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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시설물들에 대한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연

도별 동향 및 추이를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가장 큰 매출규모

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동향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Table 1).

Table 1. Fluctuations about overseas sales by the facility

(Unit : 1,000 Dollar)

Year Road Port
Water 

Supply
Railway Complex etc

2003 139,318 33,084 14,600 79,630 19,615 115,523

2004 359,512 178,092 26,133 71,104 0 171,285

2005 372,840 251,709 108,510 69,469 14,368 18,717

2006 479,380 608,803 76,163 36,504 48,451 172,213

2007 1,174,570 1,969,201 893,577 227,592 849,575 117,126

2008 4,200,872 2,381,680 34,731 51,133 1,933,571 861,303

2009 1,227,863 1,418,514 219,724 1,190,578 1,215,723 745,007

2010 1,769,465 1,677,546 12,928 219,625 148,460 295,204

2011 2,449,754 854,932 455,006 830,226 485,082 781,893

2012 4,950,006 1,093,872 378,878 1,080,931 763,747 527,082

Total 17,123,580 10,467,433 2,220,250 3,856,792 5,478,592 3,805,353

이와 같이 도로시설물은 해외진출 측면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동과 화물의 수송

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며, 도시형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중의 하나이다(Lee 2007). 그러나 국내 

도로 분야에 대한 기술이 세부분야별로 세계 수준에 어느 정

도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도로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

자방향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포장,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 

까지 국내 도로 기술을 평가하여 현 위치를 파악하고, 핵심기

술을 도출하여 향후 해외진출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도로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매출규모가 크고,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도로 분야에 대하여 세부기술수준 평

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조

사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도로에 대

한 기술분류체계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기술들을 세부

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기술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정된 

기술수준 방법론에 따라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투

자하게 되면 투자효율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중점 추진 기술들

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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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술수준조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Setting the Technical Classification System for Road Construction

↓

Making the Survey Methods and Selecting Survey Participants

↓

Weights Survey for Technical Classification System for Road Construction

↓

Priority Survey for Technical Classification System for Road Construction

↓

Research on the Technology Level, Gap, and Development Stage by Countries

↓

Evaluating the Technology Level and Deriving the Main Fields of Korea 

Fig. 1. Research Procedures

2. 이론적 고찰

2.1 기술수준조사 정의

기술이란 과학지식 또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체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화되어 생산설비, 제품이나 사람에 체화되

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이란 기술 역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비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1998, Choi 2008, Park 

2002). 즉, 국가 또는 조직의 기술수준이란 비교상대와 비교

시점이 존재할 때 비로소 측정이 가능하다.

기술수준은 상대적인 비교개념으로서의 기술역량의 크기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04), 특정시점에서 특정 기술의 성능을 측정치로 나타내

는 것(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1) 등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기술수준 평

가활동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R&D기회의 조

기 포착, 확보해야할 기술의 우선순위 파악 및 효율적인 재

원 배분, R&D 대상기술의 목표수준 설정 등을 위해 많이 활

용된다. 또한 기술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

되는 것이며, 각종 모수들과 이를 반영하는 기술수준지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기술의 우수성을 반영한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04).

기술수준의 개념은 연구주체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을 해당 산업생산과 관

련된 기술지식의 축적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1 기술수준조사 방법론

시설물 분야별 기술수준조사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기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 수준지표 개발 

및 기술예측 연구보고서(2004)」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2단계 미니 델파이 조사방법이 최

초로 소개되었으며, 각 세부분야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능모수와 기술모수의 기술체계를 마련하고, Gordon 점수

모형으로 최종 종합기술수준을 평가하였다.

전문가의 기술수준 평가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점수제 모형의 계산식에 의해 국가별 또

는 분야별 기술수준이 산출된다. 대표적인 점수제 모형에는 

Martino 점수 모형과 Gordon 점수 모형이 있다.

