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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기술원의현황및로드맵
(Introduction to Highway & Transportation Technology Institute)

일반기사 ⅠI

1. 서론

국내유일한도로관련전문연구기관인도로교통기술원

이 2002년 11월 건물및시험시설을신축하여한국도로

공사본사(판교)에서경기도화성시동탄면6만여평의부

지로이전하 다. 동시에, ‘도로연구소’에서‘도로교통기

술원’으로확대개편하 으며, 한국도로공사연구기관인

도로교통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와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자합니다.

2. 도로교통기술원개요

2.1 연혁

현도로교통기술원의근원은 1969년한국도로공사기

술부내에설치된기술시험과로시작되었다(표1). 1981년

그 이름을 도로연구소로 개칭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사로지정(’87)을 받고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선정(’89)되었다. 1993년에는 병무청으로

부터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선정되어우수한연구인력

김낙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기술원

공학박사

표 1. 도로교통기술원 주요연혁

- '69. 2 : 기술부내기술시험과설치
- '81. 8 : ‘도로연구소’로개칭
- '93. 12 :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선정 (병무청)
- '95. 12 : 공인시험검사기관인증 (공업진흥청)
- '96. 7 : 도로기술개발유공대통령표창수상
- '96. 9 : 품질관리대행기관지정 (건설교통부)
- '97. 10 : 고속도로건설분야ISO 9001 획득(국제표준화기구)
- '98. 7 : 국가교정검사기관인증 (국립기술품질원)
- '00. 3 : 도로기술연구원건물기공식
- ‘02. 10 : 경기도화성시동탄면으로신축이전
- ‘02. 11 : ‘도로교통기술원’으로개칭
- ‘02. 12 : 시험도로준공
- ‘03. 12 : 교통안전종합시험장준공
- ‘04. 12 : 포장가속시험동준공
- ‘05. 6 : 교육훈련동, 구조시험동기공식
- ‘07. 8 : 교육훈련동준공



5454

일반기사 ⅠI

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

(’95), 대통령표창(’96), ISO 9001 획득(’97), 국가교정

검사기관인증(’98)을받아도로기술연구와관련하여명

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의 연구기관임을 인정받아 왔

다.

2002년11월도로교통기술원(그림1)으로개칭과함께,

연구동(’02), 시험동(’02), 시험도로(’02), 교통안전종합

시험장(’03), 포장가속시험동(’04) 등을 속속 준공시켜

세계적인도로관련종합연구기관의기반을닦게되었으

며, 올해에는구조시험동과교육훈련동에대한기공식을

하여, 2010년까지 세계최고의 도로, 교통기술 연구기관

을목표로차근차근성과를이루어나가고있다.

2.2 기술원 조직도

도로교통기술원에는2실, 4팀, 5그룹, 5센터의조직(그

림2)으로석, 박사급120여명의연구원및기술직원들과

지원인원을포함하여총 150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

다. 도로교통기술원의조직은기초연구를주업무로하는

구조, 교통, 지반, 재료환경, 포장 등 5그룹과 응용연구

및기술자문을병행하는 IT, 교통안전, 구조물관리, 사면

관리, 시험도로5센터와연구기획및장기계획을총괄하

는 연구기획팀, 연구소의 행정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지원팀, 그리고한국도로공사의재료시험및품질관

련업무를총괄하는도로시험팀, 시설운 및건설을담

당하는시설운 팀로구성되어있다.

그림 1. 도로교통기술원 前, 後면 조감도

그림 2. 도로교통기술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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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예산 및 실적

도로교통기술원의 자체 연구개발비는 1998년 390억

원에서연구개발의중요성에대한사내·외의인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466억 원에 이르고 있으

며, 수탁과제, 국책과제수행등의외부기관출자액까지

고려하면약500여억원에이르고있다.

466억의자체예산편성내역을보면교육훈련시설및

구조시험동신축등시설투자와소프트웨어개발등에약

180억원, 인력양성및교육훈련, 연구개발운 비로약

188억원, 직접연구과제비로98억원이집행되고있다.

또한, 466억 원에대한연구성과물의현장실무적용

을통하여고속도로건설및유지관리사업비중 915억

원의원가절감을경 전략목표로세워추진하고있다. 

3. 도로교통기술원주요연구분야

3.1 교통연구그룹

교통연구그룹은고속도로교통혼잡해소를위해서교

통수요를정확히예측하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도

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의 용량을

최대한활용할수있는운 및관리체계의구축을위한

연구를수행하고있다.

