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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상하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다.

새로움은 현재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Beyond New Thing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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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주택과 건물, 도로와 교량, 철도와 지하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와 문화가 있고 인류를 변화

시켰던 문명과 시대의 기술들도 함께 자리합니다.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하는 안전한 건설 기술,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첨단 신기술을 

오늘도 가장 먼저 연구합니다.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지구를 이롭게 하는 최첨단기술을 연구합니다
Songdo Northeast Asia 
Trade Center

Malaysia Telecom Building

PROLOGUE

운영목표

업역

기술연구원 경영목표   

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설립목적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은 종합건설업체의 기술연구원으로서 고도화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사의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설 전반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선진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전사 기술전략 수립 및 관리

·신기술·신공법 개발 및 실용화

·현업 기술 및 수주지원 

·수익사업 수행 

·전문실험동 및 공인기관 운영

·기술홍보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국책과제 선별적 참여 

내일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기술 연구의 첫 번째 장을 열어 가장 앞선 생각, 가장 빠른 연구로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신공법 개발은 물론 현업지원과 기술 인프라 강화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설기술 연구기관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신기술, 새로움을 넘어선 미래를 열어갑니다

INTRODUCTION

건설기술센터 

기술연구원 

기술정보센터 

현업지원센터 

기술인력육성센터 

건설 전반에 관한 신기술과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험에 의하여 실용화함으로

써 선도적인 기술기반을 확립

한다. 

축적된 기술자료와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설계·시공에 

관한 기술을 보급·지원함으

로써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국내외 건설기술관련 단체와

의 기술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기술정보를 수집, 

소화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조성한다.

INTRODUCTION



FACILITIES

자연과 사람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은 상상력이 현실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최첨단 장비와 대규모 시설을 갖춘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건설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한 상상력,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건축분야

건축계획

01. Double Skin 채용 

02. Louver에 의한 일사 차폐

03. Twin Core 채용

04. 창면적의 감소 

05. 건물방위의 최적화 

06. 지중공간의 활용 

07. 층수감소(저층화)

08. 층고 감소 

09. 출입구에 방풍벽 설치

10. 방풍실 설치

11. 계단실, 화장실의 자연채광창 적용

12. 건물 외벽의 색채 계획

13. 옥상면의 일사 차폐

14. 자연환기가 가능한 조치

15. 건물 주변의 녹화 식재

건물의 단열

16. 단열창호 사용 (단열 Shutter)

17. 창문틀의 기밀성, 단열성 향상 (System 창호)

18. 특수복층유리 사용

19. 외벽 단열 강화

20. 지중 단열 시공 

21. Earth Berming 적용

전기설비분야

조명에너지 절감

22. TAL 방식의 적용

23. Card key형 Swich의 적용

24. 창측 조명기구의 제어 (주광 이용)

25. 화장실, 계단실의 주광 이용

26. 휴식시간 강제소등 제어

27. 건축의 내장 마감색 배려

28. 유도등 점등 제어

29. 조명 Pattern 제어

30. 화장실의 개실 제어 

31. 고반사 저휘도 반사갓 적용

32. 에너지 절약형 안정기의 사용

33. 저소비 전력형 형광등의 사용

34. 정전시 제어 

동력 감소

35. 역률 개선

36. 저손실형 변압기 사용

37. 변압기 대수 제어

기계설비분야

태양열 이용

38. 태양열 냉난방 이용

39. 태양열 급탕 이용

40. 태양열 복사난방 이용 

열부하 감소

41. 에너지 절약 조명방식에 의한 부하 절감

42. 지중 Duct를 이용한 지중 열교환 (Cool Tube)

43. 외기 흡입구 위치의 최적화

44. 외기 냉방 제어

45. 예냉, 예열시 외기량 제어

46. Double Skin내 통풍 제어

47. 최소 외기량 제어

반송에너지 절감

48. Low Leakage Damper 사용 

49. VAV 방식 적용

50. 대온도차 방식의 채용

51. 배관계의 저항 감소

52. VVVF 전동방식의 적용 (AHU, Elev, Pump)

53. Duct계 누기 대책 (Leakage 방지)

54. 탕비실 등 자연환기의 최대 이용

55. 국소 환기

56. Pump 대수 제어

57. 상시부하에 의한 열원용량 선정

이용효율 증대

58. 축열 System 이용

59. 냉동기 냉수온도 상승

60. 온도성층형 축열조의 사용

61. 냉각탑 Fan 운전 제어

62. 고효율 열원기기의 사용

63. 통풍기화식 가습방식 적용

64. 열원장비의 최적운전 제어

65. 최적기동 제어

66. 축열조 단열 강화

67. 배관계 단열 강화 

68. 자동판매기의 Schedule 제어

위생설비

69. 절수기구의 사용

70. 대변기의 급수압 저감 (Low Tank)

71. 배수의 자연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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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가지의 기술과 기법으로 실현한 에너지 절약형 연구동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의 상징입니다  

FACILITIES



풍동실험동

바람이 구조물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시설로서 건물, 

교량 및 대형구조물 등에 작용하는 풍력, 풍압, 풍진동 및 풍환경 등의 평가를 

통해 구조물의 내풍안전성 및 사용성 등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반공학실험동

지반공학분야의 핵심 연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Geotechnical Centrifuge를 

운영하여 지반 구조물의 모델실험(시공 및 설계 타당성 검토, 신공법 연구결

과의 신뢰성 확보)과 각종 물리/역학적 지반재료 시험을 실시합니다.  

