로 구성함. 여기에서 도출된 핵심기술군은 기술동향분석을 위한 기초로 활용함

번호 기술군 세분류 기술 개요 주요요소기술

1
차폐 호안 

설계, 시공기술

모듈식 호안

호안을 조성함에 있어서 외곽호안과 내부호
안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므로 모듈 조립형태의 호안을 의미하

며, 서해의 대조차 해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호안의 접안시스템을 포함함

§ 모듈식 호안구조물 시공 기술
§ 모듈식 구조물 접합부 설계 기술
§ 모듈식 호안 구조물 접합부 차수 기

술
§ 대조차 접안/하역시스템 기술

생태호안 

조성

생태친화적인 호안을 조성하는 기술로 호안 
외부 일부구간을 완경사로 조성하여 대체습

지나 인공갯벌 등의 생태친화공간을 조성하
거나 생태블럭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호안 
조성 기술을 의미함

§ 생태호안블록을 이용한 해양생태계 
활성화기술

§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대체습지 조
성 기술

2
차수공법 설계, 

시공기술

연직

차수벽체

처분장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가 
호안구조물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처분장 외곽 호안의 차

수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설계 및 시공 기
술을 의미함

§ fail-safe 호안 차수시스템 기술
§ Sheetpile 접합부 차수 기술
§ 불투수성 지층 교란최소화 관입 시

공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고정 기술

하부 지반 

차수시스템

처분장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가 
호안구조물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처분장 내부 하부지반의 

차수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의미함

§ 점토지반 차수성능 보강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침설 설치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수중 접합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접촉면 밀착 기술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수

처분장 내부의 물질이 외해로 유출되는 것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스템에 
손상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

술과 손상부의 급속 보강 기술을 의미함

§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감지 기술

§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 감지 기술
§ 차수시스템 누출지점 급속 보수 기

술

§ 차수재 손상부 국부 고형화 기술

3
폐기물 자원화 

기술
해양폐기물 
건설재료화

해상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폐어망, 어구, 
부유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매립대체재료나 
복토재 등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처리 

기술 및 활용기술을 의미함

§ 폐기물 처리 부산물 감량화 기술
§ 순환형 골재를 이용한 복토층 조성 

기술

§ 해양폐기물 활용 매립골재화 기술

4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기술

폐기물매립

지반 
오염정화

폐기물이 매립된 지반에서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오염발생시 이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현장에서 in-situ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만을 포함함 

§ 반응성 배수공법을 이용한 지반정화 
기술

§ 식생정화 기술
§ 순환식 양수 지반정화기술
§ 생물학적 처리 기술

§ 고형화 처리 기술

폐기물매립
지반개량

폐기물 매립지반의 압밀 및 침하를 촉진하

여 조기안정화하여 매립용량을 증대시키고, 
향후 부지 개발시 기초지반으로서의 지반강
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반 개량 기술

§ 지반 국부보강 기술
§ 압밀/침하 촉진 기술

[표 2-30] 핵심기술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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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술동향 분석

2.5.1 논문동향 분석

◦ 조사방법

  - Tomsons사의 Web of Science를 이용하여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

◦ 논문검색 조건

  - 검색조건은 AND, OR, NOT 등의 연산자를 조합하여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TS(주제), TI(제

목), SU(연구분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노이즈를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기술군 구분 검색어

차폐 
호안 
설계/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TS=((sea OR seaward OR marine OR maritime OR offshore OR ocean OR nautical OR coast) AND (module OR 
assemble OR combination OR combine OR extend OR expansion OR segment)) AND TI=(riprap OR bank OR 
embankment OR dike OR levee OR quay OR wharf) AND SU=(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Oceanography OR architecture)

생태호안

TS=((sea* OR mari* OR offshore OR ocean OR nautical OR coast) AND (eco* OR wetland OR mud flat OR 
swamp OR beach OR vegetation)) AND TI=((alter* OR substitute OR artificial OR man-made OR manufactured 
OR manmade OR replace OR supplant) AND (development OR construct* OR build* OR make OR create OR 
protect OR struct* OR technology OR block OR design*) NOT (lake OR fish OR bact*)) AND 
SU=(Oceanography OR 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Environmental Sciences & Ecology)

차수
공법 

설계/
시공 
기술

연직 
차수벽체

TS=(landfill OR disposal OR containment OR wast* OR trash OR garbage) AND TI=((vertical or hydraulic OR 
confined OR impermeable OR enclosed OR limited OR flow OR seepage) AND (barrier OR wall OR sheet pile 
OR contain* OR panel OR barricade OR block*)) AND SU=(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Oceanography OR Environmental Sciences & 
Ecology) 

하부 지반 
차수 기술

TS=(landfill OR disposal OR containment OR wast* OR trash OR garbage) AND TI=((liner or bottom barrier) 
AND (subsurface OR ground* OR soil OR rock OR underground OR geo*)) AND SU=(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Oceanography OR 
Environmental Sciences & Ecology) 

차수공 
손상 감지 
및 보수

TS=(detect OR detection OR monitoring OR sensing OR sensor OR alarm OR notice OR repair OR mend OR 
fix OR reinforcement OR fail-safe) AND TI=((leak OR leakage OR damage OR destroy OR broken OR tear OR 
crack OR fail) AND (liner OR membrane OR geosynthetic OR wall OR barrier OR containment)) AND 
SU=(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Oceanography) 

폐기물 

자원화 
기술

폐기물 
건설 자재 
재활용

TI=((garbage OR litter OR waste OR trash OR rubbish OR dredg*) AND (use* OR using OR reus* OR recycl* 
OR utiliz* OR reutiliz* OR rehabilita*) AND (construction OR struct* OR reclaim* OR aggregate OR building)) 
AND SU=(Fisheries OR Material Science OR Water resources OR 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Oceanography)

해양
폐기물 
재활용

TI=((sea OR seaside OR maritime OR marine OR offshore OR seaward OR ocean OR nautical OR coast* OR 
subsea OR beach) AND (garbage OR litter OR waste OR trash OR rubbish OR dredg*) AND (use* OR using 
OR reus* OR recycl* OR utiliz* OR reutiliz* OR rehabilita*)) AND SU=(Fisheries OR Material Science OR Water 
resources OR 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Oceanography)

폐기물 
매립
지반 

안정화 
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오염정화

TS=((waste or litter or garbage or trash or rubbish) AND (soil or groundwater or porewater or soil gas or 
pore gas or ground or subsurface)) AND TI=((reclam* or reclaim* or dispos* or buri* or landfill) AND 
(remediation or clean* or restor* or sanitat* or purif* or stabliz* or treat* or aerat*) NOT (leachate*)) AND 
SU=(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Oceanography)

폐기물 
매립지반 
개량

TI=((reclaim* OR reclamation OR dispos* OR buri* OR bury OR landfill) AND (improve* OR ameliorat* OR 
settl* OR consolidat* OR subsidence OR subside OR sink)) AND SU=(Technology OR Construction & Building 
Technology OR Engineering OR Architecture OR Mechanics OR Oceanography)

*TS=주제,   *TI=제목,   *SU=연구분야

[표 2-31] 논문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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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군별 논문 동향 분석

  - 차폐 호안 설계/시공 기술의 경우 관련 논문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특화될 수 있는 주

제인 모듈식 호안과 생태호안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 기술군별로 비교하면 차수공법 설계/시공 분야의 논문(379건, 4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차수공법의 설계/시공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차수공

법 분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폐기물 자원화 분야의 경우 폐기물의 건설자재 활용 관련 논문은 많은 편이나 해양폐기물의 재활

용에 관련된 논문발표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분야의 논문(54건, 7%)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발표의 건수가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대상이 되는 폐기물 매립지반 현장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성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기술군 구분 논문건수

차폐 호안 설계/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111

237
생태호안 126

차수공법 설계/시공 기술

연직 차수벽체 123

379하부 지반 차수 기술 134

차수공 손상 감지 및 보수 122

폐기물 자원화 기술
폐기물 건설 자재 재활용 139

152
해양폐기물 재활용 13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오염정화 11

54
폐기물 매립지반 개량 43

[표 2-32] 논문조사 결과

[그림 2-60] 기술군별 논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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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논문 동향 분석

  - 차폐호안 설계/시공 분야와 차수공법 설계/시공 분야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 폐기물 자원화 분야 논문의 경우 과거에는 거의 연구성과가 없다가 2000년대 들어 논문발표가 

증가하였음. 이는 세계 각국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생

각됨

  -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분야의 경우 연도별로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꾸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1994년부터 2013년까지의 논문발표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어 본 과제와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2-61] 연도별 논문발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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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관련논문

저자 연도 논문제목 게재학술지

차폐호안 
설계/시공

Su, Huaizhi; Qin, Peng; 
Qin, Zhihai

2013 A Method for Evaluating Sea Dike Safety
WATER RESOURCES 

MANAGEMENT
Hall-Spencer, Jason 
M.; Tasker, Mark; 
Soffker, Marta;

2009
Design of Marine Protected Areas on high seas 
and territorial waters of Rockall Bank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Liu, HL; Fei, K; 
Deng, A

2005 Erective sea embankment with PCC piles
CHINA OCEAN 
ENGINEERING

Munari, Cristina 2013

Benthic community and biological trait 
composition in respect to artificial coastal 
defence structures: A study case in the northern 
Adriatic Sea

MARINE 
ENVIRONMENTAL 

RESEARCH  

Burt, John; Feary, 
David; Usseglio, Paolo

2010

The influence of wave exposure on coral 
community development on man-made 
breakwater reefs, with a comparison to a natural 
reef

BULLETIN OF MARINE 
SCIENCE 

Nicastro, Andrea; 
Bishop, Melanie J.; 
Kelaher, Brendan P.

2009
Coral recruitment and early benthic community 
development on several material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reefs and breakwaters

OURNAL OF 
EXPERIMENTAL 

MARINE BIOLOGY AND 
ECOLOGY 

 Moschella, PS; Abbiati, 
M; Aberg, P

2005
Low-crested coastal defence structures as 
artificial habitats for marine life: Using ecological 
criteria in design

COASTAL 
ENGINEERING  

Esselink, P; Fresco, 
LFM; Dijkema, KS

2002
Vegetation change in a man-made salt marsh 
affected by a reduction in both grazing and 
drainage

APPLIED VEGETATION 
SCIENCE

차수공법 
설계/시공

Musso, T. B.; 
Francisca, F. M.; 
Parolo, M. E

2013
Potential use of calcareous mudstones in low 
hydraulic conductivity earthen barrier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ENVIRONMENTAL 
TECHNOLOGY

Koda, Eugeniusz 2012

Influence of vertical barrier surrounding old 
sanitary landfill on eliminating transport of 
pollutants on the basis of numerical modeling 
and monitoring results

POLISH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Pedretti, Daniele; 
Masetti, Marco; 

Marangoni, Tomaso
2012

Slurry wall containment performance: monitoring 
and modeling of unsaturated and saturated flow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Prashanth, JP; 
Sivapullaiah, PV; 
Sridharan, A

2001
Pozzolanic fly ash as a hydraulic barrier in 
landfills

ENGINEERING 
GEOLOGY  

Hoor, A.; Rowe, R. 
Kerry

2013
Potential for desiccation of geosynthetic clay 
liners used in barrier system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Rahman, Z. A.; Yaacob, 
W. Z. W.; Rahim, S. A

2013
Geotechnical characterisation of marine clay as 
potential liner material

SAINS MALAYSIANA  

Bradshaw, Sabrina L.; 
Benson, Craig H.; 
Scalia, Joseph

2013
Hydration and cation exchange during subgrade 
hydration and effect on hydraulic conductivity of 
geosynthetic clay liner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표 2-33] 주요논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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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관련논문

저자 연도 논문제목 게재학술지

El-Zein, Abbas; 
McCarroll, Ingrid; 

Touze-Foltz, Nathalie
2012

Three-dimensional finite-element analyses of 
seepage and contaminant transport through 
composite geosynthetics clay liners with multiple 
defects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Xie HaiJian; Chen 
YunMin; Lou ZhangHua

2010
An analytical solution to contaminant transport 
through composite liners with geomembrane 
defects

SCIENCE 
CHINA-TECHNOLOGIC

AL SCIENCES

Galvao, T. Cassia de 
Brito; Kaya, Abidin; 
Oren, Ali Hakan

2008
Geomechanics of landfills - Innovative 
technology for liners

SOIL & SEDIMENT 
CONTAMINATION

Woehlecke, Andreas; 
Mueller, Werner

2012
Performance test of leak detection systems for 
tight barriers in landfill covers

BAUTECHNIK

Vafaei, Mohammadreza; 
bin Adnan, Azlan; Abd 

Rahman, Ahmad 
Baharuddin.

2013
Real-time seismic damage detection of concrete 
shear wall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JOURNAL OF 
EARTHQUAKE 
ENGINEERING 

Yesiller, N; Miller, CJ; 
Inci, G

2000
Desiccation and cracking behavior of three 
compacted landfill liner soils

ENGINEERING 
GEOLOGY

 Reddi, VJ; Scarlatos, 
PD

1996
Leachate leakage from landfills with modern liner 
systems

WATER RESOURCES 
BULLETIN

폐기물 
자원화

Lee, Taeyoon 2011

Leaching characteristics of bottom ash from coal 
fired electric generating plants, and waste tire; 
individually and mixtures when used as 
construction site fill materials

WASTE MANAGEMENT  

Hayashi, Akio; Tozawa, 
Hirokazu; Shimada, 

Katsuya
2011

Effects of the seaweed bed construction using 
the mixture of steelmaking slag and dredged soil 
on the growth of seaweeds

ISIJ INTERNATIONAL  

Corinaldesi, V; Gnappi, 
G; Moriconi, G

2005
Reuse of ground waste glass as aggregate for 
mortars 

WASTE MANAGEMENT  

Bianchi, Veronica; 
Masciandaro, Grazia; 
Ceccanti, Brunello;

2010
Phytoremediation and bio-physical conditioning 
of dredged marine sediments for their re-use in 
the environment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Daimon, H; Kang, K; 
Sato, N

2001
Development of marine waste recycling 
technologies using sub- and supercritical water 

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OF 
JAPAN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Prokic, Dunja; Radovic, 
Vesela; Stepanov, 

Jasna
2013

Application of S/S method in 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soil from non-sanitary landfills in 
the Republic of Serbia

METALURGIA 
INTERNATIONAL

Arulrajah, A.; Bo, M. 
W.; Leong, M

2013
Piezometer measurements of prefabricated 
vertical drain improvement of soft soils under 
land reclamation fill 

ENGINEERING 
GEOLOGY

Simoes, Gustavo 
Ferreira; Antunes 
Catapreta, Cicero 

Antonio

2013
Monitoring and modeling of long-term settlements 
of an experimental landfill in Brazil

WASTE MANAGEMENT  

Zhu, Bin; Gao, Deng; 
Li, Jun-chao

2012
Model tests on interaction between soil and 
geosynthetics subjected to localized subsidence 
in landfills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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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특허동향

특허동향분석 개요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관련 특허동향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기술분류는 아래와 같음

대분류 중분류 분류코드 검색개요 (기술범위)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AA
모듈식 호안구조물 시공기술
모듈식 구조물 접합부 설계기술

대조차 접안/하역시스템 기술

생태호안 조성 AB
생태호안블록을 이용한 해양생태계 활성화기술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대체습지 조성기술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

차수시스템 BA

fail-safe 호안 차수시스템 기술
모듈식 호안 구조물 접합부 차수 기술
Sheetpile 접합부 차수 기술

불투수성 지층 교란최소화 관입 시공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고정기술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BB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감지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 감지 기술
차수시스템 누출지점 급속 보강 기술

차수재 손상부 국부 고형화 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기술

폐기물매립지반 
오염정화

CA

반응성 배수공법을 이용한 지반정화기술
식생정화 기술
순환식 양수 지반정화기술

생물학적 처리 기술
고형화 처리 기술

폐기물매립지반개량 CB
지반 국부보강 기술
압밀/침하 촉진 기술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해양스레기 처리 및 
활용

DA
해양쓰레기 처리기술
해양쓰레기에 의한 매립대체재/복토재 활용 기술

[표 2-34] 분석대상 기술분류

◦ 한국, 일본, 유럽 및 미국의 공개/등록특허를 특허분석 대상으로 하여, 1971년(출원일 기준)부터 

2014년 02월(검색일 기준)까지 출원공개된 유효특허 총 1,434건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구분 국 가 검색 DB 검색구간 검색범위

공개ㆍ등록특허

(공개ㆍ등록일 기준)

한국

WIPS

1971.11

~ 2014.02

(출원연도 기준)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일본
특허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미국
특허공개, 특허공개(공표), 
특허공개(재공표) 전체문서

유럽
EP-A(Applications) 및 
EP-B(Granted) 전체문서

[표 2-35]  검색 DB 및 검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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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검색식
검색건수

KR JP US EP 합계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호안* ((하안* 해안* 둑*) and (보호* 유수*)) 방조제* 방조벽* 
방조* 벽체*) and (해양* 바다* 해안* 호안*) and (모듈* 조립* 결
합*))) AND (e02d* e02b* b28b*).IPC.

(revetment* embankment* bank* seawall*) and (module* 
assembl* combin*) and (sea* marine* maritime* offshore* 
ocean* nautical* coast*) AND (e02d* e02b* b28b*).IPC.

778 159 104 2 1043

생태호안 
조성

(((호안* ((하안* 해안* 둑*) and (보호* 유수* 침식*))) and (모듈* 

조립* 결합* 블록* 블럭* 습지* 갯벌*) and (생태* 친화* 환경*) 
and (해양* 바다* 해안* 호안*))) AND (e02d* e02b* b28b*).IPC.

(revetment* embankment* bank* seawall* landfill*) and 

(module* assembl* block* combin* ecolog* ecotype* 
environment* nature*) and (sea seaward marine* maritime* 
offshore* ocean* nautical* coast*) AND (e02d* e02b* 

b28b*).IPC.

621 198 90 8 927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

차수

시스템

(폐기물* 쓰레기* 침출* 오수* 유출*) and (기초* 베이스* 지반* 
노반* 호안* 방조제* 방조벽* 방조* 벽체* 토목섬유 지중*) and 

(차수* 차폐* 방수* 차단*) AND (e02d* e02b* b28b* c02f*).IPC.

(waste* landfill* sludge* leachate* sewage* dirty*) and (base* 
basis* foundation* subgrade* bank* revetment* breakwater* 

seawall* barrier* underground* geotextile*) and (confine* 
cover* block* stop* prevent*) AND (e02d* e02b* b28b* 
c02f*).IPC.

192 213 319 55 779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매립* 매설* 매토* 처분장* 호안* 방조제* 방조벽* 방조* 벽체* 

토목섬유* 차수벽*) and (손상* 파손* 파괴* 누수* 유출* 누출* 균
열*) and (감지* 보수* 보강* 복구* 차단* 제어 모니터* 경보* 알
람* 경고*) AND (e02d* e02b* b28b* c02f*).IPC.

(reclamation* landfill* filling* disposal* revetment* breakwater* 
seawall* bank* barrier* geotextile*) and (damage* breakage* 
leak* spill* crack* puncture*) and (perceiv* perception* sens* 

notice* detect* control* monitor* alarm* stop* prevent* clog* 
capping* manage* repair*) AND (e02d* e02b* b28b* 
c02f*).IPC.

499 162 268 37 966

[표 2-36]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특허조사 검색식 및 검색건수

◦ 특허조사를 위해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키워드에 기초하여 검색식을 도출하여 특허를 검색하였음

◦ 검색식을 통해 조사된 검색건에 대해 유효특허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노이즈를 제거하

고 유효특허를 선별하여 특허동향분석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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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검색식
검색건수

KR JP US EP 합계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오염정화

(매립* 매설* 매토* 매몰* 처분장*) and (땅* 지반* 노반* 토양* 

지하수*) and (침출수* 오염수* 오염* 오수* 오니* 슬러지* 하수* 
부패* 누수* 유수* 유출*) and (정화* 복원* 복구* 방지* 예방* 처
리*) AND (e02d* c02f* b09b* b09c*).IPC.

(landfill* reclamation* reclaim* disposal*) and (land* ground* 
soil* subsurface* subterranean* brownfield* groundwater*) and 
(contaminat* leachate* sewage* sludge* decompos* spoil* 

decay* leak* spill*) and (remediation* restoration* purif* 
clean* prevent* process*) AND (e02d* c02f* b09b* 
b09c*).IPC.

361 346 268 101 1076

폐기물
매립지반
개량

(매립* 매설* 매토* 매몰* 처분장* 폐기물* 쓰레기*) and (땅* 토

양* 기초* 베이스* 지반* 노반*) and (강도* 강화* 보강* 압밀* 침
하*) AND (e02d* c02f* b09b* b09c*).IPC.

(landfill* (land near fill*) reclamation* reclaim* rejection* 

disposal* waste* dirty* debris* litter*) and (land* soil* 
foundation* ground* site* subsurface* base* subbase* 
subgrade*) and (solidity* strength* stabilization* reinforce* 

consolidat* compress* subsidence* subside* settle* depleting* 
sink*) AND (e02d* c02f* b09b* b09c*).IPC.

603 821 406 92 1922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해양
쓰레기 
처리 및 

활용

(폐기물* 쓰레기* 폐자재* 폐자원* 폐기* 부유물* 오염물* 어망* 

어구*) and (해양* 바다* 해상* 해안*) and (재활용* 활용* 재사용
* 재이용* 처리* 감량* 골재* 건설* 재료*) and (e02b* e02d* 
b09b* b63b*).IPC.

(waste* dirty* debris* fishnet* litter* garbage* trash* rubbish* 
contaminat* pollut* (fish* adj net*) disuse*) and (sea seaward* 
marine* maritime* offshore* ocean* nautical* coast*) and 

(recycl* reclamation reutiliz* utiliz* manufactur* process* 
reclaim construct* material* build*) and (e02b* e02d* b09b* 
b63b*).IPC.

159 161 152 37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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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노이즈 제거 및 유효특허 선별 기준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모듈식 호안구조물 시공기술, 모듈식 구조물 접합부 설계 기술 및 대조차 접안/하역시스템 기술
을 유효 특허로 선별함.
호안을 조성함에 있어서 외곽호안과 내부호안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강둑, 제방 또는 도로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호안블
록은 배제되도록 하였음.

생태호안 
조성

생태호안블록을 이용한 해양생태계 활성화기술,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대체습지 조성기술을 유

효특허로 선별함.
생태친화적인 호안을 조성하는 기술 및 생태블럭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호안조성기술을 유효 특
허로 선별함.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

차수시스템

고장 안전 호안 차수시스템 기술, 모듈식 호안 구조물 접합부 차수 기술, 널말뚝 접합부 차수 기

술, 불투수성 지층 교란최소화 관입 시공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고정기술, 점토지반 차수성능 
보강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침설 설치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수중 접합 기술, 토목섬유차수
시트 접촉면 밀착 기술이 유효 특허로 선별함.

처분장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가 호안구조물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유효특허로 선별함.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감지 기술, 토목섬유차수시트 손상 감지 기술, 차수시스템 누출지점 급속 
보강 기술, 차수재 손상부 국부 고형화 기술이 유효 특허로 선별함.

처분장 내부의 물질이 외해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스템에 손상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과 손상부의 급속 보강 기술을 유효 특허로 선별함.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폐기물매립
지반 

오염정화

반응성 배수공법을 이용한 지반정화 기술, 식생정화 기술, 순환식 양수 지반정화 기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및 고형화 처리 기술이 유효 특허로 선별함.
폐기물이 매립된 지반에서 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오염발생시 이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유효특허로 선별함.

폐기물매립

지반개량

지반 국부보강 기술, 압밀/침하 촉진 기술이 유효 특허로 선별함.

폐기물 매립지반의 압밀 및 침하를 촉진하여 조기안정화하여 매립용량을 증대시키고, 향후 부지 
개발시 기초지반으로서의 지반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반 개량 기술을 유효 특허로 선별함.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해양쓰레기 처리기술 및 해양쓰레기에 의한 매립대체재/복토재 활용 기술을 유효 특허로 선별

함.

[표 2-37] 유효특허 선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유효특허 건수

KR JP US EP 계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모듈식 호안 67 49 9 2 127

생태호안 조성 458 102 18 4 582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
차수시스템 74 126 18 22 240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21 19 14 3 57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

폐기물매립지반 오염정화 80 126 16 9 231

폐기물매립지반개량 76 37 9 17 139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24 28 2 4 58

[표 2-38] 유효특허 선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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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Landscape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전체 분야의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

석 초기 구간인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최근의 미공개 특허를 고려하더라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2000

년대 초반의 급격한 증가경향을 배제한다면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과 관련된 출원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대해서는 1990년대에서부터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구성 기술 중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 기술이 1990년대 이전부터 

중요한 기술 이슈로 간주되었기 때문임. 아울러, 2000년대 들어서도 연구 개발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심축은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에서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기술로 옮겨가고 있음

 

[그림 2-62] 전체 및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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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 유럽특허의 경우 연간 5건 이하의 낮은 출원수롤 보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출원 건수가 적으며 소극적인 특허출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1980년대 초반부터 

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JPO] 일본특허의 경우 증감변동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990년대부터 폐기물처리, 하천 및 해안정비에 대

한 수요 및 연구개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술적인 안정화가 이루어

지면서 출원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KIPO] 한국특허는 전체적인 연도별 기술동향과 유사하며 분석 중반 구간인 1999년을 기점이후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이는 한국에서의 환경 개선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 환경개선 및 하천 및 해안 정비에 대한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

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또한, 일본의 출원 동향과 비교하여 약 5년의 차이를 두고 유사한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는 일본의 기술이 공개 후 한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USPTO] 미국특허의 경우 1970년대 초반부터 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8년 7건으로 가장 많

은 출원을 나타내고 있는 등, 최근까지 증가의 경향보다는 꾸준한 출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미국에서의 출원 경향을 볼 때, 한국 및 일본에서보다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

성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분야의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출원 건수인 800건으로 전체 출원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487

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이 각각 6%, 4%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

고 있는 것을 볼 때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은 한국 및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전체건수 800건 중 내국인의 출원이 99%로 외국인 보다 내국인의 출원 활동이 압도

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 및 유럽에 비하여 한국의 시장 중요도가 높게 평가받지 못함

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술의 특성 상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음. 외국인들의 출원국적을 살펴보면 일본(일본 및 한국의 공동출원 포함)이 58%로 절반이상

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17%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종합해보면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분야의 주도국은 일본과 한국인 것으로 알 수 있고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자국을 제외한 주요시장국 모두에서 일정한 출원을 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및 일본에 비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고려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한국 및 일본의 경우 자국을 제외한 주요시장국에서도 일정 수준에서 출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

원 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국내 출원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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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연도별 Landscape

◦ 연도 구간별로 세부기술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차수시스템[AA] 분야는 최근 구간으로 오면서 점

차 관련 출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태호안[AF] 분야는 

’00~’05년 구간까지 증가하다가 ’06~’11년 구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그리고 차수시스템 분야 및 생태호안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연도 구간

별로 출원 비중의 증감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태호안 분야는 해상폐기물 매립장 건설 분야 이외에도 집중호우 시 재해의 사전예방과 수해상습

지역 개선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하

천 및 호안의 치수사업 시 하천이나 호안의 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서 전국 하천 및 

호안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수사업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출원건수도 꾸준히 증가

해온 것으로 보임.