우선 Martino 모형의 경우, 가장 고전적인 점수제 모형으

로서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최종 기술수준을 도출하

며, 각각의 요인은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가지고 일부 요인

들은 그 특성이 계산식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기술수준 = 
AaBb(cC+dD+eE)z(fF+gF)y(1+hH)x               

(1)
                                   (iI+jJ)w(1+kK)v

여기서, 대문자: 주요요인, 소문자: 요인별 가중치

c+d+e=1, f+g=1, I+j=1, a+b+z+y+x=1, w+v=1
(요인별 가중치의 표준화)

Gordon 모형의 경우, 모든 기술은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상한선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곡선을 따라 발전한다는 가정

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성장곡선의 형태로 증가할 경우

에는 Gordon 모형을 사용하며, 기술분류별 기술과 가중치1)

를 도출하여 기술계층(Hierarchy)별 상위 기술수준의 객관

성 확보 및 정량화2)에 적합하다. Gordon 모형은 다음과 같

은 계산식으로 산출한다(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04).

기술수준 = 100×(K1― + K2― + K3― +…+ KN― )(2)
X1       X2       X3            X3

X2
*       X2

*      X3
*           XN

*

        여기서, KN=가중치, XN=모수측정치, XN
*=기준값

점수제 모형은 기술이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지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계산식이 나타나므로, 기술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수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Martino 모형을, 성장

곡선의 형태로 증가할 경우에는 Gordon 모형을 사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기술성장곡선을 따라 이루

어진다고 가정하여, 가중치 적용을 통해 최종 기술수준을 도

출하는 Gordon 점수모형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1) 기술수준 조사 시 기술(중·소분류)의 가중치 의견 수렴

2) 하위 기술수준 평가결과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계층 기술수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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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for Road Construction

Level 1 Level 2 Level 3

A. 

Pavements

(포장)

A1. Concrete 

Pavements

(콘크리트 포장)

A11. Pavement Performance Standards Development

(도로포장 성능기준 개발)

A12. Rapid road pavemen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쾌속 도로포장 시공 및 유지보수)

A2. Asphalt 

Pavements

(아스팔트 포장)

A21. Fiber-reinforced pavement mixtures

(섬유보강 포장혼합물)

A22. Modular carpet slab road system

(슬래브 모듈러 카펫 도로시스템)

A23. FRA composite packaging mix and structural analysis

(FRA 복합포장 혼합물 및 구조해석)

A24. Functional Composite Packaging

(기능성 복합포장)

A25. Duplex asphalt Faber

(복층형 아스팔트 페이버)

A26. Warm-Mix Asphalt

(중온화 아스팔트)

A27. maintenance-free Modular Road Pavements

(무보수 모듈러 도로포장)

A3. Asphalt 

Materials

(아스팔트 재료)

A31. Recycled fiber-based high-performance asphalt mixtures

(재생섬유 기반 고기능 아스팔트 혼합물)

A32. paving materials, construction by Heavy oil by-product utilization

(중질유 부산물 활용 도로포장 재료·시공)

A33. Cities temperature reduction-type road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A34. Cement Concrete based on Ternary Blended Concrete Mixture

고분말도 혼화재 기반 시멘트 콘크리트

A35. Thermal Insulation Coating

(차열성 코팅재)

A36. Alkali activated cement concrete pavement

(알칼리 활성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A37. High-performance Asphalt Mixture

고성능 아스팔트 혼합물

A4. Construction 

Quality 

(시공품질)

A41. Pavement Quality Test

A42. Epidemiological pavement design

(역학적 도로포장 설계)

A5. Special 

Pavements

(특수포장)

A51. Road noise modeling

(도로소음 모델링)

A52. Road surface increases slip resistance

(도로 노면 미끄럼 저항)

A53. 도로 배수성 포장 설계 및 시공

B. Design

(설계)

B1. Planning & 

Assessment

(계획 및 평가)

B11. Roads analysis considering the car

(차로를 고려한 도로망 분석)

B12. Road Sizing Calculation

(도로용량 산정)

B13. Road Environmental Design, Landscape Design

(도로 환경성 설계, 경관 설계)

B2. Design

(설계)

B21. Road design guidelines / standards / Manual

(도로 설계지침/기준/편람)

B22. Road design standards for aging/road alignment design

고령화 대비 도로설계기준/도로 선형 설계

B3. Traffic 

Calming

(교통정온화)

B31. Electronic Road Traffic Noise Reduction

(전자식 도로교통 소음 저감)

B32. Active Noise Reduction

(능동형 소음 저감)

C. 

Operation & 

Management

(운영 및 관리)

C1. 