설비실험동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건축환경 및 설비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실험동입니다. 지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언제라도 

재현할 수 있는 인공기후실험실, 쾌적한 공기환경 조성을 위한 IAQ 실험실 

등 다양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멀티가스모니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향실험동

건축재료의 흡차음성능과 소음원의 음향특성 평가를 위한 시설로서 한국공

업규격(KS) 및 국제표준화규격(ISO)을 만족하는 무향실과 잔향실이 있으며 

축소모형실험을 위한 모델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재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4,168㎡, 200명 수용)로서 직급별, 테마별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내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동

최첨단 시설을 갖춘 초에너지 절약형의 환경친화적 그린빌딩으로 더블스킨, 쿨튜브 

등 71개 항목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R&D 및 기술교류의 장입니다. 

중앙실험동

다목적 실험시설로서 콘크리트 실험실, 토질 분석실, 환경시험실 등 건설분야의 기본

실험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구비한 종합 실험동입니다. 

대형구조실험동

지진, 태풍 및 토압 등 다양한 형태의 외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해 3층 규모의 

구조물 및 20m 지간 거더 등과 같은 실대형 구조물에 대한 구조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실험동입니다.

국내 최초로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실현한 연구동을 비롯하여 대규모 

실험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다양한 실험동에서 건설의 미래를 여는 

신기술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대규모 실험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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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대지 : 총 5필지 30,423㎡ / 9,203평 

·건물 : 총 8개동 16,718㎡ / 5,05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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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F  RESEARCH  GUIDANCE

기술의 진화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건물과 교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만들어내고 유무선 컨버전스가 자연과 어우러진 

거대한 새로움을 건설하여 움직이는 일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건설문화, 기술 앞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BEYOND  NEW  THING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INFRASTRUCTURE  

PLANT & ENVIRONMENT  

BUILDING  &  HOUSING  

DISASTER  PREVENTION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 거가대교 침매터널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INFRASTRUCTURE 

PLANT & ENVIRONMENT 

BUILDING  &  HOUSING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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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콘크리트 분야 -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환경에도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크리트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설재료  

초고층 건축용 자기충전 콘크리트 기술

장수명 해양콘크리트 기술

조기강도 콘크리트 기술

극서중 콘크리트 기술

초장대교량 고기능성 콘크리트 및 이용 기술

고품격 구조물을 위해 기본부터 앞서갑니다



초고층 건축용 자기충전 콘크리트 기술

초고층 건축물 건설에 필수적인 기술인 초유동 자기충전 콘크리트 

기술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극대화시켜 과밀배근된 부재에 콘크

리트를 타설할 때 다짐작업이 필요없도록 한 기술입니다.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여 허니컴과 같은 시공결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최상층까지 콘크리트를 쉽게 펌프압송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KLCC타워, IB타워 및 송도 ATT센터, 말레이시아 텔레콤사옥 등과 

같은 국내외 대형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수직부재의 과밀배근 초유동 자기충전 콘크리트 타설 전경

극서중 콘크리트 기술

고온 건조한 극서중 환경에서 습식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 고품질의 구조물 실현을 위한 콘크리트 배합설계 

및 품질확보 기술로서, 카타르 수리조선소, 말레이시아 KLCC, IB Tower, 싱가포르 Scotts tower PJ 등에 적용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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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해양콘크리트 기술

염화물 및 황산염 침투저항성 등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작용에 대하여 100년이 경과하여도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할수 있는 기술로서 거가

대교 현장,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 등에 적용하였

습니다.

초장대교량 건설을 위한 핵심 재료연구로 고기능성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개발된 재료의 효과적인 타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연구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주탑 시공용 고압송 콘크리트, 앵커리지 시공용 초저발열 콘크리트, 

해상기초 시공용 복합성능 콘크리트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장대교량 고기능성 콘크리트 및 이용 기술

조기강도 콘크리트 기술

시멘트 제조공정 중 발생되는 미립자 시멘트를 이용한 조기강도 

발현 기술로서 한중 및 한랭기 콘크리트 골조공사의 층당 싸이

클 단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40건의 건축 및 주택현장에 적용

하였습니다.

친환경 건설재료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삼척그린파워 2호기

고양삼송지식산업센터

카타르수리조선소 세인트레지스호텔

거가대교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조기강도 발현성능

수직부재 거푸집(5.0MPa)

기존배합
조강형혼합재 혼입

40%
3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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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수명 예측 시뮬레이션



경제적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나십시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가절감, 

공기단축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지향 실용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INFRASTRUCTURE

▶거가대교 (부산 - 거제간 연결도로)  

차세대교량

완전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초장대교량 구조해석 및 시공관리 기술

강재절감형 조립식 충전강관 연속교 기술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격납구조물 항공기 충돌·화재 안전성 해석 기술

방사성 폐기물 지하공동처분장 건설 기술

해양공간

석션파일 / 석션앵커 기술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기술

초장거리 해저터널 시공 기술

지반기술

산업부산물 활용 고품질 지반조성 기술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 기술(신기술 제700호)

저분진 고성능 숏크리트

HIT 그라우팅 기술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INFRASTRUCTURE

PLANT & ENVIRONMENT

BUILDING  &  HOUSING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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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조립식 급속시공 교량
초장대교량 구조해석 및 시공관리 기술

콘크리트 충전강관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한 조립식 충전강관 교량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 강합성 교량으로 강재중량의 획기적인 절감을 통해 구조물을 경량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고 

조립식 공법을 이용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관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공법입니다.