◦ 폐기물 매립장의 차수시스템 분야 출원 비중의 감소는, 1980년 환경청이 발족됨과 함께 환경문제

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 환경보전적 개념’으로의 전환, 1986년 ‘폐기물관

리법’의 제정됨으로써 ‘재활용’ 개념의 도입,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폐기물최소화 개념, 1995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를 기점으로 

하는 분리수거문제의 해소 등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매립’에서 ‘재활용’ 및 ‘감량’으로 전환되면

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자원재순환형 경제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의 틀이 점차 구축되어온 것

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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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64] 연도 구간별 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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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장단계 분석

◦ 본 그래프는 전 세계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분야는 1구간(1982년~1987년)부터 4구간(2000년~2005년)까지 출원 건수와 출원인 수가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며, 5구간(2006년~2011년)에는 출원 건수와 출원인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

내고 있음. 이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기술을 제외한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 및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의 출원감소 때문으로 분석됨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분야의 전체 및 해당 기술의 기술 위치를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출원 중 최근의 출원 동향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 수 

및 출원 건수를 나타내어 특허 출원 동향을 통한 기술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음. 각 구간은 1구간

(1982년~1987년), 2구간(1988년~1993년), 3구간(1994년~1999년), 4구간(2000년~2005년), 5

구간(2006년~2011년)으로 나누었음

◦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적으로 1구간(1982년~1987년)부터 4구간(2000년~2005

년)까지 출원 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증가하는 성장기의 단계에 있으며, 4구간(2000년~2005년)에

는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구간에서 기술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며, 5구간(2006년~2011년)에서 둘 다 감소하는 퇴조기 양상을 

보임

◦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A기술]에서는 1구간(1982년~1987년)부터 4구간(2000년~2005년)까

지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5구간(2006년~2011년)에서 둘 다 감소하는 쇠퇴기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인 쇠퇴기라기보다는 잠시 개발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며, 

좀 더 정확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후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B기술]의 기술위치는 1구간(1982년~1987년)부터 4구간(2000년~2005년)

까지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5구간(2006년~2011년)에서 둘 다 감소하는 쇠퇴기 

양상을 보이는데,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A기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실질적인 쇠퇴기라

기보다는 잠시 개발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임

◦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C기술]의 기술위치도 1구간(1982년~1987년)부터 4구간(2000년~2005

년)까지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5구간(2006년~2011년)에서 둘 다 감소하는 쇠퇴

기 양상을 보이며, 좀 더 정확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후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야 할 것임

◦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기술[D기술]의 기술위치는 1구간(1982년~1987년)부터 5구간(2006년~2011

년)까지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성장기 양상을 보이는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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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기술별 구간별 성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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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Landscape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OHBAYASHI CORP, WORLD ENGINEERING KK, NIPPON 

KAIJO KOJI KK, NIPPON ROAD CO LTD:THE,  TAISEI ROTEC CORP, 한국의 한상관, (주) 

우일 이알에스, (주) 케이.씨 리버텍 등이 주요 연구 주체로 조사됨

◦ OHBAYASHI CORP는 Shimizu Corporation, Takenaka Corporation, Kajima Corporation 및 Taisei 

Corporation와 함께 일본의 5대 메이저 건설회사이며, 1892년도에 오사카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도

쿄 미나토에 본사를 두고 있고,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및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음

◦ 상위 20개 주요출원인은 모두 한국 및 일본의 출원인이며, 다만 일본의 경우 상위 출원인에 일본

의 주요 건설회사가 상당수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 내지는 중소기업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나는 점에 차이가 있음

[그림 2-66] 국가별 다수 출원인

◦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분야(기술 분류 A)에 있어서는 한국의 한상관이 20건으로서 가장 많

은 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우일이알에스 및 (주)케이.씨 리버텍이 있음. 한상관의 

전체 출원은 모두 생태호안 조성 기술로 분류되는 건임. (주)우일이알에스는 생태복원전문업체로서 

호안블록, 생태블록, 식생블록, 식생매트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케이.씨리

버텍은 하천복원 전문업체로서, 역시�당해 기술분야의 주요 경쟁사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상위 

3개의 출원인은 모두 생태호안 조성에 관한 특허만을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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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공법 설계 및 시공기술분야(기술분류 B)에 있어서는 일본의 WORLD ENGINEERING KK, 

NIPPON KAIJO KOJI KK, NIPPON ROAD CO LTD:THE, TAISEI ROTEC CORP, OHBAYASHI 

CORP, SHIMIZU CORP 및 KAJIMA CORP 등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경쟁사 대

부분이 일본의 출원인임을 알 수 있고, 당해 기술분야가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주요경쟁사로 나타나는 업체의 대부분이 일본의 메이저 건설회사임을 고려할 때, 당해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개인 내지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음

◦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분야(기술분류 C)에 있어서는 일본의 OHBAYASHI CORP, SHIMIZU 

CORP 및 PENTA OCEAN CONSTRUCTION CO LTD 및 한국의 ㈜대우건설 등이 주요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경쟁사 대부분이 국내외의 대형 건설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및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출원인의 대부분이 일본의 출원인임을 알 수 있고, 당해 

기술분야가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기술분야(기술분류 D)에 있어서는 한국의 한라산업개발㈜ 및 한국해양연

구원, 일본의 MITSUBISHI HEAVY IND LTD 및 NIPPON STEEL CORP 등이 주요출원인으로 나

타나고 있음. 다만 한라산업개발(주)은 총 6건의 출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각각 한국, 일본 

및 유럽에 2건씩의 출원의 합에 의한 것이고, 일본 및 유럽에서의 출원은 한국의 2건의 출원을 우

선권으로 한 출원이므로 실제 구분되는 특허는 2건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

용 기술분야에 있어서 주요출원인은 모두 3건 이하의 저조한 출원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당해 기

술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꾸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그림 2-67] 기술분류 별 주요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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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OHBAYASHI CORP, WORLD ENGINEERING KK, 한상관, 

SHIMIZU CORP, KAJIMA CORP, ㈜우일 이알에스, (주) 케이.씨 리버텍, YUKIMOTO TAKUO, 

코리콤(주), 장수산업(주) 등이 주요 연구 주체로 조사됨.

◦ 상위 20개 주요출원인은 모두 한국 및 일본의 출원인이며, 다만 일본의 경우 상위 출원인에 일본

의 주요 건설회사가 주도하는 형태로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 분야에 전반적인 특허출

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 내지는 중소기업이 주요출원인으로서 출원특허 대부

분 생태호안조성 기술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 오래전부터 특히 Tokyo, Yokohama, Osaka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

기물의 대부분을 해상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동경만 인근에 해상 매립지

를 착공한데 이어 1970년대와 80년대에 Osaka, Yokohama 등지에 해상매립지를 설치, 운영하면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짐.

◦ 특히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무역마찰, 엔고의 진행 등에 의해 내수확  대형의 정책운

영이 요구되는 건설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OHBAYASHI CORP는 도시재개발사업, 해안매립

지의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잇따라 참여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매립지반 오염정화 기술, 

차수시스템 기술 및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해상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되지 않았으며, 한상관, ㈜우일 이알에스, (주) 

케이.씨 리버텍 등 중소형 업체들이 해상폐기물 매립장 이외에도 호안 경사면에 친환경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생태호안조성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68] 주요출원인별 기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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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중심의 심층분석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과 관련하여, 차폐 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차수공법 설계 및 시

공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의 각각의 세부기술인 모듈식 호안, 생태호안 조성, 차수시스

템,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폐기물매립지반 오염정화 및 폐기물매립지반 개량기술 및 해양쓰레

기 처리 및 활용 기술분야에 대하여 IP 전략에 장애가 되는 장벽 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회피 

전략 및 무효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심층분석을 실시함

◦ 심층분석의 분석 목적은 현재 심층분석 대상 기술 분야에서 이미 개발되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

에 대하여 권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사업수행시의 특허 침해 여부와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을 경우에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 분야의 R&D 방향성 가늠하기 위한 것임

◦ 심층분석 방법

  -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핵심 중분류 별로 세부기술을 판단하여 선행특허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

과 도출된 유사특허를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허가 어떤 세부기술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 유사도는 어느 정도인지 판단함

  - 특허 각각에 대하여 법적 상태를 확인하여, 현재 거절확정, 포기, 등록 후 소멸 등 권리가 존재하

지 않는 특허는 배제하고 현재 등록되었거나 심사중인 특허를 핵심특허로 선별함

  - 유사도를 종합하여 국내/국외 별 경쟁력을 판단함. 또한 이를 종합하여 핵심중분류의 전체적인 

특허장벽도를 판단함

  - 분석된 특허장벽과 경쟁력을 참고하여 핵심 중분류(핵심기술)의 결론 (지재권확보가능성)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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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1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모듈식 호안 개발 

① 모듈식 호안블록의 제작 기술

② 호안블록의 모듈결합구조

③ 호안블록을 활용한 배수장치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10-0260701 

(출원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유사점

①, ②

해상의 접안시설, 외해에 설치되는 각종 대형방파제공사, 매

립 및 간척지의 호안공사 등 일정한 해역에서 일정기간 진
행되는 해상공사를 보호하거나 군사상륙작전후 군수물자의 
지속적 보급을 위한 인공적 간이 항만 시설시 대상 해역을 

정온화(靜穩化)함.

차이점
호안블록 자체를 형성하는 기술은 아니며, 호안블록을 활용
한 배수장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KR 0217686 
(출원인: 양원회)

유사점

①, ②

벽체 외해측 벽면에는 요면과 철면을 수평방향으로 다수줄 
형성하고 각 요면에는 다수개의 통수공을 두어 파랑의 회절 

및 파압을 감소할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러한 구조로 되
는 호안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활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함.

차이점 호안블록을 활용한 배수장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0-144673
(출원인:GIKEN 

SEISAKUSHO CO 

LTD)

유사점

①, ②

복수의 강관항을 링형에 접합하는 링 조립공정과, 강관항을 

박아야 할 물밑상에 링형에 접합된 상태로 반송하는 반송 
공정과, 강관항을 물밑에 가라앉혀 링형에 접합된 강관항에 
지지를 받은 상태로 말뚝치는 수단에 의해 링형에 접합된 

각 강관항을 물밑에 박는 타설공정을 구비함.

차이점 호안블록을 활용한 배수장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US 7736096
(출원인:Albert E. 

Aaron)

유사점
②, ③

측면으로 서로 관련한 배치되고 그들의 당접 단부 벽에 서

로에 맞물려지는 분명 모듈로 구성하고, 각각 모듈은 인버
트된 "T"을 형성하고 어떤 브레이스 벽도 가지지 못하면서, 
베이스와 수직으로 배치된 지지체 표면과 직립 바다 유지하

는 벽의 위에 놓는 베이스를 형성함.

차이점 모듈식 호안블록의 제작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어족자원 보호용 호안블록을 제조하는 기술 및 조립 패널의 호안벽을 설치하는 기술에 대한 방법으로 기 출원
된 상기 특허와 일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안블록을 활용한 배수장치 기술이 선행 문헌을 통해 공지되
어 있음. 

[표 2-39] 핵심기술1(모듈식 호안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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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2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생태호안 조성 개발 

① 모듈결합 방식의 블록 형성 기술

② 식생 공간 형성 기술

③ 블록의 다단 결합식 일체화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1076425 

(출원인: 주식회사 
미래와바다)

유사점

①, ②

법면의 상하, 좌우 방향으로 연이어 시공설치될 수 있도록 
방사상으로 일정각도 이격되게 적어도 세 개의 제1결합부가 
형성되고, 제1결합부 간의 측면에 제1결합부의 외주연이 맞

닿아 결합될 수 있도록 대응되게 형성되는 제2결합부로 이
루어진 블록몸체; 제1결합부의 상면에 상광하협의 형상의 홈
부로 형성 마련되는 어소공간부를 포함함.

차이점 블록의 다단 결합식 일체화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KR 2011-0038659 

(출원인: 한상관 )
유사점 ①, ③

다른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높이에 서로 직각방향
을 가진 통공이 수평방향으로 각각 형성된 각 단위 블록을 

그 통공이 서로 통하도록 위치시킨 상태에서 다수의 블록결
합체를 각 단위 블록의 통공을 통과시켜 각 단위 블록을 격
자형상으로 묶어 일체화함

해외

JP2001-073342 
(출원인:TOA 

HARBOR WORKS CO 
LTD)

유사점

①, ②

조초판과 그 하부에 평행에 설치되며 조초판 보다 면적이 

큰 저판사이를 조초판으로 저판와의 각 각 단부를 묶은 경
사변을 포함하고, 조초판및 저판의 중심으로 향할 방향으로 
배설되는 연결판을 통하여 일체화함 

차이점 블록의 다단 결합식 일체화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JP2000-328542
(출원인:TOA 

HARBOR WORKS CO 

LTD)

유사점 ①, ③

경사 각도의 한 변을 가지며, 흙막이 콘크리트판를 삽입 가

능한 복수의 절삭부을 빗형에 설치한 2매 1조의 콘크리트판
로 이루어지고, 2매의 콘크리트판를 소정의 간격으로 평행에 
고정 하는 볼트용으로 몸통 담아 철근콘크리트 타설용의 거

푸집 임시 고정용과 옆 철근 용무와의 각각의 구멍이 각 콘
크리트판에 설치됨.

검토
의견

위 선행 자료는 도로, 하천 또는 해변의 법면에 호안블록의 견고한 시공이 가능하고, 빠른 유속으로 흐르는 물

에 의해 호안블록의 상측에 충진된 토사 및 블록몸체의 상면이 씻겨 패는 것을 방지하여 시공이 용이하고, 어
소, 수초대 조성용 식생공간 등의 확보가 용이하며, 시공된 호안블록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친
환경 호안블록에 대한 기술로서, 생태친화적인 호안을 조성하는 기술로 호안 외부 일부구간을 완경사로 조성

하여 대체습지나 인공갯벌 등의 생태친화공간을 조성하거나 생태블럭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호안 조성 기술과 
일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식생 공간을 형성하는 기술은 선행 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음. 

[표 2-40] 핵심기술2(생태호안 조성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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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3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차수시스템 개발 

① 차수재료 제조 기술

② 차수시스템의 이중벽 형성 기술

③ 차수시스템을 이용한 수위 조절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2002-0017108  
(출원인: 전상율)

유사점

①

부산석회, 고로슬래그, 제강전로슬래그, 제강전기로슬래그, 

석탄회 등 잠재수경성을 가지는 재료를 개량하여, 폐기물매
립장의 연약지반개량용 수직 및 수평배수재로 사용하고, 지
반개량 종료후에는 지지말뚝, 차수층보호 및 차수층으로 사

용함.

차이점
차수재료 제조 기술 및 이중벽 형성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

음.

KR  0155146 

(출원인: 
카부시끼가이샤 
오스트란도 )

유사점
②, ③

폐기물은 투기하여 매립을 하는 해면매립지에 있는 호안에 
근접한 처분장측에 소정의 간 격을 두고 이중벽상의 체절부

를 강재로 형성하는 동시에 이 체절부 내에의 급수수단을 
설치하고 늘 체절부내의 수위를 매립처분장내의 수위보다 
높게 유지하게 구성하여서 폐수의 유입을 차단함.

차이점 차수재료 제조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4-204581 
(출원인: WORLD 
ENGINEERING KK)

유사점

②

차수 벽에 의해 관리형 호안을 구축 하기에 즈음하고, 바다 
측에 마련하는 케이슨에 의한 방파제에 대해 폐기물 처분장 

측에는, 강제 야이타와 차수 재에 의한 차수 벽을 구축하고, 
차수 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킴.

차이점
차수재료 제조 기술 및 차수시스템을 이용한 수위 조절 기
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JP 2013-087512 
(출원인:稲積 真哉)

유사점
②, ③

연결되는 강관 조인트의 겹침부 분에 형성되는 틈새에 지수

재를 충전시킨 강관 야이타벽과 서로 끼워맞춰진 강관 야이
타의 강관 조인트 내부에 형성된 공동 공동 공간에 주입되
는 액체의 수위는, 야이타벽으로 접하는 폐기물 처분장의 폐

기물의 높이보다 낮게함. 

차이점 차수재료 제조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위 선행 자료는 호안에 근접한 처분장측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이중벽상의 체절부를 강재로 형성하는 동시에 
이 체절부 내에의 급수수단을 설치하고 늘 체절부내의 수위를 매립처분장내의 수위보다 높게 유지하게 구성하

는 기술을 포함하므로, 처분장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가 호안구조물을 통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은 선행 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음. 

[표 2-41] 핵심기술3(차수시스템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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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4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기술

① 침출수 유출 감지 기술

② 차수공 손상감지시 하자 보수 기술

③ 유출된 침출수의 지반 침투 억제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0350280  
(출원인: 한웅종합건설 

주식회사)

유사점

①, ②

매립장의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수 배제시설의

배출관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차수층을 진단하고 차수층과 
차수막 시트층 사이에 공기 주입관과 방수액 주입관을 설치
하여 여기로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차수막 시트층의 하자를 

검사함.

차이점 유출된 침출수의 지반 침투 억제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KR 2011-0109103  
(출원인: 

㈜지구환경전문가
그룹)

유사점

②

전기영동과 전기삼투현상과 연직분사 그라우팅 기법을 활용
하여 매립지 상부에 천공하여 주입함과 전기영동 및 전기삼
투 현상에 의한 현탁액 입자의 조밀화를 통하여 누출을 차

단함. 

차이점
침출수 유출 감지 기술 및 유출된 침출수의 지반 침투 억제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9-034606  
(출원인:OHBAYASHI 

CORP)

유사점

①

폐기물 처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손상 검지 시스템는, 이중 

차수 시트내에 설치되어 이중 차수 시트내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광섬유 케이블과 이중 차수 시트내의 온도 
분포의 변화의 정도가 소정의 정도보다 커지면 경고를 발표

하는 경보 장치를 구비함.

차이점
침출수 유출 감지 기술 및 차수공 손상감지시 하자 보수 기

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US 4810131  
(출원인:The Dow 

Chemical Company)

유사점

③

강우는 섬프에 매립지 플로어를 가로질러 흐를 수 있거나 

배수 매체 안 그리고 섬프위에 폐기물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걸러짐.

차이점
차수공 손상감지시 하자 보수 기술 및 유출된 침출수의 지
반 침투 억제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위 선행 자료는 매립장의 하부에 설치되는 지하수 배제시설의 배출관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차수층을 진단하고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차수막 시트층의 하자를 검사하고 방수액 주입관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방수액 주입

관으로 방수액을 주입하여 간편하고 신속히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처분장 내부의 물질이 
외해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스템에 손상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술과 
손상부의 급속 보강 기술은 선행 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음. 

[표 2-42] 핵심기술4(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기술)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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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5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오염 정화 기술 개발 

① 폐기물 매립지반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처리 기술

② 폐기물 매립지반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2011-0000464 
(출원인: 예닉스(주))

유사점

①

매립지반에 안정화촉진물질을 주입하고, 침출수를 양수하여 
수처리한 후 재주입하며, 가스를 추출하고, 오염토양을 굴착 

및 안정화 후 재매립하여 조기에 안정화시킴.

차이점
폐기물 매립지반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 기술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이 없음.

KR 2002-0013949 
(출원인: 김진택)

유사점

①

매립토양을 재질별로 선별하고, 선별된 쓰레기를 소각하며, 

선별된 흙을 건조 및 살균처리하고, 건조 및 살균시의 악취
를 정화하여 매립토양에 대한 복원화를 실시함.

차이점
폐기물 매립지반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 기술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5-238004 

(출원인: OHBAYASHI 

CORP)

유사점

①

저수조내에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물을 저장하는 동시에 
해수를 세정수로서 오염토 양 내에 통수함으로써, 그 오염토 
양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함.

차이점
폐기물 매립지반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 기술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2-113438 
(출원인: PENTA 

OCEAN 

CONSTRUCTION CO 
LTD)

유사점

②

이중 시트 구조의 중간 보호층내에 배수 재료를 부설하고, 
배수 재료에 음압을 작용시켜 얻어지는 데이터에 의해 차수 
시트의 파손 유무를 판정하여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함.

차이점
폐기물 매립지반의 오염 토양에 대해 정화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선행기술은 폐기물 매립지반으로의 침출수 유출 방지 기술과 폐기물 매립지반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처리 
기술이 분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매립지반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 기술과 정화 처

리 기술이 통합된 형태의 폐기물 매립지반 오염 정화 기술 개발 시도가 필요함.

[표 2-43] 핵심기술5(폐기물 매립지반 오염정화기술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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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6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폐기물 매립지반 개발

① 연약지반에 대한 고화제 충전 기술

② 연약지반의 배수재 설치 기술

③ 연약지반의 압밀용적 축소화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10-1169024 

(출원인: 
(주)대우건설)

유사점

③

개량대상인 고함수비 상태의 연약지반에 연직방향으로 복수

의 연직홀을 형성하는 제 1공정과; 연직홀에 석탄회를 투입
하여 연직방향으로 석탄회 배수기둥을 형성시켜 연약지반의 
상부에 재하중이 가해지면 석탄회 배수기둥을 통해 상방향으

로 간극수를 배수시키는 제 2공정으로 이루어짐.

차이점
연약지반에 대한 고화제 충전 기술 및 배수재 설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KR 0222235 

(출원인: 정순용)

유사점

②

매립이전의 점토층에 배수재를 설치하기 위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지반강도를 떨어뜨려 슬러리 상태로 만들어 배수재를 

수송하는 관이 전진할 수 있도록 배수재를 설치할 수 있는 
특수한 기계장치를 개발하여 매립될 위치에는 격자모양의 틀
을 만들고 여기에 배수재를 묶어서 물속의 원하는 위치에 고

정함.

차이점
연약지반에 대한 고화제 충전 기술 및 압밀용적 축소화 기술
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9-167707
(출원인: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유사점

③

이격 거리와 해호안의 허용 수평 변위량과의 관계를 나타내
는 일차함수를 산출해, 임의 설정 이격거리 마다의 호안 변

위량을 산정해, 해임의 설정 이격 거리 마다의 호안 변위량 
산정치와 함수를 비교하고, 최단 이격 거리를 결정함.

차이점
연약지반에 대한 고화제 충전 기술 및 배수재 설치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US 4540316

(출원인: Takahashi; 
Yuichiro)

유사점

①

주변 지면에 생성된 결과적인 압력 때문에 토양수가 나타내
지고 주위의 연질 지층이 콤팩트하게 되는 반면에, 조성물은 
연질 지층의 부분의 치환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정된 위

치에서 주입되고, 현장에서 고착화함.

차이점
연약지반의 배수재 설치 기술 및 압밀용적 축소화 기술에 대

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종래기술에 따른 폐기물 매립지반 개발 기술은, 연약 지반이나 암반층에 따라 압축공기, 몰타르 및 급결제를 
주입하는 고화제 충전 기술, 물의 분사에 의하여 지반강도를 떨어뜨려 배수재를 수송하는 관이 전진할 수 있

도록 하는 배수재 설치 기술, 호안으로부터 용적 축소 화공사역과의 최단 이격 거리를 결정하는 압밀용적 축
소화 기술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복사 보정 시스템의 개발 시도 필요. 

[표 2-44] 핵심기술6(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기술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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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7 연구개발방향(세부기술)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기술 개발 

①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장치

② 해양쓰레기와 첨가제 및 조성물 혼합 기술 

③ 해양쓰레기의 건축 자재 활용 기술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ㆍ출원)번호 비 고
관련

세부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1078534 
(출원인: 정인환)

유사점

①

몸체부, 마그네트론부, 회전날부, 센서부 및 제어부로 구성되
어 불가사리, 해파리 또는 폐사어 등 해양폐기물을 가공하
여, 사료, 화장품 원료, 약재 원료 등으로 사용하며, 온도 문

턱값 및 습도 문턱값을 달리 설정하여, 건조 정도와 분말입
자의 크기를 변화시킴.

차이점
해양쓰레기와 첨가제와 조성물 혼합 기술 및 건축 자재 활
용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KR 0497422 
(출원인: 주식회사 

대동그린산업)

유사점

①, ②

해양수산폐기물인 양식폐기물 패각류 패각을 잠재수경성 반

응과 에트링자이트 반응, 포졸란 반응을 하기위하여 조 분쇄
기로 분쇄한 후 건조 및 소성하여 제조 원재료로 가공하여 
고형화시키기 어려운 퇴적준설토의 개량 목적조건에 대응함. 