Performance

(성능평가)

C11. Pavement Performance Evaluation

(도로포장 성능평가)

C12. Road congestion and assessment

(도로 혼잡도 진단 및 평가)

C13. Road safety and assessment

(도로 안전성 진단 및 평가)

C2. (Operation)

운영

C21. Road traffic survey

(도로교통량 조사)

C22. Traffic induction

(교통류 유도)

C3. Advanced 

System

(첨단시스템)

C31. 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교통정보 수집)

C32. Traffic Information

(교통정보)

C33. Traffic forecasts evaluation

(교통상황 예측정보 평가)

C4. Facilities 

Management

(시설관리)

C41. Pavement Management System

(도로 포장관리시스템)

C42. Road infrastructure information collection management

(도로 시설정보 수집 관리 첨단화)

C43. Road maintenance and asset management / USN

(도로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USN)

3. 조사방법 설계

3.1 기술분류체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 정책입안자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인지 가능한 목적물 중심의 도로분야의 직관적인 기술

수준 결과 도출이 가능한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도로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제적 

분류를 지양하고 세부분야의 속성과 개발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세부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유연한 분류체계

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관련 연구3)와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기술분류체계(Table 2)는 

대분류 3개, 중분류 12개, 소분류 39개로 도출되었다4). 대분

류항목을 살펴보면, 도로포장, 도로설계, 도로 운영 및 관리

의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3.3 가중치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기술성장곡선을 따라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여, 가중치 적용을 통해 최종 기술수준을 도출

하는 Gordon 점수모형을 적용시켰으며, 앞서 제시된 계산식

을 바탕으로 기술계층(Hierarchy)별 기술수준을 산정하였다.

Gordon 점수모형을 적용시키기 위해 가중치 조사는 다음

과 같이 중분류 단계의 가중치를 평가하고, 평가가 가능한 소

분류 단계의 가중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중치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100%가 되지 않을 경

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의 설문지를 설계하여 해당 전문가의 사전 동의 후 이

메일을 통해 배포되었다.

<Example of Weights Survey for Level2 Stage>

A. Pavements

  A1. Concrete Pavements

  A2. Asphalt Pavements 

  A3. Asphalt Materials 

  A4. Construction Quality

  A5. Special Pavements 

(  30  )

(  30  )

(  20  )

(  10  )

(  10  )

Confirm? Ok/No

↓

<Example of Weights Survey for Level3 Stage>

A1. Concrete Pavements

  A11. Pavement Performance Standards Development

  A12. Rapid road pavemen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  70  )

(  30  )

Confirm? Ok/No

Fig. 2. Example of Weight Survey

3) 특히, 최근 수행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2013 국토교통분야 

기술수준분석」 연구의 ‘G2. 도로 및 교통시설’ 분야에 해당되는 기존 

기술분류체계와 연계하여 구성

4) 이후 분석에서는 아래에 분석대상에서 코딩된 기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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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요도 분석 설계

중요도 조사는 경제적 중요도, 사회적 중요도, 기술적 중요

도 3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경제적 중요도 평가는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가능성 정도

(수익성)과 향후 얻을 수 있는 국내·외 시장 점유 가능성(시

장점유)으로 정의하여 평가하였다.

사회적 중요도 평가는 해당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

야할 사회적 요구 수준(필요성)과 해당기술이 사회적으로 

시급히 구현되어야할 요구 수준(시급성)으로 정의하여 평가

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중요도 평가는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적으로 

주요한 기술여부 정도(핵심기술)와 해당기술이 타분야 기술

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파급효과)로 정의하여 평가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의 집중영역(Concentrate Here) 방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

시하였다.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는 대상 

기술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Y축 × X축의 매트

릭스를 활용하여 사분면을 구성하고 1사분면에 해당되는 집

중영역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Meng 2011). 경제적 중요

도 평가(X축: 수익성, Y축: 시장점유), 사회적 중요도 평가

(X축: 필요성, Y축: 시급성), 기술적 중요도 평가(X축: 핵심

기술, Y축: 파급효과)로 세분화할 수 있다. 1사분면인 집중

영역은 X축과 Y축 모두 높은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야 구간이며, 2사분면과 4사분면인 선택영역은 X축 혹은 Y

축이 높은 영역으로써 필요시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구간을 뜻하며, 3사분면인 기피영역은 X축과 Y축 모두 낮은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간을 

의미한다.