중점연구분야는 (1)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고속도로투자를위한첨단화된교통계획모형개발, (2)

교통운 과관련하여교통흐름제어및관리체계구축,

(3)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 (4) 정보처리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개발 등이

다. 현재, 교통사고 분석모델 구축 연구, 교통안전시설

물개선및개발연구, 교통관리기술개발등의연구가

수행되고있다.

버스전용차로제등외국선진도로운 기법에대한검

토를통해이를실용화하 으며, 주행중인운전자의행동

반응을직접관찰할수있는DBDV(Diver's Behavior &

responses Detecting Vehicle)를 개발하여 교통안전을

위한연구에적극활용하고있고, 실물차량충돌시험을

통해안전시설물의성능을검증할수있는공인충돌시험

장(그림11)을운용하고있다.

3.2 구조연구그룹

구조연구그룹은 안전성과 경제성 우수한 교량구조물

을설계·시공하는데필요한기술개발연구를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유지관리를해야하는고속도

로연장이증가하면서유지관리기술의중요성이부각됨

에따라서경제적이고효과적인유지관리기술개발연구

도수행하고있다.

중점연구분야는(1) 기존교량형식개선과새로운교량

형식을개발을통한경제성제고방안연구, (2) 기존교

량의건전성평가와경제적인보수·보강대책연구, (3)

교량의효율적관리를위한교량유지관리시스템의구성

및운용, (4) 교량의내풍·내진방법연구, (5) 교량의진

동제어기준정립이다. 이에따라, 후판강재적용을통한

교량합리화연구, PSCI교량안전성평가및보강기법

연구, LCC를이용한교량형태별경제성분석및경제적

수명예측에관한연구, 고속도로강풍지역차량주행안전

성확보방안연구등다수의과제가현재진행되고있다.

연구결과의활용사례로는시공성과경제성개선을목

적으로연구된개구제형강합성형교가중부내륙고속도

로에시험시공되었고, 또한교량유지관리시스템의경우

도로공사내부적으로통합된시스템을구축되었으며, 서

해대교(서해안고속도로)에독립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

유지·관리현장에서사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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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료·환경연구그룹

재료·환경연구그룹은기존건설재료의성능개선방

안과 나아가서 새롭게 사용되는 재료들의 활용성 검증,

도로건설및공용중에발생하는환경문제해결을위한연

구를수행하고있다.

중요연구목표는(1) 새로운건설재료의개발및기존재

료의성능개선, (2) 유지관리에필요한재료개발, (3) 고

속도로 건설과 교통이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을예측과평가방법연구, (4) 환경유해요인저감

기술개발등이다. 현재수행중인연구로는내구성을고

려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수립, 오수처리

시설설계용량및단위공정별설계기준에관한연구, 교

면방수 시스템의 평가기법 개발 및 고성능화 구축방안

등이있다.

연구결과의활용사례로는염해방지를위한콘크리트

표면도장재료에대한연구결과를기초로해안구조물보

호대책을수립하여적용하고있으며, 방음시설설계기준

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 시공에 사용하고

있다.

3.4 지반연구그룹

지반연구그룹은도로건설및유지·관리에있어지반

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술개발을하고, 설

계·시공에서생기는어려움을줄이기위하여시방이나

지침정립을위한연구를하고있다.

중점연구목표는(1) 절토사면의안정성해석및대처방

안수립, (2) 지반조사및자료의정보화시스템구축, (3)

지반보강및강화방법개발, (4) 구조물기초연구등이

다. 현재, 지반공학적·지질학적특성을고려한사면안

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고속도로 절토사면의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비파괴검사에

의한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건전도평가기법을검증

하기위한연구등의연구가진행중이다.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추진하여 강관말뚝의 머리보강

과관련하여특허및건설신기술로인증받았고최근에는

무조인트교량의실용화를위한연구가진행되어시험시

공이이루어졌다. 신속하고정확한현장지질조사를위하

여굴착식시험등을수행할수있는차량탑재형첨단현

장시험장비인 지반특성측정시스템(GPMS), 시추공화상

처리시스템(BIPS)을보유·운용하고있다. 또한, 국내에

서는유일하게정적피에조콘관입시험및굴절법탄성파

탐사항목에대해KOLAS 인증국가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수있는자격을갖추고있다.

3.5 포장연구그룹

포장연구그룹은차량이신속하고안전하게운행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우수한 도로포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교통량의급증으로도로포장의파손이많이발생함

에따라내구성증진방안및효율적인포장유지관리대책

마련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중점연구목표는(1) 한국형포장의설계법개발, (2) 효

율적인포장유지관리방안수립, (3) 포장의장기공용성

능개선대책수립, (4) 포장재료별신재료/신공법의도

입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현재,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과포장성능개선방안연구, 동결심도를고려한콘

크리트포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

하고있다.