차이점 해양쓰레기의 건축 자재 활용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해외

JP 2002-028604

(출원인: TAKEDA 
NAOHISA)

유사점

③

폐기선 내에 육상으로부터 폐기물을 부력이 있을 때까지 투
입한 후, 이 폐기선을 설치장소까지 예항하고, 설치장소로 

폐기물을 더욱 투입함으로써, 밀폐한 폐기선을 침하시켜 고
정함으로써, 방파제, 호안, 인공섬, 어초등을 형성함

차이점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장치 및 해양쓰레기와 첨가제 및 조성
물 혼합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EP 2179801
(출원인: Solid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LLC)

유사점

③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바인더와 경화제는 percolating 액체의 

생산, 중금속류의 탈알칼리화 및 온실기체의 발생을 회피하
여, 생성 물질은 회색이고 따뜻하고 단련할 수 있는 페이스
트 단조로, 다양한 사용을 허용함. 

차이점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장치 및 해양쓰레기와 첨가제 및 조성
물 혼합 기술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검토

의견

해양폐기물 재활용 장치 및 해양폐기물 재활용하는 기술 및 폐기물 재생재 또는 폐기물의 해상제 시설의 이용

하는 기술에 대한 방법으로 기 출원된 상기 특허와 일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양쓰레기와 첨가제 및 조
성물 혼합하는 부분적인 기술이 선행 문헌을 통해 공지되어 있음. 

[표 2-45] 핵심기술7(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기술 개발) 주요장벽특허 유사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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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지재권 확보 전략

◦ 모듈식 호안과 관련된 특허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조립 가능한 형태의 호안블럭에 관

한 특허 등이 존재하지만 외곽호안과 내부호안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특허는 검

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신규 IP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국내에서 호안 외부 일부구간을 생태친화공간을 조성하거나 생태블럭 등의 구조물을 이용한 호안 

조성 기술 특허가 확인됨. 또한 일부 특허에서는 호안의 녹화, 하천 생물의 생육 환경의 보전, 하

천의 정화를 가능하게하고, 산업 폐기물인 패각의 재자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호안 구조 기술에 대

해 언급하고 있음. 그리고 동,식물들의 서식공간을 구성하여주는 인공어초 겸용 자연친화적인 식생 

블록을 제조하는 친환경 공법 기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단의 단순한 채택만으

로 IP확보는 곤란한 것으로 파악됨

◦ 처분장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가 처분장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 검색되는 것으로 파악됨.�특히, 매립장 침출수를 위한 차수벽 시스템, 침출수 누출탐지 및 회수 

시스템, 폐기물 매립장 차수벽의 설치방법, 수질 개선을 위한 누수 방지용 기저층의 형성 방법 및 

차수벽 시공방법에 사용되는 빔의 기술이 게시되고 있으며 차수시스템에 있어서 IP확보는 곤란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해상최종처분장을 형성하고 해상에서의 호안구조물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특화하고, 새로운 수단의 개발 및 효과가 입증된다면 신규 IP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매립장의 누수보수방법으로서 손상부위를 자동 보수하거나 폐기물 처분장에 있어서 누수 검지 시스

템에 관한 특허가 존재하여 장벽도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신규 IP�확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또

한, 폐기물 매립장의 누수보수방법 뿐 아니라, 부분적인 해체 조립이 가능하여 하자보수에도 편리

성을 갖게하는 특허가 존재하고, 차수 시트의 손상 감지 시스템 및 손상 감지 방법, 폐기물 최종 

처리장에 있어서 누수 부분 검지 방법 및 보수 방법에 대한 다수의 특허가 존재하고 있음. 다만,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기술에 있어서도, 해상최종처분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신규 IP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가 존재하여 신규 IP�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다만, 오염 토양 정화 장치, 오염토양 및 매립지 복원화 시스템, 토양복원시스템 및 복원방법 등 

토양의 오염 정화를 위한 특허가 다수이며, 수면 폐기물 처리장의 안정화 촉진 시스템 및 폐기물 

처분장의 매립 공법과 같은 특허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상에서의 최종처분장의 오염정화를 위

한 특허 수는 저조한 상황이므로, 해상처분장의 오염정화를 위해 특화된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신

규 IP를 확보할 수 있음

◦ 폐기물을 매립재로서 경화, 안정화하고 폐기물 처분장의 폐기물을 강제 침하시키는 특허는 다소 많

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폐기물을 매립재로서 충분한 강도에 경화ㆍ안정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유

효 이용하면서 견고하고 안정된 지반을 생성하고, 폐기물 처분장의 처분이 끝난 폐기물을 강제 침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기획연구보고서

90

하시켜 처분장의 용량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가 검색되었으며, 해안이나 항만 등의 간척 또

는 매립지 구간의 지반층을 강화하는 지반 개량공법 또한 게시되고 있으므로, 종래 기술구성의 조

합만으로는 신규 IP 확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종래의 기술구성의 단순 적용이 아

닌, 한국의 해상 조건에 맞는 폐기물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여 지재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

이 필요함

◦ 해양투기폐기물 육상건조처리장치 및 복합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활용 분야의 특허는 타 기술분야에 비하여 출원 수가 많지 않고,�현재 주요경쟁

자로서 크게 부각되는 출원인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해양쓰레기를 이용한 건설재료 활용을 위한 다

양한 형태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매립대체재나 복토재 등으로 특화하여 신규 IP�확보를 시도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세부기술
침해 리스크 존재 특허 및 

응용가능 특허
종합검토

모듈식 호안
10-0955748 (KR)
4178085 (JP)

조립 가능한 형태의 호안블럭에 관한 특허 등이 존재하지만 외곽호안과 내
부호안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특허는 검색되지 않아 장벽
도가 낮으며 지재권 확보가 가능함

생태호안 조성
10-1187862(KR)
3118346(JP)

친환경 호안블록 및 생태계보호용 호안시설물에 대한 특허가 다수 존재하여 
장벽도가 높을 수 있음

차수시스템
20-0401659(KR)
5093862(JP)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수층을 구축하기 위
한 기술에 대한 특허는 존재하여 장벽도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지재권 확

보가 어려울 수 있음.다만, 해상최종처분장을 형성하고 해상에서의 호안구조
물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특화하고, 새
로운 수단의 개발 및 효과가 입증된다면 신규 IP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됨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

10-0633237 (KR)
4009030(JP)

폐기물 매립장의 누수보수방법으로서 손상부위를 자동 보수하거나 폐기물 
처분장에 있어서 누수 검지 시스템에 관한 특허가 존재하여 장벽도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지재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다만,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기술에 있어서도, 해상최종처분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신규 
IP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폐기물매립지반 
오염정화

10-1147430 (KR)
4136388(JP)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허가 존재하여 장벽도가 다소 높으
며 지재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다만 해양폐기물 매립 지반에서의 오염정

화를 위해 특화된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지재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음

폐기물매립지반 
개량

10-1144348 (KR)
3785567 (JP)

폐기물을 매립재로서 경화, 안정화하고 폐기물 처분장의 폐기물을 강제 침하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존재하여 장벽도가 높을 수 있음. 다만, 폐기
물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을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에 적합하도록 개량한다면 

지재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음

해양쓰레기 
처리 및 활용

10-1090884 (KR)
4394767 (JP)

해양투기폐기물 육상건조처리장치 및 복합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
가 일부 존재하므로 장벽도가 다소 높으며 지재권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
기 어려움. 다만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건설재료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립대체재나 복토재로 특화하는 경우 지재권 확
보의 가능성은 존재함

[표 2-46] 특허기술 종합 검토



2. 환경 및 역량분석

91

2.5.3 기술 및 연구동향 분석

일본의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기술 및 연구동향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은 일본에서 이미 시공하여 운영중이며, 일본 (재)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

센터(WAVE)에서 2008년 발간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ㆍ시공ㆍ관리 매뉴얼(개정판)”에 설

계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 관리형 폐기물매립호안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곽호안, 차수공, 지반개량 및 불투수성 개량, 내수위 

관리기능, 보유수 등의 처리시설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69] 관리형 폐기물매립호안 표준 단면

◦ 해상처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수기능이며, 차수는 저면차수와 측면차수로 구분될 수 있으

며, 각각의 차수공이 조합으로 적용됨

[그림 2-70] 해상처분장에서의 차수공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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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해상처분장 차수시스템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음

[그림 2-71] 일본 관리형해상처분장의 차수공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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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출 처 발행년도

[토목섬유차수시트 관련]

차수시트의 중첩 접합부에서의 투수량에 관한 실험과 고찰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일체형 복합 차수시트공법의 개발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국소 침하가 일어난 차수시트의 변형거동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차수시트의 파손성능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1

토목 차수시트의 실용 내진실험 연구보고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매립에 의한 차수시트의 인입력 평가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보호매트의 조합순서와 차수시트 관입저항의 관계에 대해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Flat bar를 이용한 HDPE 차수시트의 고정에 관한 기초적 실험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관리형 해상처분장의 표면차수공 구성재료 간의 전단특성 Geosynthetics논문집 2002

차수시트의 변형강도특성에 관한 실험적 고찰-인장강도의 온도특성 및 
응력완화특성의 평가- 해양개발논문집 2003

차수시트 및 부직포의 응력완화 특성 지반공학연구발표회 발표강연집 2003

보호쇄석으로 덮인 차수시트의 실내재하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차수시트 수중 접속부의 구조와 지수성능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일체형 복합 차수시트를 이용한 연직차수벽 의 조인트 구조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해상처분장에서의 차수시트 침설방법에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차수시트의 고정 및 지수구조의 검토에 대해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돌기물 관입에 의한 차수시트의 파단과 변형 분포의 관계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차수시트의 두께가 시트 파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Deformation and strength properties of waterproof sheet applied at 
coastal waste disposal site

항만ㆍ임해부 도시기능의 내진성 향
상에 관한 심포지엄 2003

차수시트의 굴곡 성능 Geosynthetics논문집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시트 부설면의 불균일에 대한 변형주수성 해양개발논문집 2004

일체형 복합차수에 의한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법의 개발 폐기물대책 연구발표회 2004

해상처분장에서의 차수시트 부설방법에 대해(2)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시트의 지진 발생 시 변형특성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차수시트의 돌기물 관입 시 응력-변형 거동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보호매트 부직포의 성능시험방법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토목차수시트 파손 관입시험결과의 응용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폐기물 해상처분장 차수시트의 파손저항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4

수압팽창실험에서 차수시트의 변형파단 거동 Geosynthetics논문집 2004

PVC차수시트의 돌기물 관입에 대한 변형파단 프로세스 Geosynthetics논문집 2004

수압팽창실험에서 차수시트ㆍ부직포의 변형강도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5

쇄석 관입시험에 의한 차수시트의 손상 평가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접합부를 고려한 차수시트의 수압부하시 변형강도의 특성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차수시트의 관입시험과 응력변형의 곡선화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접합부를 고려한 부직포의 수압부하시 변형강도의 특성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5

토목차수시트의 저온에서의 굴곡 성능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5

차수시트의 수압팽창변형에 관한 스케일 효과와 응력변형 거동의 평가 Geosynthetics논문집 2005

[표 2-47] 차수공 재료 분야 일본 연구동향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은 일본에서 이미 시공하여 운영중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

되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일본에서 최근(2000년대 이후) 수행된 연구주

제를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최근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주요 연구주제는 차수공 재료, 차수공ㆍ
차수호안 연구, 차수호안 안정성, 차수호안 성능평가 및 해석, 모니터링, 폐기물 특성ㆍ조기안정화

의 6개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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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멤브레인의 굴곡 특성 Geosynthetics논문집 2005

변형에너지함수를 이용한 관리형 폐기물매립호안 차수시트의 변형거동 
평가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6

차수시트의 응력이력 특성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보호매트의 관입시험과 그 응력변형의 곡선화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변형에너지 밀도함수를 이용한 차수시트의 2축 인장변형 거동 검토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보호매트의 관입저항성능과 그 보호성능에 대한 고찰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변형에너지 밀도함수를 이용한 차수시트의 2축 인장변형 거동 평가 Geosynthetics논문집 2006

[기타 차수재료]

준설토를 이용한 빈배합 시멘트 처리토의 역학특성 및 재료특성 港硏資料(항만공항기술연구소 자료) 2001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의 차수강판 방식법에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차수시트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1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차수강판 방식법에 관한 검토 환경공학 연구논문집 2002

강판 차수시스템 최종처분장에서의 강판 부식인자와 방식법에 관한 연구 환경공학 연구논문집 2003

해상매립처분장의 차수재료와 차수의 사고방식 전국도시청소연구 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입도가 다른 제강슬래그의 강도특성에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연약한 사석마운드에 수중타설된 아스팔트 매스틱 층의 변형주수ㆍ차수
성에 관한 실험적 검토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수중 타설 아스팔트 매스틱과 각종 접합부의 차수성에 관한 실험적 검토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폐기물 해상처분장 차수공에 사용되는 차수재의 변형강도 특성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3

준설토를 이용한 새로운 해상처분장 차수공법의 개발 전력토목 2004

해상처분장에서 강관널말뚝 차수벽의 차수처리문제와 차수성의 향상기술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4

해상매립형 폐기물 처분장에 이용하는 고성능 차수 토질재료의 배합설계
방법 제안 토목학회 논문집 2004

연직 column에 타설된 변형주수성 차수재의 품질에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 토질계 변형주수 차수재료의 특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 토질계 변형주수 차수벽의 내진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팽창성 시트 결손 하에서 H-H이음을 매개로 한 연결 강관 널말뚝의 차
수성능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차수벽에 이용하는 강 널말뚝용 수분 팽창성 지수
재의 장기 내구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에 적용하는 근입식 강판 셀의 차수성능 해양개발 논문집 2004

점토계 차수재료의 화학물질 내구성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선상(線狀) 고분자 혼합에 의한 토질계 차수재료의 인성(靭性) 향상효과
(1) 강도변형특성과 투수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해상처분장에서 H-H 이음을 한 연결 강관 널말뚝의 차수공법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이종(異種) 재료를 조합한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구조의 실험적 검토 해양개발 논문집 2005

H-H이음을 한 연결 강관 널말뚝의 차수성능-팽윤지수재의 내구성-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연결 강관 널말뚝을 이용한 연직차수벽의 성능 평가 -차수성이 미치는 
영향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연결 강관 널말뚝을 이용한 연직차수벽의 성능 평가 - 설치조건이 미치
는 영향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강재 차수벽의 차수성능과 적용성에 관한 연구 港硏資料(항만공항기술연구소 자료) 2006

해상매립처분장의 연직 차수이음부의 충전재 개발 (1)내해수성 토질계 
차수재의 압밀특성과 차수성능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6

해상매립처분장의 연직 차수이음부의 충전재 개발 (2)내해수성 토질계 
차수재의 기본물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6

해상매립처분장의 연직 차수이음부의 충전재 개발 (3)내해수성 토질계 
차수재의 시공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6

강관 널말뚝식 폐기물 매립호안의 타설공법이 미치는 차수효과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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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험 연구]

흡수팽창성 지수제를 도포한 강 널말뚝의 지수성능에 관한 평가시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0

강관 널말뚝 이음의 차수성능 평가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1

수분 팽윤성 차수재를 도포한 강 널말뚝의 시공확인시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폐기물 매립호안에 이용하는 불투수성 재료의 차수효과에 관한 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강 널말뚝 이음부에서의 투수량에 관한 실험과 고찰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차수시트의 중첩 접합부에서의 투수량에 관한 실험과 고찰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폐기물 매립호안에 이용하는 불투수성 재료의 차수효과에 관한 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변형추수성(追隨性) 차수재를 이용한 관리형 해상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새로운 차수호안구조 제안
해양개발 논문집 2002

해상 관리형 폐기물처분장의 차수공법 개발  1 (변형추수(追隨) 차수재료
의 차수성)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2

해상 관리형 폐기장처분장의 차수공법 개발  2 (변형추수성(追隨性) 확
인)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2

폐기물 최종처분장용 강관 널말뚝 이음의 시공성 확인시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2

해상처분장 차수시트의 낙하물로 인한 손상특성에 관한 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2

토목차수시트의 실용 내진실험 연구보고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폐기물 해상처분장의 호안구조에 관한 검토 지구환경 심포지엄 강연논문집 2003

관리형 폐기물 처분장의 차수공에 사용하는 변형추수성(追隨性) 재료의 
개발 1-시멘트계 고화처리토를 베이스로 한 차수재료의 개발-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3

관리형 폐기물 처분장의 차수공에 사용하는 변형추수성(追隨性) 재료의 
개발 2-각종 산업폐기물과 폴리머 혼합체의 고탄성 차수재료 개발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3

해상처분장에서 강(관) 널말뚝을 이용한 차수공에 대해 흙과 기초(土と基礎) 2003

해상처분장에서의 강관 널말뚝 차수공에 관한 실내모형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강연개요집 2003

이음 저부(底部)에 움푹 팬 곳이 있는 강 널말뚝을 이용한 투수량에 관

한 수조 시험결과와 고찰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강연개요집 2003

폐기물 해상처분장 호안에서의 포켓식 2중 구조 차수시트의 개발과 모

형실험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에 적용하는 근입식 강판 셀의 차수성능 해양개발 논문집 2004

고무칩 혼압에 의한 고화처리토의 해상처분장의 변형추수성(追隨性) 차

수재에 대한 적용성 - 1: 차수벽의 설계 변형량과 배합설계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고무칩 혼압에 의한 고화처리토의 해상처분장의 변형추수성(追隨性) 차
수재에 대한 적용성 - 2: 실물 대모형 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해상처분장 차수시트의 굴곡 파단특성 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뒤채움 위에 부설된 차수시트의 두께와 파단특성에 관한 기초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 발생시 변형거동에 관한 모형진동실험 해양개발 논문집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동적거동에 관한 모형진동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H-H이음을 한 연결 강관 널말뚝의 차수성 -해수환경에서의 투수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시트의 모형진동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시트의 동적거동에 관한 모형진동실험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차수시트의 지진 발생 시 변형특성에 관한 동
적 가력 실험

일본지진공학회ㆍ대회-2005개요집 2005

[표 2-48] 차수공ㆍ차수호안분야 일본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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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시트를 부설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 발생 시 거동에 관
한 수중진동대 실험

일본지진공학회ㆍ대회-2005개요집 2005

지진동의 차이에 따른 차수공의 동적변형특성에 관한 모형진동실험 Geosynthetics논문집 2005

부설조건이 다른 차수시트의 변형특성에 관한 정적 가력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Necking응력을 고려한 차수시트의 접합부 강도에 관한 실험적 검토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내진성에 관한 모형진동실험 일본지진공학 심포지엄 논문집 2006

대형토조를 사용한 차수시트의 인발실험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현장실험]

해상처분장의 차수시트 내진성에 관한 현지실증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2

해상처분장의 차수시트 내구성에 관한 현지실증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2

변형주수성 차수재를 이용한 관리형 폐기물 해상처분장의 차수공법에 관
한 실해역 실증실험

해양개발 논문집 2003

변형주수성 차수재를 이용한 차수벽 구조에 관한 실해역 실증실험 해양개발 논문집 2004

이음부에 수분 팽윤성 차수재를 도포한 강 널말뚝 벽의 실해역 성능확
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포켓 이음을 갖는 차수용 강 널말뚝 벽의 실해역 차수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이음부에 용접을 이용한 BOX형 강 널말뚝 벽의 실해역 차수성능 확인
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누설방지 고무판을 장착한 이음을 갖는 강관 널말뚝 벽의 실해역 차수
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아스팔트를 충전한 강관 널말뚝 이음의 실해역 차수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토질계 차수재를 이용한 강관 널말뚝 이음의 실해역 차수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해상처분장 연직차수공의 차수성능에 관한 실해역 실증실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관리형 폐기물 해상처분장에서의 차수시트 변형 계측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H강을 이용한 새로운 강관 널말뚝 이음의 개발」-이음의 차수특성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4

점토계 차수재의 천단 건조방지 대책에 관한 실증실험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강(관) 널말뚝에 의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연직차수공에 관한 실

증실험
환경지반공학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2005

차수용 이음을 갖는 강관 널말뚝 벽을 변형시킨 상태에서의 실해역 차

수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토질차수재료를 이용한 강관 널말뚝 이음의 실해역 차수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5

[시공실적]

플라이애쉬 모르타르를 사용한 관리형 재(灰)처리장 차수공사의 시공 전력토목 2000

「기타큐슈(北九州) 에코타운 사업」실증연구지역에서 보는 최첨단 폐기

물처리기술.  차수재에 강판을 사용한 최종처분장 - 강판 차수 시스템의 
개발

월간 폐기물(月刊廢棄物) 2002

TRD 병용 연직시트공법에 의한 연속지중벽의 시공 - 쓰루미강(鶴見川) 

다목적 유수지 토양대책공사 
토목시공 2002

토질계 변형주수 차수재를 이용한 해상 폐기물 매립처분장의 차수공 건

설 -Clay Guard공법의 적용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Zoom up 해양 가와노에시(川之江市) 서부(西部) 임해토지 조성공사 Nikkei Construction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차수성능에 관한 현지조사 해양개발 논문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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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제식 관리형 호안 차수시트에 작용하는 파압특성 및 파압산정법에 
관한 연구

해양개발 논문 2002

혼성제식 관리형 호안의 차수시트에 대한  작용파압 특성에 관한 연구 해안공학 논문집 2002

파랑이 호안 배면지반에 미치는 영향 해안공학 논문집 2002

경사제식 관리형 호안의 차수시트에 작용하는 파압특성 및 그 평가방법 해안공학 논문집 2003

관리형 해상처분장의 차수시트와 부직포로 이루어지는 표면차수공의 유
한요소해석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내부에서의 파압 현지계측(現地計測) 해안공학 논문집 2004

외해 매립지 호안 내부에서의 수압 전파특성에 대해 해안공학 논문집 2004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발생 시 변동에 수반되는 차수시트의 변

형특성
해안공학 논문집 2004

외해 매립지 호안 내부에서의 수압 전파특성에 대해 해안공학 논문집 2004

압력 저감의 개구부가 있는 호안의 차수시트 작용파압에 관한 연구 해안공학 논문집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ㆍ차수공의 내진성능조사 방법에 관한 고찰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5

차수시트를 이용한 차수공을 갖는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발생 
시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발생 시 거동에 관한 실험적 검토 토목학회 지진공학 논문집 2005

2중벽 구조를 갖는 해상처분장에 생기는 변동수압의 해석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5

폐기물 처분장 호안 우각부(隅角部)에서 차수 널말뚝의 내진성능에 관한 
해석적 고찰

토목학회 논문집 2005

차수 시트에 의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지진응답해석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6

[표 2-49] 차수호안의 안정성 분야 일본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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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처분장에서 케이슨 호안의 차수성 평가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1

해상처분장에서 널말뚝식 차수호안의 투수성 평가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1

폐기물 호안을 대상으로 한 오염물질 누출 리스크의 평가방법 검토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시트 손상이 폐기물 처분장의 차수기능에 미치는 영향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1

폐기물처분장에서 차수시트 손상으로 인한 누수량의 평가와 점토 라이너

의 유용성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1

조위변동을 고려한 폐기물 매립호안의 차수성능에 관한 연구 해양개발 논문집 2003

해상형 최종처분장의 점토 라이너에서 화학물질의 확산이동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처분장의 차수성능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침투ㆍ이류 분산해석에 의한 차수성능의 평가 (국토교통성)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2003

차수시트의 마찰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Geosynthetics논문집 2006

[표 2-50] 차수호안의 성능평가 및 해석 분야에 대한 일본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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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환경 모니터링 콘의 개발 港硏資料(항만공항기술연구소 자료) 2000

지반환경 모니터링 콘에 의한 폐기물 처분장의 현지조사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1

전기방식법에 의한 차수강판의 부식 모니터링 방법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2
해상처분장에 적용가능한 누수검지시스템(1) -가드 전극(guard electrode)에 

의한 검지성능의 향상에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해상처분장에 적용가능한 누수검지시스템(2) -검지 가능한 파손구멍의 
크기 대해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3

해상처분장에 적용가능한 누수검지시스템(3) -대형모델실험의 실시결과
에 대해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3

해상처분장에 적용가능한 누수검지시스템 해양개발 논문집 2004
환경준설공법의 오탁발생 조사사례와 수질 모니터링방법의 제안 해양개발 논문집 2004
극대 지진동을 고려한 관리형 폐기물 호안의 성능설계에 관한 연구 항만공항기술진흥회 2004년도강연회 2004
광파이버를 이용한 대상 복합체 센서에 의한 차수시트의 변형계측법 

검토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4

해상처분장에 적용가능한 누수검지시스템 -재료의 전기저항특성에 관한 
기초적 검토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2005

2중 시트구조 (포켓 방식)에 의한 건전성 평가기술의 개발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5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의 차수시트를 이용한 차수공의 건전성 평가 - 
전기식 누수검지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차수시트 건전성 평가에서의 대변형 계측 센서 개발 -광파이버  센서
의 기본 성능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차수시트 건전성 평가에서의 대변형 계측 센서 개발 -불균일한 모형지
반에서의 광파이버  센서 성능 확인시험-

지반공학 연구발표회 2006

Leakage detection system applicable to coastal sites
Proceedings of the 4th Asian- 
Pacific landfill symposium in 

Shanghai 2006

2006

전기검지방식을 이용한 2중 차수시트 손상구멍의 규모 파악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전기검지시스템을 이용한 포켓방식 2중 시트의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광파이버 센서를 이용한 누수검지시스템의 개발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6
해상 폐기물 최종처분장에서의 차수시트 변형ㆍ파손 검지기술 개발 환경연구기관 성과발표회 2006
해상처분장의 차수시트에 생기는 대변형 계측을 목적으로 한 광파이버 
센서의 개발

Geosynthetics 논문집 2006

[표 2-51] 모니터링 분야의 일본의 연구동향

제 목 출 처 발행년도

해상 매립지의 간극수 순환정화에 관한 기초적 연구 토목학회 서부지부 연구발표회 2000

플럭스(flux)를 고려한 유해물질 함유 저니 처분지의 환경영향평가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0

소각재의 해상매립에서의 세정ㆍ분급(分級) 효과 토목학회 연차학술강연회 2000

해상 매립처분장에서의 침출수 정화 및 지반의 조기안정화에 관한 연구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2000

해상 매립지에서의 내수(內水) 순환에 의한 매립폐기물 안정화에 대해 토목학회 서부지부 연구발표회 2001

일반폐기물 소각재의 액상화 특성 지진공학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1

해상 매립처분장 처리 비산재의 장기안정성에 대해 폐기물학회 연구발표회 강연논문집 2001

해상 매립처분과 관련해 소각 잔재 침강현상에 관한 연구 토목학회 서부지부 연구발표회 2002

해상 매립지에서의 간극수 순환정화에 관한 연구 전국도시청소연구 발표회 강연논문집 2002

[표 2-52] 폐기물 특성 및 조기안정화 분야 일본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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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공 재료 분야에서는 차수시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주로 차수시트

의 강도 및 변형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차수시트의 시공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

음. 또한, 차수시트 이외에도 강관널말뚝이나 점토차수재의 강도 및 변형특성 분석과 연결부 충전

재에 관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음

[그림 2-72] 해상처분장에 설치하는 토목섬유차수시트

[그림 2-73] 강관널말뚝 접합부 충전재 연구(일본)

◦ 차수공ㆍ차수호안 분야의 연구는 해상최종처분장과 관련된 연구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일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해상처분장 운영사례와 연구를 통하여 차수호안의 기본구조가 설

계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음.