3.5 기술수준 분석 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 조사를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국

가들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분야에 있어서 기술

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분석하여 비교대상으

로 선정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비교대상 국가로는 미국, 일

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5개 선진기술국가들로 선정하여 기

술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

술분류체계별 전문가들 간의 큰 편차를 줄이고 일정한 측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기술국을 전문가들이 선정한 이

후, 국가별 상대적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웹기반 설문지에 논문 및 특허 점수를 제공하여 평가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선택된 최고기술국에 대하여 웹기반 설문지에 기술수준을 

100점, 기술격차를 0년차로 자동 표기되도록 하며, 최고기술

국을 기준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평가하

도록 하였다. 국가별 상대적 기술수준 평가척도로는 100점은 

세계 최고 수준을 의미하며, 90점대는 최고기술국과 대등한 

수준, 80점대는 최고기술국에 근접한 수준, 70점대는 최고기

술국에 다소 뒤쳐진 수준, 60점 미만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 기술수준 척도를 정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기

술격차는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를 1년 단위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발전단계의 평가는 기술분야들의 최고기술보유국과 

한국의 기술발전단계를 평가해보고 현재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발전단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은 어느 정도의 기술발

전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기술발전단계의 척도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도입기는 아이디어가 기술

개발에 도입되는 단계, 성장기는 개발된 기술이 응용 및 상용

화되어 기술가치가 상승하는 단계, 성숙기는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이 높아 기술가치가 최고점에 다다르거나 최고점을 유

지하는 단계, 쇠퇴기는 기술의 우수성이 떨어져 그 가치가 하

락하는 단계로 정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3.6 설문응답자 분포

본 연구의 기술수준 조사를 위한 설문대상자로는 도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총 199명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1.3%, 40대가 40.3%를 차지하였다. 경

력별로는 20년 이상이 63.0%로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소

속기관별로는 민간기업이 3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

다. 본 응답분포를 토대로 이번 전문가 인식도 조사에서 전문

가 참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분류 단계에서의 분야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도

로 설계기술(B2) 분야의 경우 5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스팔트 재료기술 분야(A3)나 특수포

장기술(A5) 분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 Status of Survey Participants

김경훈·이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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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분야 기술수준 분석 결과

4.1 중요도 평가 결과

4.1.1 경제적 중요도 평가 결과

1) 도로포장 기술의 경제적 중요도 평가 결과

경제적 중요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수익성과 시장점유의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IPA의 집중영역을 도출하였다. 앞서 

제시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도로포장기술 분야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A1. 콘크리트 포장기술: A12. 쾌속 도로포장 시공 및 유

지보수 기술)

② A2. 아스팔트 포장기술: A24. 기능성 복합포장 기술, 

A25. 복층형 아스팔트 페이버 기술, A26. 중온화 아스

팔트 기술, A27. 무보수(maintenance-free) 모듈러 도

로포장 기술)

③ A3. 아스팔트 재료기술: A33.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

술, A37. 고성능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생산 기술

④ A4. 도로포장 시공·품질 관리 기술: A41. 도로포장 품

질시험 기술.

Fig. 4. Economic Priority of Pavements

2) 도로설계기술의 경제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설계기술 분야에서는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B1. 계획 및 평가기술: B11. 차로(lane)를 고려한 도로망 

분석기술, B13. 도로 환경성 설계, 경관 설계 기술개발

② B2. 도로 설계기술: B21. 도로 설계지침/기준/편람

Fig. 5. Economic Priority of Design

3)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의 경제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 분야에 있어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

음과 같다.

① C2. 도로 운영 개선 기술: C21. 도로교통량조사

② C3. 첨단도로 시스템 기술: C31. 교통정보 수집기술

(ITS, ATMS)

③ C4. 도로 시설관리 기술: C42. 도로 시설정보 수집 관리 

첨단화 기술

Fig. 6. Economic Priority of Operation & Management

4.1.2 사회적 중요도 평가 결과

1) 도로포장기술의 사회적 중요도 평가결과

사회적 중요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사회적 필요성과 사

회적 시급성의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IPA의 집중영역을 도출

하였다. 앞서 제시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로포장기술 분야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도로분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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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1. 콘크리트 포장기술: A12. 쾌속 도로포장 시공 및 유