강재절감형 조립식 충전강관 연속교 기술

INFRASTRUCTURE  |  Next Generation Bridge

국책과제 초장대교량 사업단의 고성능·콘크리트/포장재료 및 이용기술 개발 과제에서 협동연구과제로 공기단축

형 콘크리트 및 현장타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장대교량이란 사장교 경간장 1km 이상, 현수

교 2km 이상의 교량을 말하며 수직높이 400m 이상의 콘크리트 주탑, 대형 앵커리지, 복합성능 수중 불분리 콘크

리트와 같은 특수 콘크리트 제조 및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교량 
Next Generation Bridge

≫ PnP 거더 기술 (신기술 제 542호)

PnP 거더 공법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고정하중을 이용하여 프

리스트레싱 텐던을 단계별로 긴장하는 신형식 교량공법입니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PSC 거더의 효율화, 장지간화, 급속시공 등

이 가능합니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방호벽 기술

구조실험을 통해 파괴거동 및 내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호벽과 동등이상의 구조성능을 갖는것이 규명되었으며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등에서 유리한 공법입니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기술 (신기술 제 405호)

전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은 현장타설로 건설되

는 교량 바닥판을 프리캐스트화한 기술로, 공기를 50% 이상 단

축하고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으로 바닥판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계화 시공이 가능하고 거푸집설치가 필요없

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확보된 혁신

적인 공법입니다.

연속교 지점부 실험 모형교량 실험 교각 합성 공법 강관 이음부 공법 바닥판 합성 공법

≫ 조립식 교량 하부구조 기술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를 이용한 조립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교

각 공법은 실험 및 현장적용 등을 통해 현장타설 교각과 동등한 구조

성능을 갖는 것이 규명되었으며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 등에서 유리한 

공법이다. 이러한 조립식 공법의 장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캐스

트 세그먼트를 합성부재로 모듈화한 모듈러 교각 시스템 개발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완전조립식 교량은 교각, 바닥판, 방호벽 및 거더를 공

장에서 제작하고 각각의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작업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한 신공법으로 급속시공 

및 고품질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는 신공법입니다. 

완전조립식 교량 공법의 개발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바닥판 기술(신기술 405호), PnP 거더 기술(신

기술 542호), 조립식 교량 하부구조 기술,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 조립식 방호벽 기술 및 조립식 충전강관 거더교

를 개발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석션파일 / 석션앵커 기술

석션파일은 파일 내부의 물을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발

생된 파일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파일을 말합니다. 석션파일은 일반적으로 대수심에서 부

유식 구조물의 앵커, 해양 기초로 사용됩니다. 

석션파일이 기존 파일이나 앵커에 비해 가진 장점으로

는 파일의 크기나 수심에 제약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파

일 내부에 물을 주입하여 발생된 양압력으로 인발이 가

능하다는 것입니다. 석션앵커는 석션파일에 의해 설치

되는 해상기초의 하나로, 석션파일과 동일한 직경을 가

지고 있는 원통형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깊

이까지 석션파일에 의해 설치된 석션앵커는 석션파일과 

분리되어 석션파일은 재사용되고 석션앵커는 지반내에 

영구적으로 설치됩니다.

부유식해상공항(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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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격납구조물 
항공기 충돌·화재 안전성 해석 기술

원자력발전소 격납구조물의 비선형 유한요소모델을 개

발하고 내압, 항공기 충돌 및 화재 등의 특별하중 하에

서 격납구조물의 극한 내력, 파괴현상 등을 엄밀히 예측

할 수 있는 구조해석 기법을 개발하여 안전성 평가에 활

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충돌시 콘크리트의 최대 주응력도 화재시 온도 분포

INFRASTRUCTURE  |  Atomic Energy INFRASTRUCTURE  |  Marine Space

원자력
Atomic Energy

해양공간 
Marine Space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체 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지

지구조물은 풍력발전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결

정하는 주요한 구조물입니다. 콘크리

트를 활용한 중력식 석션기초의 경우 

높은 구조물 강성을 갖기 때문에 강

재 사용시보다 변형과 진동에 유리하

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피로

강도 및 내구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중력식 석션기초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월성방폐물시설1단계현장

방사성 폐기물 지하공동처분장 건설 기술

화석연료의 생산이 감소되어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원자력발전과 기술개발을 통

해 원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정성은 물론 폐기물 처분의 안정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

내 최초로 시공되는 월성방폐물처분장 건설 경험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하 대공간 보강 기

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장거리 해저터널 시공기술

대륙이나 국가간을 연결하는 초장거리 해저터널 시대를 맞

이하여 Drill & Blast, 침매터널, Shield TBM 등 다양한 공법

을 이용한 해저터널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

내최장 Drill & Blast 터널인 솔안터널(L=16.2km), 세계최초 외

해 침매터널인 거가해저터널(L= 1.8km), 국내최초의 한강하저 

Shield TBM 터널(L=846m) 등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외해 침매터널(거가 해저터널)

주터널

서비스터널

연결통로 

공기순환로  

주터널
해저터널 개념도

Shield TBM터널(국내최초 한강 하저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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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기술
Geotechnical engineering

매립석탄회, 현장발생 불량 폐토사, 이산화탄소 포집공

정(DECO2)에서 발생하는 탄산칼슘(CaCO3) 등을 포함

하는 산업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양질의 지반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지반조

성기술의 적용으로 지반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시공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부산

물의 재활용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신기술 제700호)

저분진 고성능 숏크리트

PMR(Precast Modular Retaining wall)옹벽은 공장에서 모듈화된 

옹벽 블록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여 사면을 보

강하는 급속시공 옹벽 공법입니다. PMR 옹벽은 6m이하 사면까

지는 지보재(앵커 등) 없이 L형 옹벽 블록의 경사(1:0.3)와 자중

(2.5ton)만으로 사면의 토압에 저항하는 구조로, 옹벽 블록(가로

1.5mx세로1.5m)을 지그재그 쌓기 후 저판과 측면부의 전단키와 

상하부의 연결철근으로 옹벽 전체가 일체화 거동을 하도록 합

니다. 기존 구조물과 인접한 사면 공사 시 PMR 옹벽 블록의 저

판 폭이 1.2m 밖에 되지 않아 배면 토공량을 최소화하므로 저진

동 및 저소음 시공이 가능한 경제적인 공법 입니다.