[그림 2-74] 경사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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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2중 강널말뚝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적용

[그림 2-76] 중력식 호안에서의 차수공

  

[그림 2-77] 중력식 호안에서 강널말뚝 차수공 조합

◦일본에서의 차수호안 및 차수공에 대한 최근의 연구내용은 새로운 차수공법의 개발과 차수공법의 

성능향상 기술 개발 및 차수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실내실험연구, 현장실험연구, 현장시공 관련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그림 2-78] 해상처분장 차수공에 대한 실증연구(일본)

  

[그림 2-79] 케이슨 접합부 차수처리 기술(일본) 

◦ 특히, 최근에는 차수공에 fail-safe를 적용한 설계 및 시공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fail-safe 설계개념은 기본차수공에 백업기능을 부여하여 차수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2. 환경 및 역량분석

101

것으로 일본 (재)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센터(WAVE)에서 2008년 발간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

안 설계ㆍ시공ㆍ관리 매뉴얼(개정판)”에 새롭게 방영되었음

[그림 2-80] 강널말뚝 차수공 이음부에 적용되는 차수성능 보완 기술

[그림 2-81] 지반차수재에 적용되는 차수성능 보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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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호안 안정성 분야의 연구는 차수호안의 외력 작용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로 파압작

용이나 지진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파랑에 의한 압력을 개방하기 위한 감

압구 설치 호안구조가 적용됨

[그림 2-82] 파랑 압력 개방을 위한 감압구가 적용 호안

◦ 차수호안 성능평가 및 해석 분야의 연구는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차수호안의 투수성 평가 및 차수

재를 통한 오염물질의 확산이동평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

◦ 모니터링 분야 연구는 차수시트의 변형 및 파손 검지 기술에 대한 연구와 누수감지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전기적 기법을 활용한 기술과 광섬유를 이용한 감지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그림 2-83] 전기식 감지 시스템

 

[그림 2-84] 광섬유 누수감지기법 개념

[그림 2-85] 누수감지 현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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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특성 및 조기안정화 분야 연구는 폐기물의 매립시 특성 파악과 폐기물 매립지반의 조기안

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타 분야에 비해 연구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

음. 보유수 상부 폐기물의 분해 촉진을 통한 매립지반 조기안정화 기술이나 보유수위 저하에 의한 

호기성 조건의 영역 확대를 통한 폐기물 분해 촉진 및 조기안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중임

[그림 2-86] 내부수위관리 및 조기안정화 기술 개요

◦ 일본 (재)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센터(WAVE)에서 2008년 발간한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ㆍ시공ㆍ관리 매뉴얼(개정판)”에서는 다음의 16개의 기술에 대해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16개의 개발필요 기술을 분류한 결과 지반조사기준 연구, 차수재료 및 공법 개발, 

차수공 시공기술 개발, 차수시트 시공기술 개발, 차수재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차수재 손상감

지 및 보수기술개발의 6개 기술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명

지반조사 § 입지선정에서 차수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기준

차수재료 및 공법

§ 불투수성이 개량된 기초지반에 차수 널말뚝을 타설하고 연속된 차수공을 형성하는 공법의 개발
§ 차수성, 전단강도가 큰 차수재료, 속채움재의 개발
§ 차수공이 지진 발생 시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 기술

§ 팽창성 차수재 및 모르타르 이외의 차수 널말뚝 이음에 이용하는 재료의 개발 및 그 재료의 시
공을 가능하게 하는 이음 형상의 개발

차수공 시공 기술
§ 부지 이용에 있어서 굴착 및 항타시 유의사항
§ 불투수성 지층을 교란하지 않는 널말뚝의 타설방법

§ 우각부(隅角部) 등 특수부분에서의 차수공 시공방법 

차수시트 시공기술
§ 차수시트의 수중 접합방법
§ 차수시트와 불투수성 지층이 접하는 부분을 밀착시키는 방법

차수재 내구성 향상
§ 폐기물과 접촉하는 차수시트 및 강(관) 널말뚝의 부식과 열화 대책
§ 차수시트와 그 외 차수재료의 내구성 평가

§ 차수시트와 그 외 차수재료의 폐기물 내구성에 대한 평가 

손상감지 및 보수 

기술

§ 차수시트의 파손 검지 시스템

§ 차수공의 보수공법
§ 차수시트(수중부)의 보수공법 개발

[표 2-53]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내용(일본 (재)항만공간고도화 환경연구센터(WAV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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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호안 내부 차수재 시공 및 매립 기술 비교

◦ 해상최종처분장 내부 차수재 시공 및 매립방법으로는 호안 내부에 물이 있는 상태로 차수재를 시

공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중매립공법과 호안 내부의 물을 제거하여 육상조건으로 만든 후 차수

재를 시공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내수배제공법이 있음

◦ 각 공법의 특징을 비교하여 다음 표로 정리함

구분 수중 매립 공법 내수 배제 공법

개요

외곽 호안을 조성한 후 내부에 형성된 호수의 물
을 유지한 상태로 차수시설을 시공하고 이후 폐기
물을 매립하는 방식

외곽 호안을 조성한 후 내부 호수의 물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육상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차수시설을 시공하고 이후 폐기물을 매립
하는 방식

대표 사례 일본 오사카만 피닉스센터 싱가폴 세마카우

특징 및

고려사항

§ 외부 파압이나 수압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구조상 유리함

§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하부 원지반의 차수기능이 확보되어 차수성능 
보강을 위한 공정이 많지 않은 경우 유리함

§ 토목섬유차수시트 등의 수중 시공 난이도 높음

§ 호안 내부 호수의 수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
하며 내부 수질 관리 필요

§ 폐기물은 전처리되어 유해성이나 오염의 문제가 
없어야 함

§ 매립시 호안측에서 내부로 순차적으로 매립하는 
단계적 셀방식 매립만 가능

§ 면적이 넓거나 수심이 깊은 경우 시공비의 상당
한 증가가 있을 수 있음

§ 하부 원지반의 차수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차수 기술적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

§ 육상조건과 동일한 시공기술 적용 가능

§ 건설이후 매립단계에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

이함

§ 우수배제 및 침출수 집배수를 통한 침출수 관리 

시설 필요

§ 매립되는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 

육상처분장과 동일하게 매립 가능

§ 매립시 하부저면부터 매립하는 층상매립과 측면

에서 내부로 진행하는 셀방식 매립이 모두 가능

[표 2-54] 호안내부 차수재 시공 및 매립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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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재 누출감지 및 보수 기술 동향

◦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응용한 차수재 누출감지기술이 연구되고 있음. 대표적 기술로 전기적 기

법, 트레이서시스템, 지오멤브레인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음

  - 트레이서(tracer) 시스템은 내부에 비반응성의 트레이서 물질을 주입하고 시설 경계에서 트레이서

의 검출 여부를 조사하는 기법임

  - 누출감지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은 전기적 감지 기술(Electrical method)로 차수재 내외부에 전기

장을 형성시키고 누출이 있는 경우 전류흐름을 감지하여 누출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임. 적용

하는 형태에 따라서 쌍전극법(two-electrode method), 전극격자법(electrode grid method), 이

동전극시스템(moving electrode system), 전류밀도 측정법 등의 형태로 적용됨. 1995년에 건설

된 영국의 Sandy Lane 매립지는 전극격자를 하부지반에 설치하여 시공된 바 있음.

  - 전기화학적 감지 케이블 기술은 전류를 전달하는 회로와 경보장치를 포함한 회로로 구성이 되며, 

전도성 유체에 의하여 두 회로 사이에 전기적 접촉이 생기면 경보가 발생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Raychem에서는 개발한 TraceTek
Ⓡ
이라는 누출감지 시스템이 있음 

  - Sandia 국립연구소는 지오멤브레인에 광섬유(fiber optics)를 내장시켜서 변형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개발한 바 있음. 광섬유선에 마이크로밴드(microbend)를 만들어 변형을 

측정하여 지오멤브레인의 변형이나 찢김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임.

[그림 2-87] Sandy Lane 매립지에 적용된 누출감지시스템

   

Geomembrane 

Fiber optic  
cable Fiber optic  

connector 

To diagnostic 
equipment 

microband 

Fiber optic 
wires  

[그림 2-88] 지오멤브레인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2-89] 트레이서 기법 개요 

     

[그림 2-90] TraceTek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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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의 누출감지기술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누출지점 
파악 여부

누출량 
확인

누출오염물질
종류 확인

연속적 
모니터링 

여부

자동화 
여부

광범위한 영역 
모니터링 적용 

여부

트레이서(Tracer) 기법 X X X X X O

전기적 기법 O X X O O O

전기화학적 감지 케이블

(Elect ro-chemical   
sensing wire
cable)

O X X O O X

토목섬유 멤브레인 모니

터링 시스템
( G e o s y s n t h e t i c   
membrane monitoring 

system)

O X X O O O

[표 2-55] 누출감지시스템의 특징 비교

◦ 누출지점이 감지된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보수 기술로 그라우팅 기술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전기

영동(electrophoretic) 현상을 이용하여 누출지점에 점토케익을 형성하는 sealing하는 기술에 대한 

모형실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그림 2-91] 전기영동에 의한 sealing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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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매립지 조성에서 차수시스템의 누출방지를 위한 신개념으로 자가형성(self-sealing) 및 자

가치유(self-healing) 개념이 1990년대에 제안되었으며, 이 기법을 이용한 차수재 및 복토재의 씰

링(seal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네덜란드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이 기술은 각각 다른 

조성과 특성을 갖는 두 가지 물질이 접할 경우 sealing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한 기법으로 대표적인 

물질조합은 차수층의 반응차수층에 포함되는 반응물질로 MgCO3와 Ca(OH)2를 이용하는 방법임

  - 네덜란드 에너지연구소(ECN, Energieonderzk Centrum Nederland)에서는 실용화하여 현장적용

을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국내에서는 포졸란 반응을 이용한 자가형성ㆍ자가치유성 불투수차수막에 의한 복합차수층 조성공

법(자가형성/자가치유 복합차수층 공법)이 연구된 바 있음

관련업체/개발자 국적 기술명

WTI사

(Water Technology 
International  Corporation)

캐나다

A self-Sealing/Self-Healing Waste Confinement System

A self-Sealing/Self-Healing Barrier System for Mining Waste Containment

A self-Sealing/Self-Healing Barrier System for Municipal waste

A self-Sealing/Self-Healing Barrier System for Groundwater Containment

Pierre L. Cote, Hamilton
Hans A Van der Sloot

캐나다
네덜란드

Method for Sealing of a mass of waste

[표 2-56] 자가형성/자가치유를 이용한 차수시스템 해외 기술 현황

[그림 2-92] 네덜란드 Nauerna 매립지 적용사례

 

[그림 2-93] Nauerna 매립지 seal층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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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처리 및 에너지화 기술

◦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로는 고형연료화 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소각여열 활용 기술 등이 있음

[그림 2-94]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환경부)

◦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기술

  - 가연성 폐기물에서 고형연료(RDF, Refused Derived Fuel)을 만드는 기술로 RDF는 발열량이 높

은 쓰레기로 이루어져 불에 태울 때 일정한 화력을 내기 때문에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시

멘트 소성로,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이용이 가능함

  - 독일은 1980년대 세계 최초로 폐기물 분리ㆍ선별 기술을 개발하여 RDF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독

일 전역에 78개의 RDF 제조 시설에서 연간 720만톤의 폐기물로 300만톤의 RDF 생산

  - 미국은 25개 이상의 RDF 제조시설과 30여개의 RDFㆍ석탄 혼합 발전소를 운영중임

  - 일본은 ‘97년 이후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은 중소형 소각로를 RDF 생산시설로 대체하기 시작하여 

’05년 기준 56개의 RDF 생산시설과 5개의 RDF 전용 발전소 가동중

  - 우리나라에서는 ‘06년에 강원도 원주에 RDF 제조시설을 설치한 바 있음.

[그림 2-95] 고형연료화 기술(환경부)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기술

  - 미생물이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는 메탄가스가 50%정도 포

함되는데, 이를 포집하여 전기, 열, 도시가스, 자동차연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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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린셰핑(Linkoping)에서는 도축 폐기물, 남은 음식물, 가축 분뇨 등 30여종의 유기성폐자

원을 활용하여 연간 7,700만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 정제과정을 거쳐 자동차연료(4,700만m3/

년) 공급

  - 벨기에 브레쳇(Brecht)에서는 가정의 정원 및 농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폐기물을 반입하여 혐기

성 소화 및 호기성퇴비화 방식으로 처리, 퇴비 생산 및 바이오가스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

  -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광주, 울산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임

[그림 2-96]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생산과정(환경부)

◦ 소각여열 회수 기술

  -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발전 및 난방열로 공급하는 기술

  - 유럽 18개국에서는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 304개소에서 발생되는 여열의 96%를 회수하여 이용

중임

  -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 소각시설(43개소)에서 발생하는 여열중 약92%를 회수하여 이용중이나, 

기존 소각시설의 대부분은 여열 회수보다는 안전처리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회수율 제고에 한계

가 있음

[그림 2-97] 소각여열 회수 공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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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내에서의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내용 기간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및 

자원화시스템
파일럿장비 운영 완료 2000~2001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부유 및 침적쓰레기의 위치정보 및 탐지기능, 
수거장비를 탑재한 효율적 수거시스템 (서해안 전용)

2000~2003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 해양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효율적 처리

- 공해방지시설 검증
- 옹진군 소청도 설치ㆍ운영(2006~)

2002~2003

고정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 폐스티로폼의 부피를 1/60~1/80으로 줄여 자원으로 활용
- 남해군 외 전국 22개 지자체보급 운영 중

2001~2002

이동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 차량 탑제로 이동가능
- 지자체 보급 진행 중(진도군)

2007

폐FRP선박 용융안정화 처리시스템
-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화

- 파일롯플랜트 시범운영 완료, 실용화 추진 중
2005

[표 2-57] 해양쓰레기 처리 기술 개발 현황(국토해양부) 

[그림 2-98] 이동식 감용기 시연회(국토해양부)

  

[그림 2-99]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로(국토해양부)

◦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매립재료나 복토재료 등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례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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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술수준 및 역량 분석

2.6.1 R3I 분석

R3I 조사 방법

◦ 우리나라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분야의 수준 및 역량을 진단하고 핵심현안을 파

악하여 미래 지향적인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국

내 기술수준 및 역량 분석을 실시함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연구개발의 수준 및 역량 분석은 자원수준(Resources), 운용수준(Readiness), 

성과수준(Realization) 및 혁신역량(Innovation) 항목으로 R3I모델을 구성하고 각 세부요소별로 설

문항목을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각 설문항목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기술수준인식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7점 

척도의 객관식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함

[그림 2-100] R3I 설문 모델 구성

◦ 설문조사 대상은 해상처분장 조성기술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토목공학, 해양학, 환경공학 분야의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종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 설문응답자의 학위는 박사학위자가 약 77%, 석사학위자가 23%로 설문조사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의 경력분포는 11년 이상의 경력자가 75% 참여하여 관련 분야의 풍부한 현장 및 실무 경

험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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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설문응답자 산학연 분포

   

[그림 2-102] 설문응답자 경력 분포

    

  

R3I 분석 결과

◦ 자원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약간 미흡한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인력수준은 보통 수준(3.8~4.2점)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조직체계(3.6점)

는 약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예산/법/제도(2.2~2.5점)와 인프라(2.8점)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인력

우리나라가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4.2 / 7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 간의 개인적 혹은 연구 집단간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적인 측면)

3.8 / 7

조직체계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연구개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6 / 7

예산/법/제도

우리나라는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2.2 / 7

우리나라는 국내⋅외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체제 및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 / 7

인프라
국내에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시설(정보시스템 포함)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2.8 / 7

[표 2-58] 자원수준 설문결과

◦ 운용수준은 3~4점 정도로 보통 정도 수준 또는 보통에서 약간 미흡한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인력의 전문역량이나 연구개발 조직운영/문화는 보통 수준(3.6~4.1점)으로 평

가되었으나, 예산/법/제도 운용(2.5점)과 인프라 활용(3.0~3.1점) 부분이 보통수준에 크게 못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음(3.1~3.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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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인력의 
전문역량

국내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등 전문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4.0 / 7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연구집단/연구과제 간의 네트워킹 등 
협동/협력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3.6 / 7

예산/법/제도 
운용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며, 
법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5 / 7

인프라

활용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장비의 공유 정도와 활용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 7

관련 연구지원 시설(정보화시스템 포함) 및 인프라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3.1 / 7

연구개발 조직 

운영/문화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관연구책임자 - 세부과제책임자 - 
연구원 간에는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어십(Followership)이 적절히 형성되어서 

적절한 권한위임(Empowerment)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4.1 / 7

[표 2-59] 운용수준 설문결과

◦ 성과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미시적성과(2.9~3.6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었은나, 거시적 성과

(5.4~5.4점)와 성과평가(5.3~5.5점)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였음

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미시적 성과

국내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논문 및 특허성과는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질적인 측면) 

3.6 / 7

국내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의 해당분야 실용화 및 사업화 
실적 등은 외국(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까? 

2.9 / 7

거시적 성과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사업에서 연구된 핵심기술이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높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4 / 7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성장, 국격 제고 등의 국가 정책추진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5 / 7

성과평가

연구자 이외 외부인(여타 분야 연구자, 산업계, 관련기관 등)들이 신형 항만구조물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5.3 / 7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당사자의 입장에서 신형 항만구조물 
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이 높다/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 / 7

[표 2-60] 성과수준 설문결과

◦ 혁신수준은 4.8~5.5점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세부 항목을 보면 미래방향 인식과 자긍심, 혁신의지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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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내용 평균점수

미래방향 인식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이 국가의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6T(IT/육상BT/NT(나노)/ET(환경) /ST(우주) /CT(문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5 / 7

자긍심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긍심(자발적 
참여/노력 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5.2 / 7

혁신의지

향후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사업 연구과제가 새롭게 기획되면, 여기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5.4 / 7

관리형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개발 관련 연구자들의 창의/혁신 의욕과 노력의 정도는 
국내의 여타분야(IT/육상BT/NT(나노)/ET(환경)/ST(우주)/CT(문화)) 혹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합니까?

4.8 / 7

[표 2-61] 혁신수준 설문결과 

◦ 자원수준, 운용수준, 성과수준, 혁신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전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자원수준과 운용수준은 각각 3.2점, 3.4점으로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현재 국내

에 해상최종처분장의 조성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성과수준은 4.7점, 혁신수준은 5.2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향후 R&D 투자로 인해 예상되는 

성과 및 혁신 수준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원 및 운용수준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기

대되는 분야이므로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2-103] R3I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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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인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12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2013)” 에 의하면 해양공간 개

발기술은 도입기에 있으며, 폐기물 감량 및 처리기술 분야는 전 세계적 기술발전단계는 성장기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은 설문조사 결과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 수준인 것으

로 평가되었음. 

   -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기술군은 선진국 대비 74% 수준으로 다른 기술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차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군은 7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순환형골재 생산 및 활용기술군은 63%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폐기물 

매립지반 조기안정화 기술군도 66%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은 6~10년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43%는 11~15년후로 예측하였음. 응답자의 대부분인 88%가 향

후 6~15년 사이에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함. 향후 약 10년 전후로 세계 최고 기술수

준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04] 기술수준인식 

[그림 2-105] 세계최고수준 도달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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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SWOT 요소도출

2.6.2 SWOT 분석 

◦ SWOT 요소 도출

외부환경요소

O1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관심 증가

O2 육상 건설산업의 성장 둔화로 인한 해양공간 개발 요구 증가

O3 정부의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 노력

O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컨텐츠 및 해양레져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T1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T2 런던협약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부담 가중

T3 매립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입지 부족

T4 정부의 개발정책과 민간, 환경단체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개발정책추진 어려움

내부환경요소(강점) 내부환경요소(약점)

S1 해양 개발 여건 우수 W1 해상처분장에 대한 이해 부족

S2 건설 및 플랜트 산업 기술력 우수 W2 해상처분장 건설 및 운영 경험 부재

S3 건설, 해양, 환경, 생태 등 다학제 연구 가능 W3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체의 연구 투자 축소

S4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 W4 환경규제로 인한 해양개발의 제약

[표 2-62] SWOT 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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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미래시장 대응전략

◦ SWOT 분석표

  - 외부환경이 내부의 강점이나 약점을 크게 강화 또는 보완할 경우 2점, 크게 약화 또는 부각시킬 

경우 -2점을 부여하며 영향이 없을 경우 0점을 부여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외부 환경
내부환경

기회 위기
합

O1 O2 O3 O4 T1 T2 T3 T4

강점

S1 1 2 2 2 0 0 1 -1 7 SO

S2 0 2 2 1 0 0 0 -1 4 ST

S3 0 1 2 2 0 0 0 1 6

S4 2 0 1 0 0 0 1 1 5

약점

W1 1 1 2 1 1 1 1 -1 7 WO

W2 1 1 1 1 1 1 1 -1 6

W3 0 2 2 1 0 0 0 -1 4

W4 0 1 1 1 0 0 1 -1 3 WT

합 5 10 13 9 2 2 5 -4 42

O T

[표 2-63] SWOT 분석표

◦ SWOT 대응전략

[그림 2-107] SWOT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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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환경분석 결과의 시사점

◦ 폐기물을 처분 대상이 아닌 해양공간조성을 위한 자원 개념으로의 인식 전환 필요

  - 일본의 경우 해상처분장으로 조성된 부지를 개발하여 국토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싱가폴에

서는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레져, 생태공간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폐기물 발생저감과 재이용ㆍ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

여매립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신규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상태로 인간활동이 존재하는 한 최종처분장의 수요는 지속됨

  -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의 3매립장과 4매립장을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잔존수명이 있으

나, 지자체 분쟁과 민원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있음

  - 육상에서 신규 매립장의 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부 가능한 범위에서 해상 최종처

분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며, 해양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사회적인 수용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함

  - 해상 최종처분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친환경적인 공법의 개발과 검증 및 경제성 확보 등의 필

수적인 요소 확보 필요

◦ 일본 등 해외에 사례가 있으므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기술을 도입하여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 공백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강화 필요

  - 일본은 이미 다수의 해상최종처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기술 보유국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및 현장적용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지반조사기준 연구, 차수재료 및 공법 개발, 차수공 시공기술 개발, 차수시트 시공기

술 개발, 차수재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차수재 손상감지 및 보수기술개발 등의 분야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해상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제정 필요

  - 해상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처분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런던협

약과 같은 국제규약과 다양한 국내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해상 최종처분장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상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태공간 조성과 해양기반에너지와 연계한 GPI(Green Power Island) 개념을 도입한 비즈니스 모

델 개발 필요

  - 2014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정책’이 

발표됨

  - 해상 최종처분장은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규모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융복합기능이 필요하며, 

처분장을 부기능으로 두고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해양공간개발을 주기능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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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 활용 및 해양쓰레기의 처리는 해양수산부의 현안사항으로 이와 연계한 개발 방안 필요

  - 일정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현재 무인도서 

개발사업은 46건(2011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육지에 인접한 

무인도서 대상, 관광 목적의 개발 유형이 다수임. 향후 해상처분장 건설 추진시에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개발 관리지침」에 따라 해상 처분장 시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지난 10년간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해양쓰레기를 매립재료나 

복토재료 등 건설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음

◦ 논문동향 분석결과 최근까지 논문발표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본 과제와 관련된 

연구 증가 추세임을 나타냄

  - 차수공법의 설계/시공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꾸준한 증가추세임

  - 폐기물 자원화 분야의 경우 세계 각국의 폐기물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2000년대 들어 논

문발표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폐기물의 건설자재 활용 관련 논문은 많은 편이나 해양폐기물의 재

활용에 관련된 논문발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 매립지반 안정화 분야의 논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발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특허분석결과 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핵심특허분석 결과 지적재산권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음

  - 조립 가능한 형태의 호안블럭에 관한 특허 등이 존재하지만 외곽호안과 내부호안을 단계별로 확

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특허는 검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신규 IP 확보가 필요

  - 해상최종처분장을 형성하고 해상에서의 호안구조물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

하는 기술로서 특화되고 새로운 수단의 개발 및 효과가 입증된다면 신규 IP 확보 가능

  -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기술에 있어서도 해상최종처분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신규 IP 

확보 가능

  - 해상처분장의 오염정화를 위해 특화된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신규 IP를 확보할 수 있음

  - 폐기물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의 경우 종래 기술구성의 단순 적용이 아닌 한국의 해상 조건에 맞는 

폐기물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여 지재권 확보 시도

  -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활용 분야의 특허는 타 기술분야에 비하여 출원 수가 많지 않고,�현재 주요경쟁자로

서 크게 부각되는 출원인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해양쓰레기를 이용한 건설재료 활용을 위한 다양

한 형태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립대체재나 복토재 등으로 특화하여 신규 IP�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

◦ 해상처분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차수재료 및 공법 개발, 차수공 시공기술 개발, 

차수시트 시공기술 개발, 차수재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차수재 손상감지 및 보수기술개발의 분

야에 대해서 향후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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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8] 환경분석 결과를 종합한 추진방향 설정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기술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70% 정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R&D를 추진하면 향후 약 10년 전후로 세계 최고 기술수준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R3I 분석을 통한 기술수준 및 역량을 평가한 결과 현재의 자원 및 운용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성과 

및 혁신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R&D 투자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되는 분야임을 제

시함.