지보수 기술

② A2. 아스팔트 포장기술: A24. 기능성 복합포장 기술, 

A25. 복층형 아스팔트 페이버 기술, A26. 중온화 아스

팔트 기술, A27. 무보수(maintenance-free) 모듈러 도

로포장 기술

③ A3. 아스팔트 재료기술: A33.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

술, A37. 고성능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생산 기술

④ A4. 도로포장 시공·품질 관리 기술: A41. 도로포장 품

질시험 기술

Fig. 7. Social Priority of Pavements

2) 도로설계기술의 사회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설계기술 분야에서는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B1. 계획 및 평가기술: B13. 도로 환경성 설계, 경관 설

계 기술개발

② B2. 도로 설계기술: B21. 도로 설계지침/기준/편람, 

B22. 고령화 대비 도로설계기준/도로 선형 설계

Fig. 8. Social Priority of Design

3)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의 사회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 분야에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

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C1. 도로 성능평가 기술: C13. 도로 안전성 진단 및 평가 

기술

② C3. 첨단도로 시스템 기술: C31. 교통정보 수집기술

(ITS, ATMS), C33. 교통상황 예측정보 평가

③ C4. 도로 시설관리 기술: C41. 도로 포장관리시스템

(PMS) 기술

Fig. 9. Social Priority of Operation & Management

4.1.3 기술적 중요도 평가 결과

1) 도로포장기술의 기술적 중요도 평가결과

기술적 중요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핵심기술과 파급효

과의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IPA의 집중영역을 도출하였다. 

앞서 제시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타나 집중적

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로포장기술 분야의 세부항목은 다음

과 같다.

① A1. 콘크리트 포장기술: A12. 쾌속 도로포장 시공 및 유

지보수 기술

② A2. 아스팔트 포장기술: A21. 섬유보강 포장혼합

물 기술, A24. 기능성 복합포장 기술, A27. 무보수

(maintenance-free) 모듈러 도로포장 기술

③ A3. 아스팔트 재료기술: A33.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

술, A37. 고성능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생산 기술

④ A4. 도로포장 시공·품질 관리 기술: A41. 도로포장 

품질시험 기술, C42. 도로 시설정보 수집 관리 첨단화 

기술

⑤ A5. 특수(기능성) 포장기술: A51. 도로소음 모델링 기술

김경훈·이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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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chnical Priority of Pavements

2) 도로설계기술의 기술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설계기술 분야에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분면에 나

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B1. 계획 및 평가기술: B13. 도로 환경성 설계, 경관 설

계 기술개발

② B2. 도로 설계기술: B21. 도로 설계지침/기준/편람, 

B22. 고령화 대비 도로설계기준/도로 선형 설계

Fig. 11. Technical Priority of Design

3)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의 기술적 중요도 평가결과

도로운영 및 관리기술 분야에서 IPA분석방법에 의해 1사

분면에 나타나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C3. 첨단도로 시스템 기술: C31. 교통정보 수집기술

(ITS, ATMS), C32. 교통정보 기술(HUD, DSRC), C33. 

교통상황 예측정보 평가

② C4. 도로 시설관리 기술: C41. 도로 포장관리시스템

(PMS) 기술, C42. 도로 시설정보 수집 관리 첨단화 기술

Fig. 12. Technical Priority of Operation & Management

4.3 한국의 종합 기술수준 평가 결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를 모두 종합한 중요도 평가 

결과, ‘기능성 복합포장 도로(A24)’, ‘중온화 아스팔트(A26)’ 

등 10개 항목이 모두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5)

독일이 두 개의 항목에서 최고기술국으로 평가된 것을 제

외하고는 미국이 모든 항목에서 최고기술국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포장기술(A)이나 도로설계기

술(B)에 비해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C) 분야가 다소 높게 나

타났다6).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 부문에서는 도로 혼잡도 진

단 및 평가 기술(C12), 도로교통량 조사(C21), 교통류 유도 기

술(C22), 교통정보 수집기술(ITS, ATMS)(C31), 교통정보 기

술(HUD, DSRC)(C32), 교통상황 예측정보 평가(C33), 도로 

포장관리시스템(PMS) 기술(C41), 도로 시설정보 수집 관리 

첨단화 기술(C42), 도로 유지관리 및 자산관리 기술/USN핵

심기술(C43)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로포장기술(A)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도로포장기