숏크리트는 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응결시간 단축에 따른 초기강성

확보와 장기 휨강도 확보, 경제성측면에서는 리바운드 저감 그리

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다량으로 발생되는 분진의 저감이 요구

됩니다. 이를 위해 숏크리트용 고성능 결합재, 혼화제 및 분말 급

결제와 분말/액상급결제 겸용 타설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공법을 적용할 경우 재료적인 효과로서는 응결시간단축은 

물론 콘크리트 점성이 증대되어 리바운드 저감과 강섬유 혼입률

이 높아져 강섬유 설계배합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적인 

효과로는 맥동최소화로 분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분말/액

상 겸용 사용으로 지하수 조건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한 분말공급장치는 액상장비와 동일하게 별도의 전원공급이 필요 

없으며 초고압 압송펌프와 콘크리트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함으로

서 막힘현상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성 도로확장 현장

분말/액상 겸용 숏크리트 장비

표층개량을 위한 CQC-1 시공전경

강화지반 조성을 위한 CQC-2 시공전경

석탄회 혼합 준설매립공법(CGC) 시공전경

사면
세굴방지

기초하부
치환층 지중매설관

주변채움

지하 공동(동굴) 채움

폐관충진

공동구
주변채움

보조
차수층

준설매립
연약지반
중층개량 연약지반

표층개량

토류벽
뒷채움

지하철
주변채움

도로하부
강화지반

옹벽
배면채움

고품질 지반조성기술 적용 분야

HIT(High-quality Injection Technology) 그라우팅 기술은 발전소,

대형수리조선소 및 해상교량 등 해상공사 가물막이 차수

(HIT-SOIL) 및 해저터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대심도 터널 등

대규모/대심도 지하공간차수(HIT-ROCK)로 사용됩니다. 

HIT-SOIL은 지반차수전용으로 주요구성물질인 반응성의 

SiO2가 수산화칼슘과 포졸란 반응을 통해 용탈을 방지하여 

강도, 내화학성 및 내해수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HIT-ROCK

은 아윈계광물을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초속경성으로 3시간 

이내 2MPa 강도발현이 가능하여 기존 시멘트밀크대비 양생

시간을 70%이상 줄일 수 있어 차수품질 및 공기단축이 필요한 

터널/댐 현장에 적합합니다.

HIT 그라우팅 기술

HIT 그라우팅 시스템

산업부산물 활용 고품질 지반조성 기술

≫ 석탄회 활용 준설매립지반 조성공법(CGC)

준설매립공사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부산물인 매립석탄회와 준설토

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매립하거나, 석탄회의 특성을 이용하여 연

약지반의 표층처리에 대한 모래 대체재로 활용하거나 연직배수공

법에 적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설매립시 석탄회를 혼

합하게 되면 지반조성속도의 증가, 조성지반의 전단강도 증가로 인

한 작업성 향상 및 부지개량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준설투

기시 발생하는 부유물(SS)의 저감 및 대량준설에서 발생하는 환경

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고유동성 충진공법(CQC-1)

현장발생 불량토를 굴착 후 폐기하지 않고, 물과 친환경 고화재를 

혼합하여 굴착 부위에 타설하고 고화시킴으로써 고강도의 지반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재료가 갖는 고유동성으로 인해 다짐이 불

가능한 다양한 위치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다짐

지반에 비해 2배~10배의 강도를 갖습니다. 현장토사의 활용이 불

가능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산업부산물을 토사대체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품질 다짐지반 조성공법(CQC-2)

다짐장비의 진입은 가능하나 지반의 함수비가 높고 세립분 함량이 

많아 소요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공법입니다. 불량토에 탈수 및 경화촉진용 고화재를 투입하고, 전용

장비에서 완벽히 교반 후 시공위치에 포설하여 수 회의 다짐을 실시

함으로써 균질한 고강도의 지반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일반적인 다짐

지반에 비해 2배~20배의 강도를 갖습니다. 단순히 다짐도만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고화재를 혼합하지 않고 매립석탄회 등 산업부산물을 

대체 혼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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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시공기술의 고도화로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IT가 융합된 배관관리 및 자동용접 기술로 플랜트 시공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친환경플랜트 기술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발전 / 플랜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기술

미래에너지 수소 생산 기술

시화호조력발전소 그린에너지 기술

배관 자동용접 기술

부식 방지 기술

배관통합관리시스템

수처리 / 신재생에너지

하수고도처리 기술

막분리 고도정수처리공정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하수슬러지 전처리 및 감량화 기술

소각장 유해 배출가스 제거기술

▶나이지리아 보니 LNG 플랜트 현장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DECO2(Daewoo Elimination of CO2) 기술은 발전소, 소각장,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분리하여 활용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주는 친환

경기술입니다. 인천 청라소각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

로 울진 민자복합화력발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PLANT & ENVIRONMENT  |  Power Generation / Plant