◦ 환경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주요 키워드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할 수 있으며, 도출된 다양한 이슈

와 키워드를 통해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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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비전 및 목표

3 연구개발과제 도출 

3.1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 본 기획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목표를 “무인도서 연계 해양신공간 개발 모델 확립”으로 설정하고, 

융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해양분야 신산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함

◦ 환경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추진방향에 의해 “무인도서 연계 해상처분장 기반 해양신공간 조성 기

술 개발”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1) 무인도서 연계형 차폐호안 설계 시

공 기술, 2) 차수시스템 손상ㆍ누출 모니터링 기술, 3) 해상처분장의 친환경적 관리 및 조기안정화 

기술, 4)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 기술로 선정함.

◦ 본 연구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무인도서 활용과 폐기물 자원화를 바탕으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하여 20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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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추진단계 및 단계별 목표

전략사업의 목표 설정

◦ 환경분석결과 및 기획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전략사업의 중점 연구개발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선진 외국의 해상처분장 조성 기술 대비 90% 이상 수준의 기술력 확보

  - 국내 해양환경에 적합한 독자 모델 개발을 통한 해외 기술과의 차별화 및 선진화

  - 해상처분장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및 운영ㆍ유지관리 선진화를 통한 비용 절감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화 및 활용을 통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추진단계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국가 R&D 단계에서는 핵심요소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향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 및 예비타당성평가를 목표로 설정함

◦ 시범사업단계에서는 R&D 성과를 적용하며 모니터링 등 후속 연구를 추진함. 또한, 향후 본사업 추

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설정

◦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예산 등은 국가 R&D단계에서 상세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도출

되어야 하므로 본 기획과제에서는 국가 R&D 단계에 대한 기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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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기술과제명 기술개요

A-01 호안내부 바닥차수층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파일과 차수재의 연결방식, 최적 간격 설정과 같은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반응성물질을 활용한 바닥차수재 개발

A-02 해상 슬러리월 시공 기술 개발 슬러리월 차수벽체 시공 기술 개발

A-03 Fail-safe 차수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본래의 차수기능 이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차
수백업기능을 갖는 차수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A-04
불투수성 지층의 교란 최소화 널말뚝 시공 

기술 개발

널말뚝을 불투수성 지층에 설치시 지층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 기술 개발

A-05
호안벽체구조물 연결부 차수성능 보강 기술 
개발

호안벽체의 차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체 연결부위에서의 
차수성능 보강 기술

A-06 sheet pile을 활용한 차폐호안 조성 기술 개발
sheet pile을 활용한 차폐호안을 조성하는 설계 및 시공 
기술

A-07 Sheet pile 연결부 차수 기술 개발 sheet pile 연결부 차수 기술

A-08 공간확보형 가물막이 공법 개발
가물막이 공법 적용 시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공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개발

A-09
폐기물을 활용한 인공섬 조성 및 호안 증축 
기술 개발

폐기물을 매립골재로 활용하여 인공섬 조성이나 호안 증축
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A-10 생태블록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생태호안 조성을 위한 식생가능 생태블록의 개발 및 이를 
이용하여 호안을 설계 시공하는기술 

A-11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 호안구조 개발
단계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모듈형태의 조립식 호안구조시스
템 공법 개발

A-12 대조차 접안/하역 시스템 기술 개발
서해안의 대조차 조건에서 접안/하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

조차 극복형 접안/하역 시스템

A-13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대체습지 조성 기술 
개발

호안 외곽을 완경사 호안으로 조성하고 이를 대체습지로 활
용하는 기술 개발

A-14
석션기초를 이용한 가변형 조립식 호안벽체 
설계 및 시공시스템 개발

단계적  확장필요시 설치 및 해체 후 재설치가 가능한 석션
기초를 이용한 호안벽체 설계 및 시공 기술

A-15 대조차 대응형 완경사 호안 조성 기술 개발 대조차 조건에서 완경사 호안 조성 기술 개발

[표 3-1] 기술수요조사에서 도출된 기술개발과제 후보

3.2 핵심과제 도출

3.2.1 기술수요조사(VOC) 

◦ 전략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는 기획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

였고, 본 기획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선행 기획연구인 “다기능 i-PORT 구축 기술 개발” 보고서에 

제안된 기술과제중에서 본 과제 목표에 부합되는 기술과제를 추출하였음

◦ 취합된 기술수요조사 자료에 대하여 filtering 및 grouping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36개의 핵심기

술개발과제 후보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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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안기술과제명 기술개요

B-01
해양쓰레기 처리 플랜트 공정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담수화 시스템 개발

염수 또는 기수(염수가 섞인 지하수, brackish water)를 대

상으로, 특정용수 수질을 만족하는 공정수 또는 해당시설 내 
일반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수화하는 기술

B-02 해양쓰레기 감량화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의 부피를 줄여 운송 및 최종처분시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부피 감량화 기술 개발

B-03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경량복토재 개발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경량복토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

B-04 해양쓰레기 성상별 분류 자동화시스템 개발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성상별 분류 자동화 시스템

B-05
해양쓰레기 오염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의 오염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기술

B-06
해양쓰레기 골재 활용을 위한 파쇄 시스템 개
발

해양쓰레기 골재 활용을 위한 적정 입도로 파쇄하는 시스템

C-01
해양 조류를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의 수질 개

선 기술 개발

해양조류를 이용하여 호안 내 보유수 내의 영양염류를 제거

하는 기술

C-02
ICT 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벽체 손상감지 
기술 개발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다중 계측(정적 및 동적, 국
부 및 전역적 계측)에 의한 차수벽 조기 손상 감지 기술 개
발

C-03 호안 내 보유수 수위제어 기술 개발
대조차 조건에서 호안 내 수위를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한 내부수위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C-04
매립지반내 구조물 구축을 위한 지반안정화 기
술 개발

매립지반 개발시 구조물 구축을 위한 지반안정화 기술 개발

C-05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
성 배수공법 실용화 기술 개발

매립지반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 기능을 동시에 갖는 반
응성 연직배수공법의 실용화 기술

C-06 토목섬유차수시트의 수중 보수 기술 개발
토목섬유차수시트의 손상 감지시 이를 수중에서 보수할 수 

있는 기술

C-07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모니터링 기술 개발
차수시스템의 손상 및 누출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
지할 수 있는 기술

C-08
폐기물 운송과 매립, 안정처리를 위한 환경부
하 저감 시뮬레이션 기술

폐기물 운송과 매립, 처리의 전단계에 대한 환경부하 시뮬레
이션 기술

C-09 침출수 거동 예측을 위한 해석 모델 개발
침출수의 발생량 및 이동 등 거동 예측을 위한 해석 모델 

개발

C-10 환경위해성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관리 체계
해상최종처분장의 환경위해성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를 위
한 체계 구축

C-11 누출 침출수의 생물영향평가 기술
해양환경으로 유출된 침출수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기술

C-12
지능형 재해 대응 예경보 및 호안 구조물 조기 

복구 건설기술

지능형 재해 대응 예경보 및 호안 구조물 조기 복구 건설기

술

C-13
호안 구조물 통합 계측관리를 위한 건설로봇 
자동화 시공 기술

호안 구조물 통합 계측관리를 위한 건설로봇 자동화 시공 
기술

C-14
해상처분장 조성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
감 기술개발

해상처분장 조성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감 기술개발

C-15
해상최종처분장 설치전/후 환경변화 및 유해물

질 유출 모니터링

해상최종처분장 설치전/후 환경변화 및 유해물질 유출 모니

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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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진 핵심기술 선정

선정기준

◦ 연구개발 추진 핵심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선정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평가항목별 중요

도를 평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정부지원 타당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학술(학문)적 파급효과의 순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구분 주안점 중요도 가중치(%)

경제적 파급효과

§ 개발기술 성공시 사업화가 가능한가(현장 활용성이 뛰어난

가)?
§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선진 외국기술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시장 창출 등)가 있는가?

1 3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4 15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 세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가? 2 25

학술(학문)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 과정이나 완료 후의 결과물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5 10

정부지원 타당성

§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이 독자적으로 수행
하기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는 모험적 기술 분야인가?

§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새로이 확보하여야 할 

분야인가?

3 20

소계 - 100

[표 3-2] 추진 핵심기술 선정기준 

[그림 3-3] 추진 핵심기술 선정기준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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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제명

경제적 
파급
효과
(30%)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15%)

원천(요소)
기술 
확보 
가능성
(25%)

학술(학문)
적 파급
효과
(10%)

정부
지원 
타당성
(20%)

합계

A-01 호안내부 바닥차수층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3 3.1 3.7 3.3 3.2 65.2

A-02 해상 슬러리월 시공 기술 개발 2.8 2.7 3.3 2.5 2.5 56.4

A-03 Fail-safe 차수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2.9 3.1 3.3 3.3 2.9 61.4

A-04
불투수성 지층의 교란 최소화 널말뚝 시공 기
술 개발

2.4 2.6 2.9 2.7 2.5 52.1

A-05
호안벽체구조물 연결부 차수성능 보강 기술 개

발
2.7 2.6 3.3 2.6 2.6 56.1

A-06 sheet pile을 활용한 차폐호안 조성 기술 개발 3.1 2.8 3.7 2.8 2.7 61.9

A-07 Sheet pile 연결부 차수 기술 개발 2.9 2.8 3.6 2.8 2.3 58.6

A-08 공간확보형 가물막이 공법 개발 2.9 3.2 3.2 2.9 2.6 59.2

A-09
폐기물을 활용한 인공섬 조성 및 호안 증축 기

술 개발
4 3.8 3.6 4 3.9 77

A-10 생태블록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3.7 3.3 3.8 3.4 3.9 73.5

A-11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 호안구조 개발 3.7 3.7 3.8 3.5 3.4 72.9

A-12 대조차 접안/하역 시스템 기술 개발 3.6 3.2 3.1 3.2 3.3 66.3

A-13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대체습지 조성 기술 
개발

3 3 3.4 2.8 3.2 62.4

A-14
석션기초를 이용한 가변형 조립식 호안벽체 설

계 및 시공시스템 개발
3.5 3.4 3.8 3.5 3.4 70.8

A-15 대조차 대응형 완경사 호안 조성 기술 개발 2.9 3 3.3 2.9 3 60.7

B-01
해양쓰레기 처리 플랜트 공정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담수화 시스템 개발

3.4 2.8 3.5 3.1 2.8 63.7

B-02 해양쓰레기 감량화 기술 개발 3.2 2.8 3.3 2.8 3.7 64.5

B-03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경량복토재 개발 3.8 3.8 3.5 3.5 3.8 73.9

B-04 해양쓰레기 성상별 분류 자동화시스템 개발 3.1 3.2 3.3 2.9 3.2 63.3

[표 3-3] 추진핵심기술 선정 평가

추진 핵심기술 선정

◦ 36개의 기술개발과제 후보에 대해 기획위원과 원내 참여연구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평가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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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제명

경제적 
파급
효과
(30%)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15%)

원천(요소)
기술 
확보 
가능성
(25%)

학술(학문)
적 파급
효과
(10%)

정부
지원 
타당성
(20%)

합계

B-05
해양쓰레기 오염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기술 
개발

2.8 3 3.3 3.3 3.3 62.1

B-06
해양쓰레기 골재 활용을 위한 파쇄 시스템 개

발
2.9 3.1 3.4 2.7 3.3 62.3

C-01
해양 조류를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의 수질 개
선 기술 개발

3.8 4.1 3.5 3.9 3.9 76

C-02
ICT 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벽체 손상감지 
기술 개발

4 3.7 3.9 3.8 3.8 77.4

C-03 호안 내 보유수 수위제어 기술 개발 2.6 2.8 3.3 2.5 2.8 56.7

C-04
매립지반내 구조물 구축을 위한 지반안정화 기

술 개발
3 3 3.7 3.2 2.9 63.5

C-05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

성 배수공법 실용화 기술 개발
3.6 3.7 3.8 3.7 3.6 73.5

C-06 토목섬유차수시트의 수중 보수 기술 개발 3.1 3.1 3 3.3 3.1 61.9

C-07 차수시스템 실시간 누출모니터링 기술 개발 3.7 3.6 3.5 3.4 3.8 72.5

C-08
폐기물 운송과 매립, 안정처리를 위한 환경부
하 저감 시뮬레이션 기술

2.9 3.3 3.5 3.4 3.6 66

C-09 침출수 거동 예측을 위한 해석 모델 개발 2.8 2.7 3.1 3 2.8 57.6

C-10 환경위해성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관리 체계 3 3 3.3 3.3 3.4 63.7

C-11 누출 침출수의 생물영향평가 기술 2.8 2.9 3.5 3.2 3.4 63

C-12
지능형 재해 대응 예경보 및 호안 구조물 조기 
복구 건설기술

3.1 3.1 3.4 2.9 2.8 61.9

C-13
호안 구조물 통합 계측관리를 위한 건설로봇 

자동화 시공 기술
3.4 3.2 3.5 3 3.3 66.7

C-14
해상처분장 조성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
감 기술개발

3.1 3.2 3.3 3.3 3.8 66.5

C-15
해상최종처분장 설치전/후 환경변화 및 유해물
질 유출 모니터링

3.4 3.4 3.8 3.5 3.8 71.8

◦ 과제우선순위평가 결과에서 합계점수로 70점 이상으로 평가된 상위 10개 기술과제를 우선추진기술

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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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추진핵심기술의 그룹화

3.2.3 핵심추진과제(안)

◦ 기획과제 참여연구진과 기획위원들을 대상의 설문결과를 통해 우선추진기술로 선정된 10개 기술과

제에 대하여 유사기술을 병합하여 4개의 세부과제로 재구성

◦ 법/제도 개선 연구, 입지선정, 기본계획수립, 건설 전/후 환경영향분석 등은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의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수행분야로 인식하여 세부과제와 구분하여 별도의 총괄과제로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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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추진핵심기술의 연구과제 구성

3.2.4. 연구과제 구성 및 목표 설정

◦ 핵심추진과제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는 시범사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1개의 총괄과제와 

핵심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함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에 있어서 각 세부과제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6]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에서의 세부과제 기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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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추진과제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구분 핵심추진과제명 연구목표

총괄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해상처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1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 차폐호안 설계 기준 수립

2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 감지 기술 개발

§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감지 기술 개발

3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처분장 내 보유수 및 매립지반 안정화를 위한 운영관리지침 개발

4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대체복토재 개발

§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의 장기 환경안정성 평가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 기준 수립

[표 3-4] 핵심추진과제별 연구목표

구분 핵심추진과제명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총괄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 무인도서 연계형 해상처분장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 국내에는 사례가 없으므로 국내 해양환경특성에 맞는 해상처분장 조성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1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모인도서 연계가 가능한 호안구조시스템으로 차별화함

§ 설치/재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모듈형 차폐호안 시스템은 개발된 바 

없음

2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기존의 누출감지기법은 전기적 기법과 광섬유 이용 기술이 일본 등에

서 적용 또는 연구되고 있으나, 본 기술개발과제는 ICT 기반의 구조물 

모니터링 및 특정오염물질에 대한 선택적 감지능을 갖는 누툴감지 모

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차별화됨

3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매립지반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 기능을 갖는 신공법으로 반응성 

배수공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차별화됨

4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존 기술에 폐어망을 이용한 건설재료 기술

은 개발된 바 없으므로 신규성과 차별성이 있음

[표 3-5] 핵심추진과제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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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4.1 연구개발사업의 구성

4.1.1 연구개발과제 구성

◦ 본 과제는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의 해양공간조성기술로 핵심추진과제는 하나의 시설

을 완성하기 위한 요소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므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과제들의 연구성과가 향후 시범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해 무인도서 연계형 해상

최종처분장 기반의 해양공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법/제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괄과제를 구성함

◦ 각 세부과제들은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독립적인 구성요소이므로 세부과제는 독립적으로 연

구개발을 수행하되 총괄과제를 통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1] 연구개발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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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사업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의 위치 

4.1.2 사업추진과 연구개발의 위치

◦ 본 기획연구에서는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사업의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는 “국가R&D”, 
2단계는 “시범사업”, 3단계는 “본 사업추진”단계로 구성함. 여기서 1단계인 국가R&D는 핵심요소기

술개발과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로 규정함

◦ 해상최종처분장은 국내에서 건설 및 운영된 사례가 없으므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범사

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이 필요함. 시범사

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

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핵심요소기술개발을 위한 R&D에 주력하여 단기 실용화를 목표로 

함. 단, 요소기술개발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화, 시범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수

립, 사전환경성검토를 총괄과제 형태로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 시범사업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를 적용하여 개발기술의 검증을 실시하

고 모니터링 등 후속 연구를 지속하여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높임. 또한, 향후 본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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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개발 로드맵

4.2.1 연구단 로드맵

◦ 무인도서 연계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의 총괄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단계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단계로 핵심요소기술개을 목표로 하며 3년간의 연구개발기간에 

R&D에 집중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

◦ 2단계는 시범사업 단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성과물을 적용하여 실증 및 실용화를 추진

하는 것으로 계획함

2015

단계

Product

Technology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1단계) 핵심요소기술개발

총괄과제

1세부과제

법/제도 개선 연구 해상처분장 설계기준 수립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 감지 기술 개발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감지 기술 개발

시범사업
상세설계

(2단계)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공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2021이후

입지선정기준 수립

법/제도 개선(안)

입지 선정기준(안)

2세부과제

3세부과제

4세부과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경량복토재 개발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

설계지침

시범사업 입지(안)

해상처분장 법제화

요소기술
성과물의
시범사업

적용

시범사업 계획(안)

사업화

[그림 4-3] 무인도서 연계 해상공간조성 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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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세부과제별 로드맵

◦ 연구개발단계 이후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시범사업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검증 및 실용화가 가능하도

록 3년간의 R&D를 통해 세부과제별로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

◦ 세부과제별 로드맵은 R&D 단계인 3개년에 대한 로드맵으로 연차별로 1차년도는 개념설계 단계, 2

차년도는 성능고도화 단계, 3차년도는 기술완성 단계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로

드맵을 작성함

총괄과제 로드맵

2015

단계

Product

Technology

구분 2016 2017 2018 이후

개념설계 시범사업성능 고도화 기술완성

시범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안)

입지 선정기준(안)

설계지침

시범사업 입지(안)

해상처분장 법제화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해외 사례 조사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무인도서 현황 파악

국내 법/제도 분석

해외 법/제도 분석

법/제도
개선(안) 도출 해상처분장 법제화

해상처분장 설계 및 시공 지침 수립

환경지표 기반 관측/분석

환경변화 예측 수치실험

환경지표 변화 관측/분석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변화
지표 선정

환경변화 예측 수치해석 기법 개발

입지 선정 기준 마련
시범사업
입지선정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림 4-4]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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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과제 로드맵

[그림 4-5]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로드맵

2세부과제 로드맵

[그림 4-6]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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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로드맵

3세부과제 로드맵

4세부과제 로드맵

[그림 4-8]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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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계(3년)는 시범

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조

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성과품의 실용화/전문화 제고 및 개발기술의 현장애로 반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실적이 풍부한 

선진업체들의 연구참여를 유도하고, 개발기술의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배분계획을 관제협약 과정

에서 투명하고 명확히 하여 산업체의 적극적인 연구참여 기반 조성

  - 학계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공학생들을 연구에 적극 참여시키고, 

장기적으로 인력배출된 학생들이 관련 전공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화 

기반 구축

◦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 연구단의 합리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총괄과제 등 관련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달성목표), 검

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 세부과제 수행기관 선정과정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진행하여 동기부여 극대화와 미션 달성에 대

한 전문성 제고 및 산ㆍ학ㆍ연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기반 구축

  - 연구과정에서 핵심기술간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품의 기술수준 향상 및 

실용성 극대화

  - 연구개발 과정에서 최신 국내외 수집정보 및 연구개발 성과들의 신속한 정보교류가 가능한 개방

형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 및 DB화 기반 구축

  - 정기적인 발표회 및 워크샵을 추진하여 각 세부과제 간의 연구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실용적/통합적 성과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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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예산 및 인력

◦ 소요인력

(단위: 명)

구분 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괄과제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11 16 16 43

1세부과제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9 10 10 29

2세부과제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9 9 9 27

3세부과제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9 9 9 27

4세부과제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8 9 9 26

연구단 합계 46 53 53 152

주) 소요인력은 참여율 30%로 가정하여 산정된 인원

[표 4-1] 소요인력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총괄과제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831 1,200 1,200 3,231

1세부과제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735 800 800 2,335

2세부과제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667 667 667 2,001

3세부과제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667 667 667 2,001

4세부과제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600 666 666 1,932

연구단 합계 3,500 4,000 4,000 11,500

[표 4-2]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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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및 인력 산출내역

구분
예산

항목
세부항목

총괄과제  예산내역

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월급여)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소

 

요

예

산

인
건
비

책임급 6 2 30% 4 30% 4 30%

선임급 4.5 5 30% 5 30% 5 30%

원급 3 4 30% 7 30% 7 30%

인건비 소계 167 243 243 653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140 307 300 747

연구활동비 400 470 477 1,347

직접비 소계 540 777 777 2,094

간접비 124 180 180 484

합 계 831 1,200 1,200 3,231

재

원

정 부 620 900 900 2,420

민 간 211 300 300 811

합 계 831 1,200 1,200 3,231

[표 4-3] 총괄과제 소요예산 및 인력

구분
예산
항목

세부항목

1세부과제  예산내역

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월급여)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소

 
요

예

산

인
건
비

책임급 6 3 30% 3 30% 3 30%

선임급 4.5 3 30% 3 30% 3 30%

원급 3 3 30% 4 30% 4 30%

인건비 소계 146 157 157 460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200 270 270 740

연구활동비 276 253 253 782

직접비 소계 476 523 523 1,525

간접비 110 120 120 350

합 계 735 800 800 2,335

재

원

정 부 550 600 600 1,750

민 간 185 200 200 585

합 계 735 800 800 2,335

[표 4-4] 1세부과제 소요예산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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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항목

세부항목

2세부과제  예산내역

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월급여)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소

 
요

예

산

인
건
비

책임급 6 2 30% 2 30% 2 30%

선임급 4.5 3 30% 3 30% 3 30%

원급 3 4 30% 4 30% 4 30%

인건비 소계 135 135 135 405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153 200 230 583

연구활동비 280 233 203 716

직접비 소계 433 433 433 1,299

간접비 99 99 99 297

합 계 667 667 667 2,001

재

원

정 부 500 500 500 1,500

민 간 167 167 167 501

합 계 667 667 667 2,001

[표 4-5] 2세부과제 소요예산 및 인력

구분
예산

항목
세부항목

3세부과제  예산내역

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월급여)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소

 

요

예

산

인
건

비

책임급 6 2 30% 2 30% 2 30%

선임급 4.5 3 30% 3 30% 3 30%

원급 3 4 30% 4 30% 4 30%

인건비 소계 135 135 135 405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183 200 200 583

연구활동비 250 233 233 716

직접비 소계 433 433 433 1,299

간접비 99 99 99 297

합 계 667 667 667 2,001

재
원

정 부 500 500 500 1,500

민 간 167 167 167 501

합 계 667 667 667 2,001

[표 4-6] 3세부과제 소요예산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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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항목

세부항목

4세부과제  예산내역

단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월급여)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인원 참여율

소

 
요

예

산

인
건
비

책임급 6 2 30% 2 30% 2 30%

선임급 4.5 3 30% 3 30% 3 30%

원급 3 3 30% 4 30% 4 30%

인건비 소계 124 135 135 394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186 200 200 586

연구활동비 200 232 232 664

직접비 소계 386 432 432 1,250

간접비 90 99 99 288

합 계 600 666 666 1,932

재

원

정 부 450 500 500 1,450

민 간 150 166 166 482

합 계 600 666 666 1,932

[표 4-7] 4세부과제 소요예산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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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과지표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 설정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과 설정근거를 다음과 같음

세부과제명 목표 성능 및 기술수준 목표설정근거

총
괄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
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 R&D 종료 후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
록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R&D 종료 후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

도록 목표 설정

1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무인도서 자연호안과 연결시공이 가능한 

호안구조 형식

§ 설치/제거/재설치가 가능한 호안구조시스템

§ 모듈형 호안 시공으로 기존대비 공기 20% 

이상 단축

§ 식생 조성이 가능한 호안조성용 생태블록

§ 모듈형 급속시공은 교량적용시 최대 
80%까지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보고
가 있으나, 해상시공임을 고려하여 기존

대비 공기 2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
표로 함 

2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구조물의 손상 및 누출발생 즉시 감지가능
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염수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오염물질 감지 
시스템

§ 위치감지 정확도 ±1m 이내

§ 해상처분장에서 차수시스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발생시 즉각적으로 
감지가능해야 함

§ 해양환경에서 적용가능한 누출오염물질 
감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 보수 및 보강을 위한 현장작업여건 고려

시 1m 이내 오차는 허용 가능 수준

3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

§ 지반개량을 위한 배수성능과 오염저감 기
능을 동시에 갖는 공법 (배수재 투수계수 

1×10-3cm/s 이상, 중금속 정화 기능)

§ 기존 공법대비 운영관리비용 10% 이상 절
감

§ 배수성능이 확보해야 하므로 연직배수공

에 적용되는 투수계수 기준 설정 및 소
각재 매립시 중금속 용출 가능성이 있으
므로 중금속을 필수 정화 대상으로 선정

§ 지반개량과 오염저감의 공정을 통합한 
공정이므로 기존 개별 공법 적용보다 비
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4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 폐어망을 활용하여 보강한 지반의 강도 
10% 이상 증진

§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건설재료 활용 방안 
세 가지 이상 도출

§ 폐어망을 재활용하여 건설재료로 활용한 

사례가 없음

[표 4-8] 목표성능 및 기술수준과 설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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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성과지표
목표치

총괄과제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 합계

특허 출원/등록 - 4 3 3 4 14

소프트웨어 등록 - 1 2 - - 3

국내외 학술지 게재 3 5 6 8 7 29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제안 3 2 1 1 1 8

현장조사/현장시험 3 - - - - 3

시작품 - 2 1 1 2 6

연구개발 관련 홍보 6 3 3 3 3 18

인력양성 2 3 3 3 3 14

기술이전/기술실시 계약 - 1 1 1 1 4

[표 4-9] 성과지표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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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6.1 기대효과

◦ 무인도서 연계형 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수립에 기여

◦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 핵심역량 확보

  - 설치/재설치가 용이한 모듈형 차폐호안 기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생태호안조성을 통해 환경영향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활성화

  - ICT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해상처분장 운영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 해상처분장을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및 처리비용 절감

  - 매립지반의 조기안정화를 통해 부지 개발시 소요되는 지반개량 비용 절감

  - 보유수 및 지반의 오염저감을 위한 신공법의 개발로 수처리 등 운영관리비용 절감

◦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해양쓰레기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

  - 새로운 경량 건설재료로써의 활용방안 제시 및 폐어망을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료비 절감

  - 산업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분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을 해양공간조성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로 해양분야 신산업 창조경제실현 및 고용창출 기여

[그림 4-9]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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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활용방안

4.6.2 활용방안

◦ 본 기획연구는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차폐기술과 모

니터링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추진근거 및 향후 연구과제 추진시 연구성과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연구개발단계의 성과를 통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 연구개발단계에서 법/제도 연구를 통해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사업 

추진의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 연구개발단계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

  -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는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검증 및 실용화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사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조건으로 육상매립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으로 조성된 해양공간은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용

도의 부지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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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핵심요소기술개발을 통해 확보된 개발된 요소기술은 해상최종처분장외에도 다음과 같은 분

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술의 파급효과가 큼

  - 설치/재설치가 용이한 모듈형 차폐호안 기술은 GPI 개념의 에너지섬 구축에 적용 가능

  - 생태호안 조성용 식생블럭은 기존 호안의 식생대 조성에 적용 가능

  - ICT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은 해양구조물의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

  - 매립지반 안정화 및 오염저감 기능을 갖는 반응성 배수공법은 준설토 투기장, 육상 매립지, 연안

지역의 오염저감 및 지반안정화에 적용 가능

  -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로 폐어망을 이용한 지반보강기술은 다양한 토목공사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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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업화 전략

4.7.1 사업화 추진단계

◦ 해상최종처분장은 국내에서 건설 및 운영된 사례가 없으므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범사

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이 필요함. 해상최

종처분장 조성사업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는 “국가R&D”, 2단계는 “시범사업”, 3단
계는 “본 사업추진”단계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함

◦ 1단계는 핵심요소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단계로 3년간 핵심요소기술개발을 위한 R&D에 

주력하여 단기 실용화를 목표로 함. 요소기술개발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화, 시범사

업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함

◦ 2단계 시범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를 적용하여 개발기술의 검증을 실시

하고 모니터링 등 후속 연구를 지속하여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높이고,  대상 폐기물은 해양쓰레기

를 대상으로 하며, 준설토를 일부 포함함.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해상최종처분장

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하여 시범사업이후 본 사업이 용이하도록 추진함.