술 부문에서는 슬래브 모듈러 카펫(카페트) 도로시스템 기술

(A22), FRA 복합포장 혼합물 및 구조해석 기술(A23), 복층

형 아스팔트 페이버 기술(A25), 무보수(maintenance-free) 

5)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 별 IPA분석을 통해 1사분면에 있으

면 “◎”,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으면 “○”, 3사분면에 있으면 “△”

로 표기하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 모두 “◎”이면, 전체 중

요도에 “★”로 표기하며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함

6) 기술수준 70점 이상 항목의 비중이 높은 분야로 선정함. 기술수

준 70점 이상 항목의 비중은 도로포장기술(A)이 24%, 도로설계기

술(B)이 29%,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C)이 82%로 나타남 (A=5/

(2+7+7+2+3)*100, B=2/(3+2+2)*100, C=9/(3+2+3+3)*100]

7) 기술수준 60점 이하 항목의 비중이 높은 분야로 선정함. 기술수

준 60점 이하 항목의 비중은 도로포장기술(A)이 43%, 도로설계

기술(B)이 0%,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C)이 0%로 나타남 (A=9/

(2+7+7+2+3)*100, B=0/(3+2+2)*100, C=0/(3+2+3+3)*100]

한국의 도로분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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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otal Technology Level Assess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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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도로포장 기술(A27), 재생섬유 기반 고기능 아스팔

트 혼합물 기술(A31), 중질유 부산물 활용 도로포장 재료·시

공 기술(A32),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술(A33), 차열성 코팅

재 개발 기술(A35), 알칼리 활성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기술

(A36), 도로소음 모델링 기술(A51)이 낮게 나타났다. 

4.4 중점추진분야 선정 및 기술발전단계 분석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가 모두 높은 10개의 주요 

항목별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을 분석8)하여 기술수준이 “낮

음”으로 나타난 항목을 중점추진 1순위 분야, “보통”으로 나

타난 항목을 중점추진 2순위 분야, “높음”으로 나타난 항목을 

중점추진 3순위 분야로 선정하였다.

중점추진 1순위 분야를 분석해보면, “무보수(maintenance 

-free) 모듈러 도로포장 기술(A27)”과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술(A33)”이 도출되었다.

Table 3. Main Fields of Korea

Main Fields
Tech.

Gap

Tech.

Level

Relative

Tech.

Level

Rank

A12. Rapid road pavemen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4.5 72.8 High 3

A24. Functional Composite Packaging -5.6 60.8 Middle 2

A26. Warm-Mix Asphalt -4.1 69.8 Middle 2

A27. maintenance-free Modular Road 

Pavements
-5.5 50.7 Low 1

A33. Cities temperature reduction-type 

road
-9.5 57.7 Low 1

A37. High-performance Asphalt Mixture -5.1 62.3 Middle 2

A41. Pavement Quality Test -8.6 70.3 High 3

B13. Road Environmental Design, 

Landscape Design
-6.8 69.7 Middle 2

B21. Road design guidelines / standards 

/ Manual
-5.4 75.9 High 3

C31. Electronic Road Traffic Noise 

Reduction
-3.0 77.0 High 3

“무보수(maintenance-free) 모듈러 도로포장 기술(A27)”

과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술(A33)”에 대한 기술발전단계 

평가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은 두 항목 모두 도입기에 해당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점 투자를 통해 성장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분석된다.

Fig. 14.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of A27

Fig. 15.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of A3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분야의 기술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매출액이 높아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시설물

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중점 추진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 모두 높

게 나타난 항목은 ‘기능성 복합포장 도로(A24)’, ‘중온화 아스

팔트(A26)’ 등 10개 항목이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한국의 기술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도로포장기술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한국의 기

술수준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의 기술수준이 낮아 집중적으

로 투자할 경우 향후 투자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중점추진분

야가 2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2개 항목은 “무보수 모듈러 도로포장 기술”과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술”이었으며, 2개 항목에 대한 기술발전

단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도입기에 해당되어 중점 투자할 경

우 성장기로 성장하면서 높은 투자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있는 기술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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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높은 도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중점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기술수준은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 부문에 대한 기
술수준이 높은 반면, 도로포장기술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투자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점 추진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항목으로는 “무보수 
모듈러 도로포장 기술”과 “도시 온도저감형 도로 기술”로 나타났다.

키워드 : 도로분야, 기술수준 분석,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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