발전 / 플랜트 
Power Generation / Plant

울진화력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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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2 이산화탄소 제거공정 Pilot Plant

희생양극봉 설치 최적 위치 검증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하구나 만을 방조제로 막아 

호수를 만들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외해와 호수 내

의 수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두 번 발생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연간 552백만㎾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50만명

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연간 862천배럴의 유류 

수입대체효과와 315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청

정개발체제(CDM)로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선진국에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

여할 것입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 그린에너지 기술

시화호조력발전소

폐기물을 이용하여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DWH

(Daewoo Waste to Hydrogen) 공정은 가스화기, 촉매반응

기, 분리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공정을 통하여 

60~70% 이상의 수소를 생산하고, 가스정제를 통하여 고

순 도 의  수 소

를  저 비 용 으

로 생산할 수 

있 는  미 래 형 

기 술 입 니 다 .

미래에너지 수소 생산 기술

Hi-TEMP
Gas Claening

Gasifier

Catalyst

Catalyst,
H2O

Waste

Solid Catalyst, H2O

HTS(High Temperature Shift Reactor)
LTS(Low Temperature Shift Reactor)

Distributor

H2O, O2

H2

CO2

CO

Refinery
Reformer

H2

CO2CO4

CO4

CO2

CO2

CO2

CO2

H2

CO

CO

CO

H2

H2

H2LTS

HTS

폐기물 수소 생산공정도

배관 자동용접 기술

부식 방지 기술

무궤도 배관 자동용접 기술은 대형 파이프 라인(Pipe Line)의 배

관시공 중 적용하여 균일한 용접 품질을 확보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숙련된 용접사를 대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

니다. 자동용접장치는 캐리지(Carriage)에 부착된 센서(Sensor)를 

통하여 그루브를 인식하여 제어

부에 입력된 값에 따라 자율주

행하며 용접을 수행한다. 향후 

육상 또는 해상의 대형 가스관 

또는 송유관의 설치공사에 적용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Oil & Gas 저장탱크 등의 철제 구조물 내부 부식은 현장 시

공 후 수행되는 수압테스트 과정에서 해수 사용에 의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방식

(cathodic protection) 중 하나인 희생양극법은 고가의 약품 

및 해수의 전·후처리가 필요

없어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제

시될 수 있고, 본 기술은 탱크 

내부에 희생양극을 설치함에 

있어 길이와 간격, 위치, 금속 

종류 등의 최적 설계치와 시

공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배관통합관리시스템

배관통합관리시스템은 플랜트배관 시공에 필요한 전 과정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WMM (Welding Map 

Management)과 PWM (Piping Work Management) 으로 구성됩

니다. 플랜트 공사 수행시 요구되는 다양한 배관 도면작업을 전

산화하여 품질과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배관자동용접 테스트육상 송유관 적용

PCMS 구현

통영LNG생산기지

사우디아라비아 SADARA Tank PJ 현장 모로코 조르프라스파 비료공장현장



담수화 기술은 중동지역 등 수자원 빈국의 

물수요 증가에 따른 해수담수화 분야 뿐

만 아니라, 발전 및 석유화학 등의 다양한 

플랜트 사업에서 용수공급 및 수처리 계통

의 공정 요소로서 적용됩니다. 나노여과와 

역삼투를 융합한 D-NARO (Daewoo-NF 

Assisted RO) 기술은 다양한 염도 및 수질

조건에서 안정적인 담수화 설계 및 운영을 제시하고, 현 시장의 주력

기술인 역삼투 공정 대비 10% 이상의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원수유입

혼 화 침 전 최종 처리수
정밀여과막

(MF)

나노막
(NF)

섬유사 여과기

응 집

Intake

Mix Sedimentation Treated water
Microfiltration

(MF)

Nanofiltration
(NF)

Fiber Filter

Coagulation

Conventional RO

Opex

Fresh water

Concentrate discharge into sea

Sea or
Brackish Water

Reverse
Osmosis

10% reduction

Fresh water
Reverse
OsmosisNano�ltration

Stream or WWT e�uent Concentrate reuse

NF assisted RO (D-NARO)

Forward Osmosis

막분리 고도정수처리공정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최첨단 막여과고도정수처리 공정으로 

탁질 및 미생물 제거에 우수한 정밀여과막과 미량유해물질 제거에 우수

한 나노막을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운영모드와 

세정모드를 통해 막오염을 최소화해서 경제적 운영이 가능하고 배출수 

재이용기술로 친환경성과 고회수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

들은 영등포 정수장 등을 포함해 총 56,000m3/일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담수화 기술(D-NARO) 공정도

하수고도처리 기술

국내 대표적인 하수고도처리기술인 DNR(Daewoo Nutrient 

Removal) 공정은 국내 최다 및 최대의 적용실적을 보유하고 있

으며,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부천, 2006)과 행복도시 수질복원센

터(세종, 2013) 등 36개소에 적용되었습니다. 분리막을 이용한 하

수고도처리기술인 DMBR(Daewoo Membrane BioReactor) 공정

은 양질의 처리수를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이 가능한 기술로써, 

산동하수처리장(구미, 2009), 효천물빛노닐터(광주, 2013) 등 총 

12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시설

DIMS 공정도

PLANT & ENVIRONMENT  |  Water Treatment / Renewable Energy

수처리 / 신재생에너지
Water Treatment / Renewable Energy

김해화목 하수처리장 전경 하수처리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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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하수슬러지 전처리 및 감량화 기술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유용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입니다. 천연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은 

인천 송도 환경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2005, 2013), 행복도

시 수질복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2013) 등에 적용되었습니

다. 2009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유기성폐기물 바

이오가스 생산기술(Daewoo 

Biogas System)은 하수슬러지

나 음식물폐기물 등을 이용해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로 

환경보전과 동시에 신재생에

너지 생산이 가능한 자원 순

환형 환경기술입니다.