◦ 본 사업에서는 부지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된다면 육상폐기물의 처리까지 확대할 수 있음. 성공적인 사업모델의 구축을 통해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그림 4-11] 사업화 추진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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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사업 후보지 검토

◦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최종처분장의 조성위치는 폐기물발생량과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대도

시에 인접하여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거나 골프장, 테

니스장을 포함한 스포츠, 레져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중ㆍ장기적인 수익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해안의 수도권 인접 지역에 조성하는 경우 개발수요측면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천항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의 섬 등 도서간 연안 간사지는 갯벌 보전 및 민원 등

의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인천항 중심 반경 60km 이내의 입지조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장봉도와 무의도 주변이 후보지가 

될 수 있음. 장봉도와 무의도는 인천항에서 30km 정도 거리이며 주변지역에는 간사지가 있고 수심

이 낮아 외곽호안 조성이 용이하므로 인공섬 형태의 개발입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사업 입지로는 현재 계획중인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무인도서 활용의 목적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R&D를 통해 개발된 세부기술 

적용 및 현장실증 차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추진의 용

이성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그림 4-12] 수도권 지역에서의 입지 검토



4.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149

구 분 면적(천㎡) 외곽호안(m) 수토용량(천㎥) 비고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조성사업

4,221
6,448

(분리호안 1식별도)
34,112

(1단계 20,320 / 2단계 13,792)

[표 4-10]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사업개요

[그림 4-13]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계획도(인천항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 호안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2011)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무인도서 연계형 해양공간개발 측면에서 볼 때 무인도서가 많고 지역개

발요구가 큰 전남해역이 개발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음. 전남의 무인도서 수는 1,744개(우리나라 

무인도서의 52.9%)이며, 이중 국공유지는 796개임. 전남해역의 21개 무인도서의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함

◦ 시범사업 입지는 1단계인 국가R&D단계에서 입지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입지후보지

에 대한 상세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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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서명

관리
유형

면적
(㎡)

육지와의
거리
(㎞)

개발방식 사업내용
광역 기초 읍면동

전남
(21)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 개발가능 415,870 0.9
무인도서 
단일개발

원시체험의 섬 개발

고흥군 동일면 동백도 이용가능 8,132 3.3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테마 펜션단지 개발

고흥군 도양읍 상송도 개발가능 57,819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고흥군 도양읍 하송도 개발가능 3,769 0.6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고흥군 도양읍 하송1도 미지정 2,935 0.6
무인도서 
단일개발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장흥군 용상면 오도 개발가능 14,805 0.5 육지연계 개발 진입로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해남군 문내면 녹도 미지정 488,195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가족호텔, 골프장 등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미지정 77,851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리조트, 유물박물관, 수상비행장, 
모노레일, 향토음식촌 등

신안군 임자면 굴도 미지정 79,340 9.9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34동), 에너지테마파크, 
해수온천, 회타운, 요트마리나 등

신안군 지도읍 안마도 미지정 270,000 0.3
무인도서 
단일개발

젓갈공장(2동), 전통한옥마을(20동)

신안군 지도읍 소복기도 미지정 174,300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성지순례기도원, 휴양소, 천주교성당

신안군 안좌면 상사치도 미지정 880,000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중국  10대 건축물ㆍ절경 축소 설치, 
중국전문 음식점, 문화관, 사신관 등

신안군 암태면 말목도 미지정 129,000 0.3
무인도서  
단일개발

건강클리닉⋅요가센터, 기족형 콘도 등

신안군 비금면 송탄도 미지정 162,446 1.3
무인도서  
단일개발

화훼원, 생태공원, 조각공원 등 조성

신안군 비금면 토막도 미지정 157,884 2.4
무인도서  
단일개발

마리나시설, 승마체험코스 등 조성

신안군 비금면 우세도 미지정 223,338 0.5
무인도서  
단일개발

한류문화관, 한류전문쇼핑몰 등 조성

신안군 비금면 노대도 미지정 446,171 3.5
무인도서  
단일개발

음악의 전당, 조각정원, 시네마정원, 
예술동호인 마을, 예술체험센터 등

신안군 신의면 과부도 미지정 86,200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마리나리조트, 요트계류장, 해수탕 등

신안군 신의면 송도 미지정 7,934 0.8
무인도서  
단일개발

평화광장 조성, 노벨평화상 역사 수상자 
전시관 건립 등

무안군 삼향면 계도 미지정 76,420 0.4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 및 노후(은퇴)정착형마을 
조성(25동), 연륙(교량),친수환경공원 

조성

무안군 청계면 토끼섬 미지정 20,430 0.2
무인도서  
단일개발

해양펜션 및 노후(은퇴)정착형마을 
조성(20동), 연륙(교량),친수환경공원 

조성

[표 4-11] 전남 해역의 무인도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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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사업추진시 건설 및 운영주체

◦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기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매

립장을 대부분 그 지자체에 건설하고 쓰레기의 수집, 분류, 재활용, 관리, 처리, 매립하며 그 대가

로 요금의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단, 우리나라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사가 설립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음.

◦ 해상 최종처분장의 경우 해외사례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 해상

에 조성하여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상에 인접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몇 개

의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최근 일본에서 나고야의 민간이 참여하여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해상 최종처분장이 건설 및 운영되

는 사례가 있음

구분 국가주도형 지자체주도형 지자체 협약형 민간주도형

정책 및 운영
inter-ministerial 

committee(환경청-국

토부-지자체) 구성

지자체에서 주도하며 
환경부-국토부 협의

지자체간 협약기관 
주도하며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협의

협약된 민간법인이 
주도하며,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협의

건설
매립장 국가 환경청 지자체 항만국

협약을 통해 창립된 
협약기관(공사)

공공법인(제3섹터)***

집하장 국가 지자체 항만국 협약기관 공공법인

소각 등 전처리 국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송

수집* 국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검사/선적 국가 지자체 협약기관 공공법인

육상/해상** 국가 지자체 협약기관 공공법인

매립 국가 지자체 협약기관 공공법인

매립 후 관리 및 소유 국가 지자체 협약기관 공공법인

사례 싱가포르 세미카우
오사카, 나고야를 

제외한 일본 사례

일본 오사카 

휘닉스센터
일본 나고야 매립장

*    지자체에서 육상집하장까지 운송
**   육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또는 집하장에서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  공공법인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제3섹터 형태임

[표 4-12] 해상 최종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주체

◦ 해양쓰레기 처리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범정부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 침적, 해양 부유, 해변 표착

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 담당

  -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5대강과 15개 하구역의 하천과 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와 육상에

서 기인하는 쓰레기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 담당

  - 국토교통부는 영산강과 낙동강 등에 설치된 16개 하구둑(저수로)의 쓰레기 수거사업을 담당

  - 지자체는 국가가 수립한 쓰레기 사업을 시행함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기획연구보고서

152

[그림 4-14]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관리 체계(김경신)

◦ 국내에서 본 사업은 무인도서 연계형 해양공간개발 개념으로 추진되는 공익성 사업이므로 무인도

서 및 해양쓰레기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초기 사업추진을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

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향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

도 가능함

◦ 본 사업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예와 같이 정부산하 공사를 설립하

여 추진하는 방법과 건설 및 운영에서는 초기 건설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정부, 건설예정지 및 인접 지자체, 민간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5] 정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법인



4.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153

[그림 4-16] 융복합 개발 개념

4.7.4 융복합 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

◦ 해양공간 개발의 융복합 기능으로 시너지를 갖는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해상 최종

처분장의 개발 모델로 GPI(Green Power Island)개념을 도입한 Ocean Eco-Energy Park를 제안함

◦ 해양에코에너지파크(OEEP)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한다는 개념을 우위로 

하여, 해양에너지 분야, 해양플랜트 분야, 해양바이오 분야, 해양레저관광 분야, 해양환경사업 분야, 

무인도서 활용 분야, 해양 쓰레기 분야 등에서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임

◦ OEEP의 적용대상 지역은 수도권(인천), 제주, 부산, 등 인구밀집지역과 강화도 지역과 같이 대북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입지 등이며, 지역별로 규모와 다양한 융복합 기능으로 추진 가능함

◦ 해양기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의 에너지자립형의 Ocean Eco-energy Park를 

조성할 수 있음.

  - 개발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는 호안 내부 호수를 활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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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Ocean Eco-Energy Park

◦ 해양기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함에 있어 에너지저장 및 활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품질 향상 및 개발 경제성 제고

  - 대용량 에너지저장기술로는 양수발전과 압축공기에너지저장기술이 있으며, 호안 내부 호수를 이

용한 양수발전시스템의 적용성이 높음

◦ 호안을 활용한 생태공간 조성으로 해양 생태계 활성화 및 해양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호안 조성시 생태블럭을 이용한 호안 조성과 완경사 호안을 이용한 습지 조성 등이 적용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 활성화 및 친수공간 제공이 가능

◦ 해상처분장으로 조성된 부지를 문화레저시설로 개발함으로써 해양공간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Ocean Eco-Energy Park는 해상최종처분장을 통해 조성된 해양공간을 기반으로 해양기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장 및 활용기술 적용, 생태친화형 호안 조성, 문화 레져 공간으로의 개발 등

을 통해 해양개발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해양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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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

5.1 정책적 타당성

5.1.1 정부 정책, 계획과 부합성

◦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21개 추진전략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재난ㆍ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등과 관련 있음

[그림 5-1]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 2020 MT 로드맵에서는 해양산업진흥 분야의 고효율 항만ㆍ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기반산

업 경쟁력 강화, 해양경제영토확보 분야의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

영토주관 확립,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및 해

양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및 해양이용의 확대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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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MT2020 로드맵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해양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수립한 범 정부계

획인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능력강화전략에 부합됨

[그림 5-3]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

◦ 2014년 1월 6일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

로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정책과도 부합하며, 해양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

지 타운 모델로 적용될 수 있음



5.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157

[그림 5-4]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책 개념도

◦ 무인도서 연계 개발과 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은 해양수산부의 2014년 업무보고의 중점추진계획과 

부합됨

  - 해양수산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7가지 약속 중 하나가 ‘바다와 연안, 도서를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만들겠습니다.’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 관리 강화’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새로운 해양영토 거점으로서 도서 관리ㆍ이용 확대이며 이를 위해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을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개발 가능 도서에 대한 현황도 제작 등 유형별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의 국민행복을 위한 7가지 약속 중 하나는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로 

가꾸겠습니다.’ 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안의 하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조성’임. 구체적 실천방안의 하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ㆍ복원사업의 추진이

며 이를 위해 침적쓰레기 관리계획을 2014년 11월까지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효율

성을 제고할 계획임

◦ 해상 최종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처분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런던협

약과 같은 국제규약과 다양한 국내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해상 최종처분장을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상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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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해양공간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단순한 매립이나 단일목적의 개발을 지양하

고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정부지원을 통

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육지공간의 활용기술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방대한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기

술이 개발되고 현실화되고 있음

  - 두바이나 카타르와 같이 주거공간의 확보에서부터 해양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에너지섬 개발, 부

유식 태양광 발전, 해상풍력발전, 조력발전, 조류발전, 해양 양수발전소, 해양레크리에이션 공간

개발, 해양바이오매스 양식장,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인공섬, 폐기물 매립을 위한 최종처분장 등 

수많은 용도로 활용되거나 계획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개발은 무분별한 해양파괴와 생태계를 훼손하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

로 간주되어 수많은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더 이상 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와 넓은 공간 자원을 방치한다면, 결국 예측

되는 빠른 미래에 우리가 해양으로 진출하여야 할 시점에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에 그 넓은 시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바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가가치를 돌려

주지 않을 것임

◦ 해상최종처분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폐기물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

안 중 하나임

  - 2016년에 수명이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쟁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대

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주도의 매립지 수명종료에 대비한 추가 매립지 미확보로 

인해 예견되는 쓰레기 대란과 수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립장 관련 분쟁은 쓰레기 매립장

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

  - 해상최종처분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인 일본, 싱가폴 등은 국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무인도서 연계 개발 모델과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로의 재활용 등을 통해 해양분야 현안사항에 적

극 대응 가능

◦ 해양생태환경과 해양공간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비지니스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해양신산업 창출로 창조경제 및 일자리 증대 효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5.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

159

기존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주요연구내용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한국에 있어서 

저탄소/녹색성장 
사회를 목표로 한 
지속가능형 폐기물 

최종처분장 개발
(서울시립대)

2010 
~ 

2015

§ 매립지 유형별 침출수 안정화 특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 부식화/광물화 진행에 따른 내부 매립물의 안정

화/고정화 메커니즘평가

§ 한국형 지속가능한 폐기물 최종 처분장 개념 도
출 및 시범운전(column 실험, 매립가스 및 침출
수 장기 모니터링, 광물화, 부식물질 특성화)

§ 기존 연구는 생활폐기물 등이 매

립된 육상매립지에 적용가능한 기
술로 향후 생활폐기물로 대상 확
대시 활용 가능

§ 세부기술개발과제와는 중복성 없
음

3차원 기법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지 실시간 
관리시스템 개발

(비츠로시스)

2011
~ 
2013

§ 실시간 폐기물 매립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화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시설 환경을 조성

/구축
§ 폐기물 매립지 운영관리 기반 기술 표준화를 통

한 ‘매립 상황 인식 통합 플랫폼’ 표준모델을 제

시하고 ‘실시간 폐기물 매립지 관리시스템(폐기
물 반입, 매립과정, 매립형상정보 및 환경정보, 
매립 이력 관리 등)’을 상품화

§ 기존 연구는 생폐기물의 반입, 매

립 등 운영관리시스템에 관한 것
으로 향후 시범사업단계에서 해상
처분장의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활

용 가능
§ 세부기술개발과제와는 중복성 없음

이동식 매립지 정비 

및 선별 가연물 
연료화 기술 실증

(포스벨)

2011
~ 

2016

§ 순환형 매립지 정비 및 매립 가연물 연료화(가
연물 선별 장치 및 보조연료 포장장치) 시스템

(50m3/hr급) 개발
§ 매립지 악취 및 유기물의 생물학적 사전안정화 

시스템(30m3/min급)과 연계한 현장 설치/시운

전/시범사업 수행 및 사업화 준비

§ 세부기술개발과제와는 중복성 없음

임해매립지/간척지의 

불량한 
식물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재 
및 생태복원기법 

개발

(삼육대)

2009

~ 
2010

§ 임해 매립지/간척지의 특화된 토양개량재를 바

탕으로 한 식재기법 개발

§ 토양개량재를 바탕으로 한 식재기
법은 생태호안 조성 기술 연구에 

활용 가능
§ 세부기술과제에서는 식생 블록 개

발로 특화되어 차별화됨

사용종료 및 사용중 
매립지의 누출위치 

검측 분산공유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굴착식 차수막 

복원공법개발
(㈜지구환경전문가 

그룹)

2007
~ 

2009

§ 매립지 차수재 누출 검지 및 위치 추적을 위한 
구획 분할 Fence 전극배치 검지기법 개발

§ 매립지 누출 보강을 위한 Elctrophoresis 복원기
법 개발 및 현장 적응성 주입 특성 확보를 통한 
매립지 차수재 누출의 비굴착식 복원시스템 개

발
§ 매립지 누출 모니터링 및 복원 시스템의 현장 

적용 및 적용성 평가

§ Electrophoresis 복원기법은 감지
된 손상 및 누출지점을 복원 방안

의 하나로 시범사업단계에서 연계 
가능

§ ICT 기반의 구조물 손상 및 차수

재를 통한 누출 오염물질을 감지
하는 모니터링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표 5-1] 기존연구과제와의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5.2 기술적 타당성

기존 연구사업과 중복 및 연계성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에 대한 연구사업은 기존에 수행된 바 없음

◦ 육상폐기물매립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사업과 해양쓰레기 관련 연구사업을 조사하여 주요연구내용

을 파악하고 본 연구과제의 차별화 방안과 기존 과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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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주요연구내용 차별화 방안 및 연계성 검토

매립지의 복합형 

최종복토시스템의 
단점보완을 위한 

단층형 

최종복토시스템 개발
(경상대)

2006
~ 

2008

§ 최적의 산업부산물 복토재 및 복토재 안정화를 
위한 식생의 조기조성 기술 개발을 통한 단층형 
최종복토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시공방안 수립

§ 파일럿 모형 실험을 통한 복토재의 실제 적용 
타당성 평가 및 성능 향상 방안 모색을

§ 최종복토층 조성을 위한 기술로 
시범사업 추진시 연계 가능

§ 세부기술개발과제와는 중복성 없음

침출수 순환 단축 
질소 제거공정이 

조합된 Mobiletype의 

통합형 불량매립지 
조기안정화 기술
(이알엠코리아)

2006
~ 

2009

§ 침출수 순환 단축질소제거 공정 개발/제작 및 
통합형 mobile 처리시스템 설계/제작

§ 기능성 차수/차단기술 및 설치기술 개발

§ 폐기물, 침출수, 발생가스의 통합 관찰을 통한 
객관화된 안정화 지수 제안

§ 기존 연구는 생활폐기물 등이 매
립된 육상매립지에 적용가능한 기
술로 향후 생활폐기물로 대상 확

대시 연계 가능
§ 세부기술개발과제와는 중복성 없음

폐기물매립지의 
누출감지 및 실시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지오웍스)

2005

~ 
2007

§ 폐기물 매립지 내부 및 각종 차단층에 대한 모
니터링 및 모니터링 처리 기법 개발

§ 모니터링 데이터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한 통합네
트워크 시스템 구축

§ 기존 연구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
축이 핵심이며, 시범사업단계에서 
네트워크 관리체계의 적용 검토로 

연계 가능
§ 본 과제에서는 손상 및 누출 감지

기법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국내 산업 자원을 

재활용한 인공 화학 
복토재의 상품화 
시스템 개발

(㈜리텍엔지니어스)

2002
~ 

2006

§ 산업폐기물(제지슬러지, 플라이애쉬, 킬른더스트 

등)을 재활용한 경제적인 인공복토재 개발
§ 현장 적용성 실험과 실내 모형실험을 통한 복토

표층 두께 최적화

§ 인공복토재의 활용 측면에서 연계 

가능
§ 본 과제는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건설재료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매립지 침출수 

확산차단 및 
안정화를 위한 복합 
반응성 투수벽체 

현장적용 기술 개발
(한양대)

2004
~ 

2006

§ 복합 반응성 투수벽체 개발 및 성능 검증
§ 현장 적용 후 모니터링 및 처리효율 평가를 통

한 안정적인 장기 운전 방안을 도출하고 패키지

화한 기술 정립

§ 반응성 투수벽체 기술의 오염저감 

메커니즘 등은 반응성 연직배수공
법의 반응성 충전재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 본 과제는 지반개량 목적의 배수
공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됨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기술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2009
~ 

2011

§ 폐FRP 선박 처리 실용화 설비 제작 및 성능 시
험을 거쳐 친환경적인 폐FRP 선박의 처리체계 

구축

§ 본 과제에서는 폐어망을 활용한 
건설재료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

별화됨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2004

~ 
2008

§ 폐FRP 선박 처리시스템 개발
§ 환경장비 개발 및 보급

§ 중국의 해양폐기물 관리실태 분석
§ 해양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동향 분석
§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현장조사

§ 해양폐기물 국가간 이동 대응 민간차원 국제협
력

§ 해양폐기물 유역관리 협의체제 구축을 위한 지

침서 개발
§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계획 및 법적 근거 마련

§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 및 지침, 
계획 등의 성과는 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본 과제에서는 폐어망을 활용한 
건설재료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
별화됨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한국해양연구원)

2001
~ 

2003

§ 부유쓰레기 해상유입 차단막 기술 개발

§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시스템 기술 개발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제작 기술 개발
§ 국가해양폐기물 발생/수거/처리 조사통계 지침 

작성
§ 침체어망 조사 및 수거시스템 개발

§ 본 과제에서는 폐어망을 활용한 

건설재료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
별화됨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기

술은 해상처분장의 운영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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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 일본, 싱가폴 등의 해외사례가 존재하므로 해외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과 기술교류를 통해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이 높음

◦ 1단계 요소기술개발단계에서 R&D에 집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2단계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기술 검증 및 실용화 가능함

◦ 지적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특화된 기술 개발로 신규 지재권 확보가 가능함

  - 외곽호안과 내부호안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형태의 특허는 검색되지 않아 장벽도가 낮

으며 지재권 확보가 가능함

  - 해상에서의 호안구조물을 통해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특화하고, 새

로운 수단의 개발 및 효과가 입증된다면 신규 IP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차수공 손상감지 및 보강기술에 있어서도, 해상최종처분장에서 특화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신규  

IP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해양폐기물 매립 지반에서의 오염정화를 위해 특화된 시스템의 개량을 통해 지재권 확보를 시도

할 수 있음

  - 폐기물매립지반 안정화 기술을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에 적합하도록 개량한다면 지재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매립대체재나 복토재로 특화하는 경우 지재권 확보의 가능성은 존재함

기술개발 위협요인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기술과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

요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 

◦ 지적재산권 확보 측면에서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 장벽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기술개발

이 필요함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일부 국가들이 해상처분장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가능

◦ 무인도서 연계 해양공간조성 기술의 확보는 무인도서를 기반으로 해양영토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 해양개발의 기반 구축이 가능

◦ 해양쓰레기 대상의 시설 운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향후 선별된 육상폐기물에 대한 매립도 가능

하므로 국가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은 인공섬 조성, 준설토 투기장 등에도 적용 가능

◦ 해양신공간 조성을 통한 융복합 개발 비즈니스 모델로 해양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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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제적 타당성

5.3.1 경제성 평가

1) 조성비용 추정

가. 조성규모

◦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현재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연간 약 

340만톤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의 매립 폐기물이 연간 약 340만톤이 발생된

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용년수 별로 요구되는 매립장의 규모는 25년 사용시 약 8,500만톤, 50년 

사용시 약 1.5억톤 규모의 매립용량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제2매립지 용량의 약 1/2 수준인 면적 100만㎡에, 매립용량 3,200만톤(1백

만㎡×20m×1.6t/㎥) 규모를 상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곽호안 길이는 수심 15m에 사

석호안 지반 개량을 포함하여 4,000m(1000m×4)로 설정하고, 내측제방 길이는 5,000m(1,000m×5)

로 가정하였다.

1,000×5 = 5,000m

10
0
0×

4
 =

 4
0
0
0
m

  

[그림 5-5] 해상 폐기물매립장 규모 산정

나. 조성비용

◦ 매립용량 3,200만톤(1백만㎡×20m×1.6t/㎥) 규모의 조성 사업비는 총 7,03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외곽호안 구축 비용은 수심 15m에 사석호안 지반 개량을 포함하여 4,000m 길이에 m당 0.9억원을 

책정하여 총 3,600억원이 소요되고, 내측 제방 길이는 5,000m 길이에 m당 0.4억원을 책정하여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해상 매립장 조성비용으로 ㎡당 10만원을 책정하

여 100만㎡ 조성에 총 1,000억원이 소요되고, 일 3,000㎥ 처리 규모의 침출수 처리장 시설로 300

억원, 그 외 Headquater, 처리기기ㆍ장비 등의 구비로 약 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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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적으로 일본의 오사카 매립지의 처분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호안(seawall) 건설에 약 7,000

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침출수 처리장 건설에 약 4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육지에 집하장 및 선적을 하는 부두시설(Receiving base)까지 포함한다면 100ha 규모에 약 

1조원 정도의 건설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분 공 사 비 비 고

외곽호안
§ 4,000m×0.9억원/m = 3,600억원
§ (수심 15m, 사석호안 가정 지반개량 포함) 외곽호안 길이 = 1000 × 4 = 4,000m

내부호안 길이 = 1000 × 5 = 5,000m

면적 = 1백만㎡

매립용량

= 1백만㎡×20m×1.6t/㎥
= 3,200만톤
 (약 수도권 제2 매립지 용량의 1/2)

내측제방 § 5,000m × 0.4억원/m = 2,000억원

매립장조성비 § 100만㎡ × 10만원 = 1,000억원

침출수 처리장 § 300억원(3,000㎥/일)

Headquater, 
처리기장비 등

§ 130억원

총 계 § 7,030억원

[표 5-2] 해상폐기물매립장 개략 공사비

2) 경제적 파라미터의 가정

가. 조성일정

◦ 자금조달은 총 투자자금의 30%를 자기자본으로, 그 잔여부분 70%는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관리형 해상 처분장은 건설에서부터 경제적 조업까지 총 23년을 설정하였다. 조성을 위한 건설공

사에 3년이 소요되고, 4년째부터 20년간 반입이 가능하다는 스케줄을 설정하였다. 조성을 위한 건

설은 계약과 동시에 연락사무소 설치, 사원 기술교육 등과 차입금의 이자를 전부 합쳐 조성 준비금

(Continuing Expenses)으로 설정하였다. 

                    

나. 스케일 계산법

◦ 조성을 위한 건설비의 계산방법은 개별적산법, 단가법, 비율법, 지수법 등이 있으며 각각에는 장단

점이 있다. 여기서는 플랜트 및 단일기기의 비용은 용량에 산술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비례에 

의해 변동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수법을 채택하여 스케일업 하였다. n은 정수(0.

5～0.9)이며, 여기에서는 0.6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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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 구하고자 하는 플랜트 또는 기기의 비용, 2p : 기지(旣知)의 플랜트 또는 기기의 비용, 

1L : 구하고자 하는 플랜트 또는 기기의 용량 크기, 2L : 기지(旣知)의 플랜트 또는 기기의 용량 크기

다. 원가요소의 설정

◦ 원가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다년에 걸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간 운전비의 산출에 

있어서는 2013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인플레율은 최근 5년간(‘09∼’13년)의 평균값인 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1) 변동비: 조업자재 및 에너지비, 전기ㆍ수도 등 유틸리티비, 수처리비 등을 고려한다.

   (2) 감가상각비: 설비투자에 의해 고정화된 자산은 빠른 시간 내에 감가상각에 의해 유동화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른 정률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 고시의 내용

년수에 의거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잔존가치율은 허용 가능한 5%를 준용하였다.　
조성을 통한 폐기물 처리공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 염소, 염산 등의 부식성이 있는 

액체 또는 기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은 내용년수를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간 3년과 처리년수 20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율 0.109로 우선 설정하고 5년

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 수선비: 염소, 염산 등의 부식성이 있는 액체 또는 기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설임을 준

용하여 제조설비 투자액의 5%를 적용하여 계상하였다.

   (4) 인건비: 처분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처리 및 운전에 필요한 조업노무, 간접노무(안전), 관리감독, 

사무공통 등 노무종류에 맞추어 추정ㆍ평가하여 필요한 노무량에 급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5) 손해보험비: 조성 설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기획설계에 사용되는 제조설비 투자액의 

1%를 적용하고 작업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6) 재산ㆍ종합토지세: 건축물, 처리 플랜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과세(시가)표

준액의 0.3%를 재산세로 상정하고, 또한 과세표준액의 0.3%를 종합토지세로 계상하였다.

   (7) 금리: 차입금의 금리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연 4%로 적용하고 

차입금은 12년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변제금은 일정금액으로 상정하고 여유분은 임

시비로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8) 일반관리비: 처리 공정의 운전비용은 5.5%를 적용하여 계상하였다.

   (9) 공장관리비ㆍ잡비: 처리 공정의 제조설비 투자액의 0.5%를 적용하였다.  

   (10) 원천징수세: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법 14조에 의거

하여 세율은 총 판매액의 10%를 과세하였다.

   (11) 법인세, 지방세: 법인세는 법인세법 55조에 의거하여 25%를 적용하고 지방세는 지방세법령에 

의거하여 법인세의 10%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 세금은 당해년도까지 결손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손실을 보전한 후 남는 이익에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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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장 반입수수료

◦ 우리나라에서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비용은 일본 대비 30%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매립 

완료된 구역의 에너지 생산 등 다른 상업적인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2014년 3월부터 약 15%가 인상된 가격으로 고형하오니, 생활폐기물, 상하수오니 등이 반

입 처리되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여전히 경제적인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육상 처분장의 건설비용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해상 처분장

에 비해 고가이며, 처리 비용도 육상 처분장에서는 톤당 10,000엔(동경) 정도이며, 해상 처분장은 

톤당 7,000엔을 부과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상최종처분장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반입수수료를 산출한 후, 해상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해상 처분장 반입수수료인 톤당 

76,300원(7,000엔, 환율 100엔당 1,090원)을 상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상의 경제적 파라미터를 고려하여 산출한 관리형 해상 처분장의 조성비용과 연간 처리비용 내역

을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Item
연간 160만톤 처리규모 

Capital costs

외곽호안
내측제방

매립장 조성비

침출수 처리장
Headquater, 처리기장비

3,600
2,000
1,000

300
130

Sub-total      7,030 억원

조성 준비금
(건설기간 중 경비, 이자 등)

       244 억원

Total      7,274 억원

[표 5-3] 해상 처분장의 총 조성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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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costs 연간 160만톤 처리규모 

처리자재, 에너지비용 등 변동비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비

인건비

유지보수 및 수선비

보험료

제잡비

일반관리비

Headquater

11.0

6.5

39.8

58.5

23.9

13.0

9.1

5.0

Total 166.8 억원

[표 5-4] 해상 처분장의 연간 운영비용

4) 기본적 수익판단법

(1) 자본회수법(Payback Periods): 세금공제후 이익과 감각상각비의 합계 금액의 연간 누적액이 자

산 투자액에 도달하는 년수를 구한다.

(2)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산정된 모든 지출과 수입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현재가

치로 환산해 최초의 투자자본과 수익의 차에 의해 구한다. 정부에서는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대

해 공공사업간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공투자사업의 적정할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준은 소비자이자율(은행금리, 제2금융권금리, 공사채수익율), 생산자이자율(총자본이익율, 

자기자본이자율), 국제기구 계산방법(OECD, 세계은행) 등에 의거하여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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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감각상각비+세금공제후 이익-차입금변제), : 투자자본, : 할인율(5.5%), 

: 프로젝트 년수 (23년), : 년차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산정된 모든 지출과 수입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현

재가치로 환산해 최초의 투자자본과 수익이 일치하는 할인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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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B/C): 총 편익과 총 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

에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편익/비용 비율≥1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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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5) 소론 

◦ 본 연구에서는  면적 100만㎡에, 매립용량 3,200만톤(1백만㎡ × 20m × 1.6t/㎥) 규모를 상정한 

관리형 해상 처분장 조성 사업의 경제적인 성립조건을 도출해 보았다. 매립 완료된 구역의 부가적

인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나 상업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성립조건으로서 

순 현재가치(NPV)가 0이 되는 반입수수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 평가결과, 매립 완료된 구역의 부가적인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나 상업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

지 않는다면 반입수수료 비용이 톤당 56,400원 이상이 되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해상 최종처분장에서의 처리수수료 단가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Sensitivity factor 연간 160만톤 처리규모

처리반입가격
NPV

(억원)

IRR

(%)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56,400원/톤 0 5.5 1

[표 5-5] 해상 폐기물 처분장 조성 사업의 경제적 수지균형 분석 결과

◦ 해상처분장을 운영중인 일본의 해상 처분장 반입수수료인 톤당 76,300원(7,000엔)을 상정하여 경

제성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 그 결과, 반입수수료가 톤당 76,300원(7,000엔)을 부과한다면, 자본회수기간(Payback Periods)는 

10.5년, 순 현재가치(NPV)는 1,919억원, 내부수익률(IRR)은 12.2%,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38로 나타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는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사업에 구성되어 있는 기술요소의 우열 판단이나 기술개발

이 필요한 요소를 탐색해 그 도입효과를 예측하고 요소기술개발 목표치 설정의 기술적 도구로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에 대한 연구자나 기술자의 연

구 수행에 있어 제안된 연구개발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책결정의 판단기준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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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factor 연간 160만톤 처리규모

처리반입가격
Payback periods 

(year)
NPV
(억원)

IRR
(%)

편익/비용 비율
(B/C ratio)

76,300원/톤 10.5 1,919 12.2 1.38

[표 5-6] 관리형 해상 폐기물 처분장 조성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 상기 경제성 분석 결과는 무인도서 연계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으로 새로 형성되는 국토창출효과

와 무인도서 연계 개발을 통한 무인도서 활용 시너지 효과 및 해상최종처분장으로 조성된 부지를 

인프라로 활용한 해양레저 및 해양에너지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통한 편익은 정확한 개발규모가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경제성분석에서는 추가적인 편익으로 고려하지 않

았다. 만약, 부지조성과 레저, 에너지 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통한 편익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획에서는 단계별 추진으로 1단계에서는 핵심요소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단계에 시

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1단계 연구사업에서 수행예정인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토대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상세 경제성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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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경제적 파급효과

1) 연구방법론

가.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구조

◦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한 경제내 생산부문간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문간 선형모형이다. 이 모

형은 투입요소의 판매와 구매사이의 연관관계에 강조를 둔 일반균형모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

는 투입산출표를 사용해야 한다.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산출물은 특성

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에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비경쟁수

입형표에서 도출되는 국산거래표를 이용한다.

◦ 개의 산업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고 할 때,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들은 최종수요를 충족하기도 하

고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 )로 사용되기도 한다. 산업연관표를 행(行)으로 보면 

 산업의 중간수요( ), 최종수요(  ) 및 총 산출(  ), 총수입액()이 기록되는데 이는  부문의 

산출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산출구조에 대한 관계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 투입량의 몫(  )이며, 이를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한다. 이 비율은 부문에서 한 단위의 산출

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부문의 산출물을 의미하며, 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각 

부문별 기술구조 또는 생산관계를 나타낸다. 식 (1)은 특정 부문의 총생산이 경제 내 모든 부문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번째 부문의 생산액과 소비지출, 수출, 투자, 정부지출에 의한 최

종 용도에 소요되는 양을 합한 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나. 수요유도형 모형

생산유발효과

◦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란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

하였을 때,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생산이 얼마나 증

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의 투입과 산출을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

술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와 상호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분석대상인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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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사업( )을 외생화한 행렬에 ‘ ’란 상첨자를 붙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2)

   여기서,   는 분석대상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 변화분을 의미한다.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부문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는 투입계수행렬 의 부문을 나타내는 열벡터에서 부문 원소를 제외하고 남은 열벡터이

며,  는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 식 (2)는 관심대상인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발효

과를 나타내는 식으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

문의 산출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

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식 (2)으로부터 관리형 해상최

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란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하였을 때,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

나 증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 

     

 ∆
  (3)

     는 분석대상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 변화분을 의미한다. 

 은 부가가치계

수의 대각행렬에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

을 의미한다. 식 (3)을 통해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

가가치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취업유발효과

◦ 타 산업 취업유발효과란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생산이 1원 만큼 증가

하였을 때,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가 얼마나 증

가하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최종수요와 취업유발을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

를 기초로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한다. 취업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

동량()을 총산출액(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 생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취업자 수는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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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에서   을 취업유발계수행렬이라 한다. 단 은 취업계수행렬의 대각행렬이다. 취업

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

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의 산출액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

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외생화시켜야 한다.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을 외생화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5)

   단,  는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자수를 나타내며,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가. 자료

◦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인 2013년에 발표한 2011년도 투입산출표를 이용하되, 28부문 통합대분류 

방식에 근거하여 분석을 한다.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부문은 별도로 추려내

어 총 29부문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였다. 특히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부문)에 근거하여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을 정의한 후, 총 29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리

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은 제29부문으로 처리하였고, 이 부문을 외생화하게 되면 

결국 28개 부문을 다루게 된다.

나. 분석의 구도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타 산업

에 미치는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앞서 설명하였던 모형은 주로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이 

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3가지를 분석한다. 

◦ 자기산업에 미치는 효과란 1차적인 것으로 해당 부문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이 활성화되는 효

과이며,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2차적인 것으로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을 유발하는 효

과를 의미한다. 즉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활동으로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

술개발 사업 관련 부문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 변화를 기본 투입요소로 하되, 2011년 투입산출에 

근거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각종 파급효과를 구한다. 아울러 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는 데 있

어서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 미치는 효과와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 외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한 후 취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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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1원의 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을 

0.6632원,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0.2169원 만큼 유발하며, 10억원 투자는 타 산업의 취업을 

3.3584명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반적으로 보면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생산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도소매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을 많이 유발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제1차 금속제품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 
번호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값(원) 순위 값(원) 순위 값(명/10억 원) 순위

1 농림수산품 0.0056 23 0.0031 18 0.1673 6 

2 광산품 0.0018 27 0.0011 25 0.0082 25 

3 음식료품 0.0112 18 0.0027 19 0.0323 19 

4 섬유 및 가죽제품 0.0055 24 0.0016 23 0.0322 20 

5 목재 및 종이제품 0.0102 19 0.0026 20 0.0366 18 

6 인쇄 및 복제 0.0064 21 0.0025 21 0.0476 16 

7 석유 및 석탄제품 0.0422 5 0.0065 11 0.0051 26 

8 화학제품 0.0542 3 0.0100 6 0.0837 10 

9 비금속광물제품 0.0161 16 0.0046 16 0.0488 15 

10 제1차 금속제품 0.0756 2 0.0116 4 0.0450 17 

11 금속제품 0.0230 13 0.0067 10 0.1076 9 

12 일반기계 0.0173 15 0.0044 17 0.0613 13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398 6 0.0085 9 0.0790 11 

14 정밀기기 0.0061 22 0.0016 22 0.0292 22 

15 수송장비 0.0255 10 0.0060 14 0.0495 14 

16 기타제조업제품 0.0037 25 0.0010 26 0.0222 23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214 14 0.0058 15 0.0167 24 

18 건설 0.0033 26 0.0013 24 0.0293 21 

19 도소매 0.0395 7 0.0220 2 0.7321 1 

20 음식점 및 숙박 0.0239 12 0.0091 7 0.4686 3 

21 운수 0.0266 9 0.0089 8 0.2306 4 

22 통신 및 방송 0.0250 11 0.0107 5 0.0673 12 

23 금융 및 보험 0.0326 8 0.0188 3 0.1560 7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793 1 0.0529 1 0.4789 2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5 28 0.0004 27 0.0044 27 

26 교육 및 보건 0.0092 20 0.0060 13 0.1280 8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31 17 0.0065 12 0.1909 5 

28 기타 0.0446 4 0.0000 28 0.0000 28 

간접 산업 효과 0.6632 0.2169 　 3.3584 

[표 5-7] 경제적 파급효과의 유발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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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형 해상최종처

분장 조성 기술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 7,030억원 투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1,692억원으로 추정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8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814명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직접 산업에
미치는 효과

간접 산업에 
미치는 효과

총 효과

⇣ ⇣ ⇣
생산유발
효과

➡ 1.0000원
+

0.6632원
=

1.6632원

7,030 억원 4,662.1 억원 11,692.1 억원

⇕ ⇕ ⇕
부가가치 
유발효과

➡ 0.4780원
+

0.2169원
=

0.6949원

3,360.7 억원 1,524.8 억원 4,885.4 억원

⇕ ⇕ ⇕
취업유발
효과

➡ 10억원당 10.6023명
+

10억원당
3.3584명 =

10억원당 13.9607명

7,453.4 명 2,361.0 명 9,814.4 명

[그림 5-6] 경제적 파급효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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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상최종처분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해상 최종처분장 조성 기획연구 관련 설문조사

2013 / 12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2016년 2매립장 수명 종료를 앞두고 연장활용 문제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지역주민과 매립지공사의 의견대립이 심각한 수준인데, 해외에서 많은 활용하
고 있는  해상(해면) 최종처분장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상 최종처분장은 폐기물을 육상에 매립ㆍ처분하는 육상 최종처분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상에 

조성된 매립장을 의미하며, 최종처분이란 폐기물을 소각, 탈수 등 다양한 경로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한다는 의미임

◦ 해상 최종처분장은 일본의 설계기준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안정형 최종처분장과 일반폐

기물(특별관리 일반폐기물 제외)과 관리형 산업폐기물(소각재, 탈수오니, 슬래그 등) 등을 매립하

는 관리형 최종처분장 그리고 유해폐기물을 매립하는 차단형 최종처분장으로 구분함

해상 최종처분장의 종류(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 시공, 관리 매뉴얼(개정판))

◦ 최근 해상 최종처분장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는 기능보다는 다양한 해양생태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은 최종처분장은 외측 호안을 생태호안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공간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세마카우(Semakau) 매립장은 일부 구간을 최종처분장으로 활

용하면서 나머지 구간은 해양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으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낚시, 조류

조망시설, 천문대, 갯벌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것은 해양공간 개발이 단순매립을 통한 부지의 확보가 아니라 해양생태환경의 개선과 인간의 레

크리에이션 공간, 신산업의 창조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기능적인 융복합뿐만 

아니라 공간디자인과 문화개념이 접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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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폐기물매립장 분야

폐기물은 재활용 정책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최종처분(매립)수요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기존 매립장은 점차 포화되어 수명이 종료되고 있으며 신규 매립장은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매립장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적절한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견되어 쓰레기 대한

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부족한 매립장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정책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육상 매립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수요에 맞춘다.

② 최대한 최종처리량을 줄이며, 기존 매립장의 용량을 증가시킨다.

③ 국가에서 전체 수요를 관리하면서 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④ 지자체에게 무조건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강제한다.

⑤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81%가 “③ 국가에서 전체 수요를 관리하면서 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로 

응답

2. 부족한 매립장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계획에 의거하면, 부족하지 않다.

② 최대한 민원을 해결 또는 조정하면서 추가 매립장을 확보한다.

③ 해상처분장과 같이 대체 또는 보조 매립장을 운영한다.

④ 당장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단 지켜본다.

⑤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89%가 “③ 해상처분장과 같이 대체 또는 보조 매립장을 운영한다.”로 응답

3.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인천 소재)에서 처리되는데,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쓰레기 발생 지자체의 책임으로 단위 지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② 여러 지자체간의 협약을 통해 광역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한다.

③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해결한다.

④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임한다.

⑤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53%가 “③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해결한다.”로 응답하였으며, 39%는 

“② 여러 지자체간의 협약을 통해 광역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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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로 인해 해양 투기가 제한되면서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과 같이 새로운 육상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존 육상

매립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런던협약, 의정서와 같은 국제규제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① 기존 육상 매립장의 수명 단축을 야기하여 추가 매립장의 건설 수요를 증가시킨다.

② 해양투기가 금지된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매립시설이 필요하다.

③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긴급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④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단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⑤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⑥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53%가 “② 해양투기가 금지된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매립시설이 필요하

다.”로 응답하였으며, 28%는 “③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긴급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14%는 “① 기존 육상 매립장의 수명 단축을 야기하여 추가 매립장의 건설 수요를 증가시

킨다.”고 응답

5.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7,870원/톤 이며, 일본 동경에서 육상매립장의 폐기

물 반입비용은 10,000엔/톤 정도로 우리나라의 처리비용은 매우 낮은 편인데, 반입수수료의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입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② 과도한 국민부담이므로 다소 인상과 국가보조 등의 정책적 방법을 활용한다.

③ 운영주체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윤창출로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현재 수준이 합당하다. 인상에 반대한다.

⑤ 기타(                                      )

<설문결과> ①(33%), ②(42%), ③(25%)로 고르게 의견이 제시됨 

6. 우리나라 육상 매립장의 관리 및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세계 최고 수준   ② 선진국 수준(100%)   ③ 선진국대비 90%   ④ 선진국대비 80%

⑤ 선진국대비 70%  ⑥ 선진국대비 60%      ⑦ 선진국대비 50%   ⑧ 선진국대비 50% 미만

<설문결과> 72%가 선진국대비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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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립이 완료된 육상 매립장은 대부분 녹지나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녹지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관광시설로 활용한다.

③ 태양광발전 등 발전플랜트로 활용한다.

④ 공공시설을 건설한다.

⑤ 기타(                                      )

<설문결과> “① 녹지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③ 
태양광발전 등 발전플랜트로 활용한다.”는 의견도 31%로 높게 나타남 

8. 신규 육상 매립장 입지로 적합한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심에 인접한 지역

② 산간

③ 담습지

④ 연안역(염습지)

⑤ 평야지역

⑥ 기타(                                      )

<설문결과> “④ 연안역(염습지)”가 44%, “① 도심에 인접한 지역”이 28%, “② 산간”이 17%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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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최종처분장 분야

여기에서 해상 최종처분장은 갯벌(조간대)나 연안역이 아닌 수심 5~10m 정도의 해역에서 외곽 호안을 

쌓고 내부에 생활폐기물(소각재 등)만을 매립하는 형태이며, 해양에너지플랜트나 양식장, 생태호안 등의 

다양한 복합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임

9. 해상 최종처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절대 반대

⑥ 기타(                                      )

  ※ 그 이유는?

(                                                                                )

<설문결과> “① 매우찬성”과 “② 찬성”이 89%로 나타나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음. 

             그 이유로는

             - 육상 매립장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해상 처분장 조성이 불가피

             -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건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육상 최종처분장 부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한 연안역이 현실적 대안

             - 육상 매립지, 특히 수도권 매립지의 용량 포화

             - 육상 공간 부족과 해상 공간 개발 필요

             - 폐기물 매립 및 처리 공간 확보, 해양에너지플랜트 등 해양공간 활용 기회 창출

10. 해상 최종처분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

③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다.

⑤ 들어본 적이 없다.

⑥ 기타(                                      )

<설문결과>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해 최소한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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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상 최종처분장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① 직접 방문 ② 학술자료 ③ 인터넷 ④ 신문/방송 ⑤ 동료

⑥ 기타(                                      )

<설문결과>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동료(50%) 또는 학술자료(32%)를 통해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12. 해상 최종처분장이 바다 환경(생태환경 포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양환경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②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③ 해양환경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나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④ 오염물질이 누출이 되지 않더라도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⑤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다.

⑥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78%는 “③ 해양환경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나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로 응답하였으며, ④와 ⑤의 부정적 영향이 미칠것이라는 의견이 14%로 

나타남.             

13. 해상 최종처분장이 어민이나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산자원을 증가시킬 것이다.

②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③ 어민활동은 다소 제한되지만 수산자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④ 어민활동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산자원이 감소할 것이다.

⑤ 어민활동의 제한과 수산자원이 감소할 것이다.

⑥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61%는 “③ 어민활동은 다소 제한되지만 수산자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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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의 경우에는, 육상폐기물 처분장보다 해상처분장이 건설비용도 다소 낮고 민원도 적으며, 운영

시 반입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해상처분장이 경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이와 다

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해상최종처분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① 건설과 운영 모두 육상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② 건설과 운영 모두 육상과 비슷할 것이다.

③ 건설과 운영 모두 육상보다 비쌀 것이다.

④ 판단할 수 없다.

⑤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67%는 “③ 건설과 운영 모두 육상보다 비쌀 것이다.”로 응답

            

15. 해상 최종처분장은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가주도형(싱가포르), 단일지자체주도형(동경 등 대부분의 

일본 사례), 지자체공동주도형(지자체협약체결로 공사설립, 일본 오사카사례), 민간주도형(3섹터-민

자형태, 일본 나고야 사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해상처분장을 조성한다면 어떤 형태

가 적합할까요?

① 국가주도형

② 단일지자체주도형

③ 지자체공동주도형

④ 민간주도형

⑤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53%가 “① 국가주도형”을 선택하였으며, “③ 지자체공동주도형”도 2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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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해상처분장을 조성한 사례는 일본의 오사카 인근 현들이 협약을 체결

하여 추진한 휘닉스센터의 사례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도 바다에 접하지 않은 지자체로 볼 수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해상처분장을 조성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까요?