하수처리공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마이크로파와 열풍을 이

용하여 효율적, 경제적으로 감량화 (부피감량율 : 67~75%, 함수비 : 

20~60%) 함으로써, 하수슬러지의 재이용 및 최종처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기존공법 (열풍만 사용시)에 비해 약 1.5~2배 이

상의 효율 증대와 운전시 발생하

는 악취저감으로 민원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악취처리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홀더

고질화(Upgrading)

탈수/건조(DSM) 폐수처리

열병합발전기

정 제

바이오가스

Digestate

원통형 소화조

유기성
폐자원

UASB
(이상소화)

유기성
폐자원

수평형
소화조

(TS < 5%)

유기성
폐자원

(TS < 25%)

(TS < 13%)

(반)건식소화

습식소화

Odor Removal

Biogas

Biogas Holder

Upgrading
(Biomethane)

Dewatering &
Drying (DSM)

WWTP

                 CHP
(Electricity+Heat)

Puri�cation

Biogas

Digestate

Digestate

Digestate

Cylindrical
Digester

Organic
Waste

UASB

Organic
Waste

Horizontal
Digester

(TS < 5%)

Organic
Waste

(TS < 25%)

(TS < 13%)

Dry Digestion

Wet Digestion

소각장 유해 배출가스 제거기술

소각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을 제거하

는 DBF(Dual Bag Filter)기술은 활성탄을 사용하여 고효율, 저

비용으로 동시처리 가능한 이중백필터 공정입니다. 이는 인천

남부 환경자원시설(2006)과 파주 환경관리센터(2012)등에 적

용되었습니다. 또한, 소각 또는 발전설비의 배출가스 질소산

화물과 다이옥신류를 동시처

리하는 기술인 DCF(Daewoo 

Catalytic Filter)는 분말촉매와 

백필터를 이용한 배연탈질기

술입니다. 이는 무안 동양환경 

사업장폐기물 소각장(2009)에 

적용되었습니다.

대구 음식물에너지화 시설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공정도

DSM 감량화 장치(처리시간: 1시간) DSM 왕송 맑은물처리장 적용

송도 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소각로

소석회 슬러리

퍼스탈진 헤더

반건식반응기 활성탄 분리

활성탄 공급

순환히터

1차 백필터 2차 백필터

이중백필터 플랜트 공정도

NF-RO 파일럿플랜트

(담수 20톤/일 생산)



아름답고 편리한 주거공간의 미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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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디자인 하는 초고층의 눈부심과 

꿈의 주거공간을 향한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 / 시공

초고층건물 정밀 시공 기술

콘크리트 장기거동 평가 기술

3차원 디지털 측량 기술

BIM 활용 시공 기술

철근공사 최적화

건축환경

생활소음 저감기술

환경소음 저감기술

건설공사장소음 저감기술

건축음향 설계기술

제로에너지하우스 구현 기술

알루미늄과 ABS 복합구조 프레임 창호 시스템

결로 방지 및 최적 단열설계 기술

건축설비기기 성능평가 기술

BUILDING  &  HOUSING 

▶인천 청라 푸르지오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INFRASTRUCTURE

PLANT & ENVIRONMENT

BUILDING  &  HOUSING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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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건물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공 시 발생 가능한 문

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정 및 투입될 자원 정보를 3차

원 모델과 연계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입

니다. 또한 준공 후 유지관리 등 건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BIM 활용 시공 기술

정착판을 이용하여 철근의 요구 정착력을 발현하는 철

근기계적정착과 커플러, 철근선조립을 활용하여 철근의 

물량 절감 및 시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에 필수적인 선행 코어와 후

행 슬래브/보의 접합부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철근 이음용 매립강판을 개발하였습니다.

철근 기계적 정착 철근이음용 매립 강판

철근공사 최적화

용산 한강로 주상복합

BUILDING  &  HOUSING  |  Building Structure / Construction

건축구조 / 시공
Building Structure / Construction

초고층건물 정밀 시공 기술

변위관리 기술은 초고층건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구

조물의 변위 예측, 모니터링,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시공 

중 구조 안정성과 준공 후 사용성 요구조건을 동시에 만

족시키는 첨단 시공기술입니다. 콘크리트의 시간이력적 

재료 특성 및 시공단계를 반영한 3차원 정밀 변위 해석

을 통해 시공 전 구조물의 변위를 사전 예측하며, 재료

시험 및 현장 계측을 통하여 예측된 변위를 평가하여 제

어하는 통합적 기술입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초고층 건

물의 시공 중 변위를 정밀 측량하고 3차원 

모델로 변환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

서도 활용합니다.

최첨단 항온항습실을 활용하여 시간이력적으

로 변화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특성

을 평가하고 시공단계해석에 활용합니다.

3차원 디지털 측량 기술

콘크리트 장기거동 평가 기술

말레이시아 KLCC 타워의 시공 중 변위 예측

콘크리트 크리프 시험 및 결과 분석

말레이시아 KLCC Tower의 3차원 디지털 측량 적용

특전사 이전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KLCC Tower BIM 적용 세종시 정부출연 연구기관 BIM 적용

말레이시아 KLCC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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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소

비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Passive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Active 기술을 복

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 

외부에서 화석연료 공급이 필요 없이 건물

내에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주거건물 구현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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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방지 및 최적 단열설계 기술

인공기후 실험 및 도면 분석, 단열성능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에서의 결로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로 취

약 부위에 대하여 단열재, 마감재 및 설비기기 등을 효과적

으로 조합한 최적 설계방안을 제시합니다.

공동주택용 전열교환 환기설비, 오피스용 공조설비 및 부

품 등 건축설비기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

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재실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

지 절약적인 건축설비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합니다.

건축설비기기 성능평가 기술

제로에너지하우스 구현 기술생활소음 저감기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하세대

간의 바닥충격음, 급배수소음, 측면세대간의 생활소음 및 

각종 설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하

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부의 도로교통소음과 같은 환경소음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측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소음의 영향을 평가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 저감기술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설 방음벽, 이동식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물

과 소음모니터링시스템 및 소음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소음저감기술

건축물 내부의 실별 용도에 따른 최적의 음환경을 구현하

기 위해 각종 건축자재의 음향성능을 평가하고 컴퓨터 시

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내마감재의 선정, 배치 등을 설계하

고 있습니다.

건축음향 설계기술

BUILDING  &  HOUSING  |  Building Environment

건축환경
Building Environment

제로
에너지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점 / 깔끔한 이미지와 

ABS 재료가 가지고 있는 낮은 열전도율/친환경성을 복합하

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고단열 복합구조 프레임 창호시스

템입니다. 기존 알루미늄 단열창호보다 단열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알루미늄과 ABS 복합구조 프레임 창호 시스템
알루미늄

내후성 강성

ABS

낮은 열전도율/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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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REVENTION

진동제어

해상장대교량 TMD(Tuned Mass Damper) 기술 

아웃리거댐퍼(Outrigger Damper) 기술

복합 제진기술

내진·내풍설계

초고층 및 대공간 내진·내풍설계기술

초장대교량 내풍설계기술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건축물 SHM

교량 SHM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람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 대공간 구조물 및 초장대교량에 있어 

시공성, 경제성 및 최상의 구조안전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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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제진기술

30~40층 규모의 고층 건물은 지진과 바람을 동시에 제어해야 최적의 구조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존의 제진장치는 지진 또는 바람에 대한 영향을 각각 제어하도록 개발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지진과 바

람에 의한 진동을 단일 시스템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복합형 제진기술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구조물량 감소와 구조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수원인계동 주상복합

복합형 제진장치 제진시스템 설계기술개발

인방보 삽입형 복합형 제진 장치 (고감쇠 고무+강재이력 요소)

브레이스형 복합형 제진 장치 (고감쇠 고무+마찰패드 요소)

내진성능목표 설정

설계용 입력 지진파 선택

제진화 전, 건물 전체의 구조계획

예비 지진응답해석

상구조부재/제진장치 단면설계

해상 장대교량 TMD(Tuned Mass Damper) 기술

해상장대교량 가설시 주탑 상단에 제진장치를 설치하고 

교량의 가설단계별로 제진장치를 동조하여 시공중 내풍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설공법으로 가설단계에 따른 연속

적인 제진이 가능하며, 기존에 주로 적용되던 임시 내풍

케이블 가설공법을 대체하는 기술로서 별도의 기초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해저면 작업에 따른 환경오염과 선박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효과가 큰 

친환경 공법입니다. 

거가대교 조감도

DISASTER  PREVENTION  |  Vibration Control

TMD 설치(개선 후) 내풍 케이블 설치(개선 전)  

진동제어
Vibration Control

아웃리거 시스템을 적용하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코어와 기둥의 부등축소에 의해 골조에 부가 응력이 작용

하여 시공 중 주요 구조부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풍진동 사용성 개선 및 풍하중 저감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아웃리거댐퍼 시스템을 개발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 중 코어와 

외주 기둥의 부등 축소량을 자동으로 보정하여 시공성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진동제어를 통해 구조물량절감이 

가능하며  풍진동 저감으로 건축물의 사용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웃리거댐퍼(Outrigger Damper) 기술

시공 중 부등축소 자동 보정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Shim Plate 보정공법 아웃리거 댐퍼 공법

송도 NE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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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량의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실시간 계측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동적 구조특성 및 

교량의 건전도 평가 수행으로 경제적인 구조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이상 발생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교량 SHM

교량 SH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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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SHM

건축물 스스로가 상시 발생하는 거동을 

계측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으로서 미

진동 무선 계측 기술 및 구조물 손상

탐지 기술이 결합된 SHM 시스템을 통

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상시 모

니터링함으로써 거주자가 항상 최상의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진 등에 의

한 구조물 손상 시 실시간으로 구조물

의 상태를 평가하고 대처방안을 거주자

에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

니다. 

DISASTER  PREVENTION  |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구조물 손상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초고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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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탐지 알고리즘 개발3층 실대 Mock-up 구조물

가속도계

초고층 및 대공간 고급 내진·내풍 설계기술 

초고층 및 대공간 구조물의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효율적인 

구조시스템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풍하중 및 

지진하중의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고급 구조해석과 풍동

실험을 결합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풍하중의 영향을 정밀

하게 평가하고 지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물 붕괴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비선형 동적해석 기술을 확보

하여 초고층 및 대공간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진구조해석 내풍구조해석 풍동실험

초장대교량에서는 풍하중이 설계 지배하중으로 작용하며, 가설계 구조물은 완성계 구조물에 비해 내풍안정성이 취약하여 내풍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초장대교량의 내풍설계를 위해 풍동실험 및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수행