① 서울-인천-경기 협약체결을 통한 추진(휘닉스센터모델)

② 운하를 통한 해상 접근성 확보를 통한 단독 추진

③ 민간회사의 사업추진을 통한 폐기물 처리

④ 기타(                                      )

<설문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4%가 “① 서울-인천-경기 협약체결을 통한 추진(휘닉스센터모델)”
을 선택

17.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해상 최종처분장을 조성한다면, 회사의 적정 수익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방법

이 적합할까요? (복수 응답 가능하며, 우선순위 표기)

① 반입수수료의 인상을 통한 수익 달성

② 국가보조금을 통한 수익 달성

③ 지자체 협약 및 보조금을 통한 수익 달성

④ 해양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을 통한 수익 달성

⑤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 달성

⑥ 기타(                                      )

<설문결과> “④ 해양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을 통한 수익 달성”(34%) “③ 지자체 협약 및 보조금을 

통한 수익 달성”(23%) “① 반입수수료의 인상을 통한 수익 달성”(22%) “⑤ 해양관광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 달성”(15%)의 순서로 나타남

18. 만약 해상 최종처분장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복수 응답 가능하며, 우선순위 표기)

① 국민설득 ② 정책/법/제도 ③ 지자체 설득 ④ 경제성 확보 ⑤ 기술확보(개발/도입)

⑥ 무조건 반대 ⑦ 기타(                                      )

<설문결과> “① 국민설득”(36%) “② 정책/법/제도”(25%) “④ 경제성 확보”(15%) “⑤ 기술확보(개발

/도입)”(15%)의 순서로 나타남

19 만약 해상 최종처분장을 조성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복수 응답 가능하며, 우선순위 표기)

① 해양환경의 보전(누출 등, 폐기물 관리 철저)

② 경제적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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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④ 민원

⑤ 해양생태계 활성화

⑥ 무조건 반대

⑦ 기타(                                      )

<설문결과> “① 해양환경의 보전(누출 등, 폐기물 관리 철저)”(46%) “② 경제적인 타당성”(21%) 

“④ 민원”(19%) “③ 해양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10%)의 순서로 나타남

20. 해상 최종처분장에 폐기물 매립처분 이외에 다른 기능을 부여한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복수 응답 가능하며, 우선순위 표기)

① 해양에너지 개발

② 양식장(외해 가두리 포함)

③ 관광자원

④ 철새도래지

⑤ 생태호안 및 인공갯벌

⑥ 해양스포츠(레크리에이션)

⑦ 수산시장

⑧ 기타(                                      )

<설문결과> “① 해양에너지 개발”(38%)과 “⑤ 생태호안 및 인공갯벌”(20%)이 다소 많았으나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고루 분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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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개발 분야

21. 새로운 해양공간을 조성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수 응답)

① 해양에너지 개발

② 양식장(외해 가두리 포함)

③ 해양 관광시설, 수산시장

④ 철새공원

⑤ 친수공간, 해양생태공간(갯벌체험장 등)

⑥ 해양스포츠(레크리에이션)

⑦ 전시장, 공연장, 사무실

⑧ 해상 최종처분장

⑨ 해양공간개발은 무조건 반대

⑩ 기타(                                      )

<설문결과> “① 해양에너지 개발”(22%) “③ 해양 관광시설, 수산시장”(16%) “⑤ 친수공간, 해양생태

공간(갯벌체험장 등)”(19%) “⑧ 해상 최종처분장”(18%)가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이 있

었으나, 고른 분포를 보임

             

22. 코펜하겐 기후회의(Copenhagen climate conference)에서 Green Power Island 개념이 소개된 바 

있는데, 그동안 많은 관심 개념이 도출되고 있는 에너지섬의 일종으로 부유식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해양에너지 개발과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섬인데, 이러한 형태의 해양

공간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해양에너지 부존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하다

② 우리나라 해역에 적절한 입지를 찾는다면 권장할 만하다.

③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입지나 조건 등을 생각하면 부정적이다.

⑤ 해양환경파괴나 민원 문제로 추진할 수 없다.

⑥ 우리나라 해역에 적절한 입지가 없다.

⑦ 이러한 형태의 해양공간개발은 무조건 반대한다.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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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① 해양에너지 부존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하다”(22%) “② 우리나라 해역에 

적절한 입지를 찾는다면 권장할 만하다.”(47%) “③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추진여

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31%) 로 긍정적인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함

설문자 인적사항

■ 응답자의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응답자의 전공/분야

① 해양공학 ② 건설 ③ 환경 ④ 정책/법 ⑤ 폐기물

⑥ 해양환경 ⑦ 해양생태 ⑧ 에너지 ⑨ 경제 ⑩ 기타(            )

■ 응답자의 직업(회사)은?

① 공무원/공사 ② 공공단체 ③ 건설사 ④ 설계/감리사 ⑤ 폐기물처리회사

⑥ 연구원 ⑦ 교수 ⑧ 해양플랜트 ⑨ 중공업 ⑩ 기타(            )

■ 응답자의 경력은(대학 졸업 후)?

① 3년 이하 ② 3~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 응답자의 해당 분야 경력은?

① 1년 이하 ② 3년 ③ 5년 ④ 10년 ⑤ 10년 이상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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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역량진단(R3I)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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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 (RFP)

A. 세부기술별 RFP

B. 최종 RFP(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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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기반 구축

최종목표
ㅇ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의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

선 및 한국형 개발모델을 정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의 기반 구축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육지공간의 활용기술을 벗어나 세계적으로 방대한 해양공간

을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매립이나 단일목적

의 개발을 지양하고 해양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함

ㅇ 2016년에 수명이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쟁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주도의 매립지 수명종료에 대

비한 추가 매립지 미확보로 인해 예견되는 쓰레기 대란과 수많은 지역에서 발생하

고 있는 매립장 관련 분쟁은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ㅇ 육상 쓰레기 발생 저감과 폐기물의 재이용ㆍ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려하더라

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잔여매립용량과 비교하여 잔존수명이 많지 않은 상황

이며, 일부 지자체는 시급한 신규매립장 확보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신규 매립

장의 확보가 필요함

ㅇ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해상처분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조성된 처분장은 모두 관리형 최종처분장으로 조성됨

  - 동경만의 경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며, 일부 구간은 매립이 진행되

고 있고, 일부 구간은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호안을 건설하고 있음. 동경만 처

분장은 매립완료 후 경기장 등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임

  - 오사카의 휘닉스센터는 오사카와 인근의 5개 현이 협약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

으로 4개의 해상처분장(Amagasaki-113ha, Izumiotsu-203ha, Kobe-88ha, 

Osaka-95ha)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4개의 매립장 가운데 

2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매립이 진행중임

ㅇ 싱가포르는 육상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분하

기 위해 1995년부터 세미카우(Semakau) 최종처분장을 건설하여 매립에 활용

  - 미국의 New York Times지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소각재를 매립하여 새로운 

해양생태계를 만든 것을 두고, 단순한 매립이 아닌 자연을 그대로 따라한 해양공

간 창조로 평가하고 있음

ㅇ 최근 해상 최종처분장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는 기능보다는 다양한 해양생태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은 최종처분장은 외측 호안을 생태

호안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세마카우

A 세부기술별 RFP

ㅇ총괄과제(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신공간 개발 기반 구축)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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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kau) 매립장은 일부 구간을 최종처분장으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구간은 해양

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으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낚시, 조류조망시설, 천문

대, 갯벌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에는 해상최종처분장의 시공 및 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검증과 사회

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및 
범위

ㅇ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해외 법/제도 운영사례 분석

  -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내 해상최종처분장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ㅇ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 무인도서 현황 분석

  -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지표 설정

  - 해상처분장 입지 후보 제시

ㅇ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입지 후보지 선정

  - 해상최종처분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 수립

  - 무인도서 연계 해상처분장 기본설계(안) 수립

  - 시범사업 추진 시공계획 수립

  - 시범사업 입지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ㅇ 해상처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예측

  - 환경변화 지표 설정

  - 환경지표 변화 관측 및 분석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

ㅇ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

계(3년)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ㅇ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성과의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력 연구 추진

ㅇ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

준의 연구성과 도출

ㅇ 세부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달성목표),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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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최종성과물

ㅇ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안)

ㅇ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

ㅇ 해상최종처분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술적 근거 마련

ㅇ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 정책 기여

ㅇ 폐기물을 해양공간조성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ㅇ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에 기여

ㅇ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 핵심역량 확보

ㅇ 해양분야 신산업 창조경제모델로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3,231백만원 (정부출연금 2,42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및 소요인력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인력 (명) 11 16 16 43

연구비

(백만원)

정부 620 900 900 2,420

민간(추정) 211 300 300 811

합 계 831 1,200 1,200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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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최종목표

ㅇ 무인도서 연계를 위한 자연호안 연결구조 모듈과 설치/제거/재설치를 통한 호안의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 호안구조 및 최적 차폐공법 개발

ㅇ 식생블록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해상처분장은 매립장 내부의 보유수가 외해에 누출되지 않는 차수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조류, 파랑, 해일 등 해양의 외력으로부터 매립지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하

므로 차폐호안이 필수요소임

ㅇ 해상처분장의 시공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관리형 폐기물 매립호안 설계ㆍ시

공ㆍ관리 매뉴얼에는 경사식 호안, 중력식 호안, 2중 강널말뚝식 호안 등의 일반적 

호안구조에 차수공이 적용된 차폐호안의 기본구조가 반영되어 있음

ㅇ 최근 일본에서는 기본차수공에 백업기능을 부여하여 차수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fail-safe개념을 적용한 차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임 

ㅇ 그러나, 무인도서 연결이 용이한 구조의 차폐호안이나 매립단계에 따라 확장이 가

능한 모듈형 호안구조는 제안된 바 없으므로 한국형 모델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

함

ㅇ 최근 해상 최종처분장은 다양한 해양생태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연계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최종처분장은 외측 호안을 생태호안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세마카우(Semakau) 매립장은 일부 구간을 최종처분장으로 활용하면

서 나머지 구간은 해양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으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낚시, 조류조망시설, 천문대, 갯벌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연구내용 및 
범위

ㅇ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설치/제거/재설치 가능한 모듈형 호안 개발

  - 자연호안 연결구조 모듈 개발

  - 모듈형 호안구조의 최적 차폐공법 개발

  - 모듈형 차폐호안 성능 평가

  - fail-safe 개념을 적용한 설계지침 수립

ㅇ 식생블록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 생태호안 기술 분석

  - 유효활용 순환자원 도출

  - 모듈형 호안 최적 생태블록 개발

  - 생태블록의 호안조성 시공성 평가

ㅇ 차폐호안 및 생태호안 조성을 위한 시공지침 수립

ㅇ1세부과제(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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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능 및 
기술 수준

ㅇ 모듈형 차폐호안

  - 무인도서 자연호안과 연결시공이 가능한 호안구조 형식

  - 설치/제거/재설치가 가능한 호안구조시스템

  - 모듈형 호안 시공으로 기존대비 공기 20% 이상 단축

ㅇ 식생 조성이 가능한 호안조성용 생태블록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

ㅇ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

계(3년)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ㅇ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성과의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력 연구 추진

ㅇ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

준의 연구성과 도출

ㅇ 총괄과제 등 관련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

(달성목표),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기술개발 
최종성과물

ㅇ 무인도서연결형 모듈식 차폐호안 시스템

ㅇ Fail-safe 설계기법이 적용된 차폐호안 설계지침

ㅇ 생태호안 조성용 식생블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설치/재설치가 용이한 모듈형 차폐호안 기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ㅇ 생태호안조성을 통해 환경영향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활성화

ㅇ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의 핵심역량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 구축

ㅇ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ㅇ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 정책 기여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2,002백만원 (정부출연금 1,5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및 소요인력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인력 (명) 9 10 10 29

연구비

(백만원)

정부 550 600 600 1,750

민간(추정) 185 200 200 585

합 계 735 800 80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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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최종목표
ㅇ 해상최종처분장의 운영과정에서 내부 오염물질이 외부 해양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차수구조물 손상 및 오염물질 누출 감지시스템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해상처분장에서 차수시스템을 통한 차수성능 유지는 해양환경보호 및 안전한 해상

처분장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차수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구

조물의 손상 및 누출감지 기법의 적용이 필요함

ㅇ 육상매립지의 경우 바닥 차수시스템 하부에 설치하여 침출수 누출을 감지할 수 있

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누출감지를 위한 대표적인 기술은 전기적 감지 기술(Electrical method)로 차수

재 내외부에 전기장을 형성시키고 누출이 있는 경우 전류흐름을 감지하여 누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임.

   - 전기화학적 감지 케이블 기술은 전류를 전달하는 회로와 경보장치를 포함한 회

로로 구성이 되며, 전도성 유체에 의하여 두 회로 사이에 전기적 접촉이 생기면 

경보가 발생하는 기술이 개발된 바 있음 

   - Sandia 국립연구소는 차수시트로 사용되는 지오멤브레인에 변형을 파악할 수 있

는 마이크로밴드가 포함된 광섬유(fiber optics)를 내장시켜서 변형이나 찢김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을 개발함.

ㅇ 일본에서는 차수시트의 변형 및 파손 검지 기술에 대한 연구와 누수감지시스템 개

발을 목적으로 전기적 기법을 활용한 기술과 광섬유를 이용한 감지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ㅇ 국내외 주요 사회기반시설물(교량, 고층빌딩, 원전구조물 등)의 경우 USN 등 ICT 

기반의 계측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러한 계측 자료를 분석하여 시

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요 지수를 평가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

요한 상황임

ㅇ 기존 누수감지기술은 전해질(electrolyte)의 배경농도가 높은 염수 환경에서는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 정적(static)인 지중(subsurface)환경과 달리 동

적(dynamic)인 호안지역 환경에서는 누출감지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ㅇ 해양환경조건과 해상처분장의 차수구조물에 적합한 구조물 손상 및 오염물질의 누

출 여부 및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지기술의 개발이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ㅇ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 감지 기술 개발

   - ICT 기반 다중게측 플랫폼 사양 및 기본 모듈 개발

   - 차수구조물 FCM(Failure Critical Member) 분석

ㅇ2세부과제(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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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섬유 및 압전 센서 기반 계측 모듈 통합

   - 차수구조물 손상유형별 최적 센서 타입결정

   - 차수구조물 손상 유형 및 손상시 응답특성에 대한 DB 구축

   - 재래식 센서와 스마트 센서 융합에 의한 모듈 성능 향상 기술 개발

ㅇ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감지 기술 개발

   - 최종처분장 내 폐기물 성상 예측에 따른 잠재적 오염물질군 선별 

   - 염수환경에서의 특정 오염물질의 누출 감지 센서 또는 시스템 개발

   - 유동 조건에서의 누출감지성능 유지기법 개발  

   - 센서 또는 시스템의 감지성능 안정적 유지 기법 개발

목표 성능 및 
기술 수준

ㅇ 구조물의 손상 및 누출발생 즉시 감지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ㅇ 염수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오염물질 감지 시스템

ㅇ 위치감지 정확도 ±1m 이내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

ㅇ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

계(3년)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ㅇ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성과의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력 연구 추진

ㅇ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

준의 연구성과 도출

ㅇ 총괄과제 등 관련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

(달성목표),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기술개발 
최종성과물

ㅇ ICT 기반의 실시간 구조물 손상 및 누출 감지시스템 

ㅇ 해양의 염수환경에 적용 가능한 오염물질 누출감지 시스템

ㅇ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계측정보 데이터베이스

ㅇ 누출감지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운영 매뉴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ICT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해상처분장 운영의 환경적 안정

성 확보

ㅇ 해상처분장을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환경 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처리비용 절감

ㅇ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의 핵심역량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 구축

ㅇ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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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2,001백만원 (정부출연금 1,5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및 소요인력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인력 (명) 9 9 9 27

연구비

(백만원)

정부 500 500 500 1,500

민간(추정) 167 167 167 501

합 계 667 667 66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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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최종목표

ㅇ 해양조류 등 환경친화적인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처분장 내부 보유수의 수질개선 

기술 개발

ㅇ 매립지반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일본에서는 보유수 상부 폐기물의 분해 촉진을 통한 매립지반 조기안정화 기술이나 

보유수위 저하에 의한 호기성 조건의 영역 확대를 통한 폐기물 분해 촉진 및 조기

안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중임

ㅇ 일본에서는 과거 조성된 매립지에서는 매립폐기물이 관리되지 않아 매립완료 후 부

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조성 단계에서부터 부지개발

을 위한 조기안정화 등 관리기법의 정립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매립지반에 교량 시공을 위한 말뚝기초 시공사례에서 이중케이싱을 

사용하였으며 인접누출 모니터링중이며 다른 대체 공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

행중임. 최근에는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의거하여 매립단계부터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중임

ㅇ 해상처분장의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질 개선과 매립지반의 오

염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

ㅇ 향후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매립지반을 기초지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반개량 및 안정화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매립단

계부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호안 내 보유수 수위제어 시스템 개념설계

  - 보유수 수위제어 운전기법 개발

  - 보유수 수질 영향인자 분석

  - 해양조류를 이용한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수질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해양생태기능 활용방안 도출

ㅇ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반응성 충전재 개발

  - 반응성 배수공법 설계 영향인자 분석

  - 반응성 배수 컬럼 형상 및 배치 설계 기술 개발

  - 반응성 배수공법 설계기준 수립

ㅇ 보유수 및 매립지반 운영관리지침 개발

목표 성능 및 
기술 수준

ㅇ 수질개선기술은 해양조류 등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친환경기술

ㅇ 지반개량을 위한 배수성능과 오염저감 기능을 동시에 갖는 공법 (배수재 투수계수 

ㅇ3세부과제(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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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
cm/s 이상, 중금속 정화 기능)

ㅇ 기존 공법대비 운영관리비용 10% 이상 절감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

ㅇ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

계(3년)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ㅇ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성과의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력 연구 추진

ㅇ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

준의 연구성과 도출

ㅇ 총괄과제 등 관련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

(달성목표),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기술개발 
최종성과물

ㅇ 해양조류를 이용한 처분장 내 보유수의 수질 개선 기술

ㅇ 매립지반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 효과를 갖는 반응성 배수공법 시스템

ㅇ 해상처분장 내 보유수 및 매립지반 운영관리지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매립지반의 조기안정화를 통해 부지 개발시 소요되는 지반개량 비용 절감

ㅇ 보유수 및 지반의 오염저감을 위한 신공법의 개발로 수처리 등 운영관리비용 절감

ㅇ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의 핵심역량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 구축

ㅇ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2,001백만원 (정부출연금 1,50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및 소요인력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인력 (명) 9 9 9 27

연구비

(백만원)

정부 500 500 500 1,500

민간(추정) 167 167 167 501

합 계 667 667 66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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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과제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최종목표
ㅇ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복토재 등의 건설재료화 기술 및 LID 기반 다목

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ㅇ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과 ‘런던협약 96 의정서’는 육상기인 유  

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2012년 하수오니 등의 해양 배출을 금지한데 이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

ㅇ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강국으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음. 그러나 해양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으로 각종 해난사고빈번 발생과 해양환

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ㅇ 해양쓰레기(marine debris or marine litter)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부주의한 처리나 

폐기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지칭하는데, 주로 폐어구나 어망, 육상

기인 쓰레기, 항구 내 부유쓰레기, 해외기인 쓰레기 등이 있음

ㅇ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은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개발, 어업용 폐스티

로폼 감용기 개발, 폐FRP선박 용융안정화 처리시스템 등의 수행된 바 있음

ㅇ 폐어망의 경우 수분 및 염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쉽지 않아 단순매립처

리에 의존하는 실정임

ㅇ 이에 폐어망과 폐로프는 해양에 무단폐기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이들 폐기물은 약 200만톤 가량 근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연간 4만톤 가량이 매년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축적되는 폐

기물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임

ㅇ 폐어망을 활용한 지반의 개량은 그 유용성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사

례가 많지 않음

연구내용 및 
범위

ㅇ 친환경 보강재로서 폐어망 성능평가

  - 폐어망 채취, 선별 및 분석  

ㅇ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 지반보강효과 분석

  - 경량지반조성효과 분석

  - 식생친환경조성효과 분석

  - 시공성 평가 및 매뉴얼 작성

ㅇ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의 장기 환경안정성 평가

  - 강도, pH가 식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지침 수립

ㅇ4세부과제(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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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능 및 
기술 수준

ㅇ 폐어망을 활용하여 보강한 지반의 강도 10% 이상 증진

ㅇ 해양쓰레기를 이용한 건설재료 활용 방안 세 가지 이상 제시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

ㅇ 1단계(3년)는 핵심요소기술개발단계로 R&D에 집중하여 요소기술을 완성하고 2단

계(3년)는 시범사업의 단계별 연구를 추진하며, 1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

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추진

ㅇ 연구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기관은 산ㆍ학ㆍ연ㆍ관계의 협동 연구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 실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양, 토목, 환경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수행

  - 연구성과의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협력 연구 추진

ㅇ 일본 등 해외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및 해외 관련 연구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교류ㆍ협력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 및 조기 실용화

  - 해외 우수사례 및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국내 기술역량을 단시간에 향상

  - 해외 연구진과의 협력체계구축으로 최신 기술 및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세계적 수

준의 연구성과 도출

ㅇ 총괄과제 등 관련과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장적용할 기술, 검증내용

(달성목표),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기술의 시범사업 적용 추진

기술개발 
최종성과물

ㅇ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 조성 기술

ㅇ LID기반 해양순환자원 건설재료

ㅇ 해양쓰레기 혼합 복토재

ㅇ 해양쓰레기 건설재료 활용지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새로운 경량 건설 재료로써의 활용 방안 제시 및 버려진 폐어망을 사용함으로써 건

설 재료비의 절감

ㅇ 산업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분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ㅇ 해양쓰레기 활용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총연구비: 1,932백만원 (정부출연금 1,450백만원)

ㅇ 연차별 연구비 및 소요인력

구분
연차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소요인력 (명) 8 9 9 26

연구비

(백만원)

정부 450 500 500 1,450

민간(추정) 150 166 166 482

합 계 600 666 66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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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역사업

과 제 명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공간조성 핵심기술개발

연구기간 총 3년 이내 정부출연금
‘15년 26.2억원 이내

(총 86.2억원 이내)

주관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여부

B 과제제안요구서(RFP)

□ 필요성

○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해양신공간 확보의 방법으로 해상최종처분장을 조성하여 운

영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폐기물을 해양공간개발자원으로 인식하여 1970년대부터 해상처분장을 조성하

기 시작하였으며 매립이 완료된 부지를 도시개발, 항만관련부지, 녹지 등으로 활용

- 동경만에는 내측 188ha, 외측 314ha 규모의 해상처분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이며, 매립 후

에는 동경 올림픽 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오사카와 인근의 5개 현은 항만과 도시기능 확충과 새로운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휘닉스

센터를 설립하여 4개의 해면처분장(Amagasaki-113ha, Izumiotsu-203ha, Kobe-88ha,

Osaka-95ha)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처분장은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2곳은 매립이 진행중임

- 싱가포르는 육상 공간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세미카우(Semakau) 최종처

분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이며,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2005년부

터 관광목적으로 개방하여 스포츠, 낚시, 조류관찰, 자전거도로, 캠핑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New York Times지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해상처분장의 새로운 해양공간 

창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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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매립처분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과 주민 의견 대립의 심화로 폐기물매립지

에 대한 대안 필요

- 2016년에 수명이 종료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지자체간의 분쟁과 관계기관 및 주민의 

의견 대립 심화

-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잔여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매립지 수명종료에 대비한 

추가 매립지 미확보로 쓰레기 대란 예상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정책에 부합하는 해양공간활용모델 개발 필요

- 정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

○ 소규모 무인도서의 유효 활용을 위한 적정 개발 방안 필요

- 무인도서 개발사업은 46건(2011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

으며 육지에 인접한 무인도서 대상, 관광 목적의 개발 유형이 다수임

- 해양수산부는 2012년까지 1,044개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을 완료, 2014년까지 나머지 

1,649개의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을 지정할 계획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 필요

- 폐어망과 폐로프는 해양에 무단폐기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며, 이에 따라 이들 

폐기물은 약 200만톤 가량 근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연간 4만

톤 가량이 매년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축적되는 폐기물의 양은 계속해

서 늘어날 전망임

- 폐어망의 경우 수분 및 염분에 의해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쉽지 않아 단순매립처리에 

의존하는 실정

○ 해상최종처분장의 해양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 필요

- 차폐호안, 누출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지반 및 수질 관리 등 처분장의 친환경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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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1) 최종목표

○ 무인도서 연계형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신공간조성을 위한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누출감지 모니터링 및 지반/수질관리,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핵

심기술 개발

(2)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
분장 기반 
해양신공간 
개발 기반 

구축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법/제도 개선(안)
도출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특별법
(일본)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 입지선정기준(안)

도출 -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계획안 - -

2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

모듈식 시공으로
공기 20%이상 

단축
- -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 식생 블럭 - -

3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 감지 기술

m 위치감지 정확도
±1m 이내 - 개발중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감지 

기술
- 염수조건에서 

오염물질 감지 - 개발중

4

해상처분장
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 운영관리비용 
10%이상 절감 - 개발중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
배수재 투수계수 
1×10-3cm/s 이상,
중금속 정화기능

- -

5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
폐어망 보강 지반의 
강도 10% 이상 

증진
-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 기준 

수립
-

해양쓰레기 
건설재료 활용 

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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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정부출연금(억원) 26.2 30 30 - 86.2

(3) 세부 연구내용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기반 해양신공간 개발 기반 구축

- 무인도서 연계 해상최종처분장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해상처분장 입지선정 기준 수립

-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 무인도서 연계 모듈형 차폐호안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모듈형 차폐호안 구조시스템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 식생블럭을 이용한 생태호안 조성 기술 개발

○ 차수시스템 손상 및 누출 감지를 위한 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ICT기반 다중계측에 의한 차수구조물 손상 감지 기술 개발

- 차수시스템 오염물질 누출감지 기술 개발

○ 해상처분장의 친환경 운영관리를 위한 지반 및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해양생태기능을 이용한 호안 내 보유수 수질 개선 기술 개발

- 매립지반 오염저감 및 조기안정화를 위한 반응성 배수공법 개발

○ 해양쓰레기 건설재료화 기술 개발

- 폐어망을 활용한 다목적 생태환경공간조성 기술 개발

- 해양쓰레기의 건설재료 활용 기준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 정부출연금 예상 투입액,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참여필수, matching 비율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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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무인도서 연계형 개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무인도서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수

립에 기여

○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설ㆍ운영ㆍ관리 핵심역량 확보

- 설치/재설치가 용이한 모듈형 차폐호안 기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생태호안조성을 통해 환경영향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활성화

- ICT기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해상처분장 운영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 해상처분장을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및 처리

비용 절감

- 매립지반의 조기안정화를 통해 부지 개발시 소요되는 지반개량 비용 절감

- 보유수 및 지반의 오염저감을 위한 신공법의 개발로 수처리 등 운영관리비용 절감

○ 해양쓰레기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해 해양쓰레기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

- 새로운 경량 건설재료로써의 활용방안 제시 및 폐어망을 사용함으로써 건설 재료비 절감

- 산업 부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분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을 해양공간조성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 해상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제고

○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로 해양분야 신산업 창조경제실현 및 고용창출 기여

- 관리형 해상최종처분장 조성 사업(7,030억원 규모의 사업추진 가정) 추진시 발생되는 경

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 1,6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8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9,8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