하고 풍하중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내풍 안정성 평가를 통해 초장대교량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초장대교량 내풍설계기술

3차원 공탄성 모형실험 - 사장교 3차원 공탄성 모형실험 - 현수교

단면모형실험 기류가시화 CFD 해석 독립주탑 풍동실험

DISASTER  PREVENTION  |  Wind and Earthquake Structural Design

내진·내풍설계
Wind and Earthquake Stru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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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300톤/일)   

구  분 업종 및 등급 최초면허일 허가등록처 관련법규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역학, 음향 94. 09. 27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터널, 항만,

건축수리시설분야
95. 09. 13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품질검사전문기관 토목분야 95. 12. 30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시설물유지관리기관 서설물 유지관리업 95. 11. 27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공인기관 인증  

산업재산권 

수상

설계와 시공에 관한 전문성으로 주택에서 빌딩, 교량, 도로, U-City, 그린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신기술로 건설 산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기술로 건설문화의 새 길을 열어갑니다

지적재산권 및 수상

구  분 유  효 최초면허일

신기술 18
유·무 하이브리드 나노실리카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해양콘크리트 제조 및 공법 외

녹색기술 3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DBS 공법) 외

특허 357 운영 중 터널확대를 위한 터널단면 대응형 프로텍터 외

실용신안 8 배출가스 설비의 산화제 주입장치

디자인 9 절곡 철근 조립체 데크

S/W 66 ASAP(고급 시공단계해석 프로그램) v2.0

계 461

연  도 수상내역

1993 제11회 대한건설협회 기술상 : Wire Mesh Half Slab 공법

1993 - 1997 건설경영대상 기술개발부문 4회 연속 수상

1996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동탑산업훈장

1997 기술연구소 대상 연구환경부문상(과학기술처)

1998 에너지위너상 그린빌딩부문(한국경제신문)

2000 건설부문 최우수기업연구소 대통령상(과학기술부)

2003 제10회 한국원자력기술상 은상(한국원자력연구소)

2003 신기술인정(KT마크) 10주년 기념 국무총리상(과학기술부)

2004 기업연구소 1만개시대 개막기념 과학기술훈장

2006 제4회 건설기술의 날 대우건설 대통령 표창

2008 제41회 과학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2008 제5회 금호아시아나 기상 최우수상, 우수상

2009 DBS공법,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2010
제6회 대한민국 토목·건축 기술대상에서 ‘아산 통합형 바이오가스플랜트’로
토목부분 친환경 에너지시설 최우수상

2010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광섬유 센서용 고정자 및 이를 이용한 광섬유센서 부착 방법’ 국무총리상

2012 제47회 발명의 날 철탑산업훈장

2012 DBS공법 국가녹색기술대상 ‘올해의 녹색기술’ 선정

2014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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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연구소 3단계(지반공학실험동, 음향실험동)

1998 ·연구소 종합 준공 기념식

2000 ·DICT Newsletter 창간

2004 ·음향 및 진동분야 KOLAS 추가 인정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홈페이지 오픈  

 ·프리캐스트 바닥판 교량 공법 국내 최초 적용(청주육교)

2005 ·대우건설 기술 FAIR 2005 개최

 ·RIST와 업무 협력 협약

2006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기술연구원 내 대우건설 인재원 개원

2007 ·대우건설 핵심기술 발표회 개최

 ·고도정수처리시스템, 100대 우수 특허제품 선정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DBS), 과기부 100대 우수기술 선정

2008 ·방사능 폐기물 지하처분장 건설공사 현장연구실 개설

              (~ 2010년 10월)

2010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상설전시관 신규 개관

 ·건설업계 최초 녹색기술 인증 획득(DBF 및 DBS공법)

2011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고가교 긴급복구공사 

              (프리캐스트 바닥판 공법 적용) 

 ·서울시 영등포 막여과 시범정수장 가압식 막여과 시설 준공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건설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건축연구팀, 업계 최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시스템 DW-CNMS 개발

2012 ·LG전자와 환경에너지연구팀의 기술개발 협의

 ·국제공인시험 5대 기관 상호지원 협약 체결

 ·DBS공법 국가녹색기술대상 ‘올해의 녹색기술’ 선정

2013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방재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경영’ 성공사례 수록

 ·기술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 기술발표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단과 석탄재 활용

              준설매립공법에 대한 MOU 체결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설기술 
개발의 역사입니다

HISTORY

우리나라 건설 분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역사의 증인

으로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은 새로운 시대를 항상 먼저 열어갈 것입니다. 

1983 ·업계최초 건설기술연구소 설립

1988 ·<대우건설기술> 창간

 ·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24개 과제)

1991 ·업계 최초 건설기술 FAIR ’91 개최

1993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1단계 준공(연구관리동, 중앙실험동)

 ·수원 신축연구소로 이전, 준공식 개최

 ·‘Wire Mesh Half Slab 공법’ 건설부 신기술 지정

1994 ·역학부문 업계 최초로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공업진흥청)

 ·‘상향류식 혐기성 폐수처리 장치’ 과학기술부 KT마크 획득

 ·‘C-S 보강토 옹벽공법’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1995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시설물유지관리기관 지정

1996 ·연구소 2단계(대형구조실험동, 풍동실험동, 설비실험동) 준공

 ·기술협력 협약 체결(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더 큰 도전의 중심에는 항상 자연과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높이 솟아오를수록 

그리고 도로와 교량으로 이 세상의 길들이 더 촘촘히 연결될수록 

우리가 사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은 

아주 먼 내일에도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신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로 더 큰 도전을 시작합니다 -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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