연구결과실무활용사례로는SMA 배수성포장등특수

포장공법을 국내최초 도입하여 실용화하 으며, 노면요

철측정장비개발하여포장유지관리에사용하고있다. 또

한, 포장유지관리를위하여고속으로주행하며도로포장

면의손상상태를조사, 분석하는노면상태조사차량, 포

장면에충격하중을재하하여표면의처짐을측정하는포

장구조진단기등다수의시험장비를보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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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기술원주요시설

기술원은 6만평의부지위에건평약 1만7천평규모로

연구시설, 실험시설및시험장비와아시아최초·최대인

7.7km연장의실물시험도로를보유하고있으며, 이를자

세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4.1 주요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1) 연구동

- 시설규모: 지상5층, 지하1층(4,700 평)

- 주요시설: 대강당, 국제세미나실, 연구성과전시실,

전산센터, 정보자료실, 연구그룹, 센터등

2) 시험동

- 시설규모: 지상3층, 지하1층(1,800 평)

- 주요시설: 51개 시험실, 건설재료 전시실, 173종

437품목시험기기등

3) 후생동

- 시설규모: 지상2층, 지하1층(1,200평) 

- 주요시설: 식당, 숙소, 체력단련실등

그림 3. 연구동 및 주요시설

그림 4. 시험동 및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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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시험장비

4.2 시험도로

1) 개요

세계적인규모의실물연구시험시설인시험도로는중

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감곡IC) 257km지점충주방향

에2차로폭원 11.7m, 연장 7.7km 규모로 2002년 12월

준공하여콘크리트포장구간2.83km와아스팔트포장구

간2.71km로나누어변형률계, 토압계, 기상관측장비등

11종, 1,900 여개의계측기를매설하여한국형포장설계

법개발등다양한연구분야의활용을위한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있다.그림 5. 후생동 및 주요시설

지반특성자동측정시험차량(GPM) 교량/노면상태진단장비(BPSS)

그림 6. 주요 시험장비

포장평탄성조사장비 아스팔트공용성등급(PG)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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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분야별적용방법

①포장분야

- 한국형포장설계법개발

- 노면결빙예보시스템개발

- 포장유지관리(HPMS)체계의자동화및최적화

②구조분야

- 개구제형강합성형교개발

- 프리캐스트교량바닥판실용화

- 교량유지관리(HBMS)체계의자동화및최적화

③지반분야

- 파형강판지중구조물적용성연구

- 석회암공동부보강연구

- 반일체식교량실용화연구

- 도로터널계측및분석연구

- SIP 설계및시공방안연구

미끄럼마찰저항시험장비 펜들럼시험장비

그림 6. 주요 시험장비

그림 7. 시험도로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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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험도로 전경

그림 9. 시험도로 포장구간

그림 10. 개구제형 강합성교 그림 11. 파형강판 지중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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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통분야

- 지능형교통체계(ITS) 적용성연구

- 텔레메틱스기술개발

- 유비쿼터스환경관련연구개발

4.3 교통 종합 안전시험장

1) 개요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의거도로안전시설

에대한실물차량충돌시험을실시하여, 안전시설의성능

을평가할수있는교통안전시험장을준공하여운 하고

있다.

- ‘03. 12 국제공인시험기관인증(산업자원부)

- ‘04. 6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기관 지정(건설교통

부)

①시설현황

- 부지면적: 6,770평(도로교통기술원내)

- 시험주로: 2개(300m, 260m)

- 견인방식: 자동컨트롤시스템(1,250KW DC 모터)

2) 시험능력및충돌시험대상시설

-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건설교통부, 2001.7)

기준에따른방호울타리성능시험이가능하다

·방호울타리등급(충격강도)별 : SB-1~SB-6 등급

까지가능

·화물차: 차량중량25ton, 충돌속도: 80 km/hr

·승용차: 차량중량1.3ton, 충돌속도: 100 km/hr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

수시설등

그림 13. 주요시설 : 충돌시험장 전경(左), 충돌시험주로(右)

그림 12. 교통 종합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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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장가속시험동

1) 개요

포장가속시험동은 단기간에 포장체의 공용성을 평가

하고자하는것으로, 인위적인방법에의해차량하중및

환경에대한 향을포장체에작용시켜누적되는손상을

평가하여, 포장설계법개발을획기적으로앞당길수있는

시험시설이다.

①시설현황

- 시설면적: 624평

- 하중: 차체하중16.4ton, 총하중36ton

- 카트수: 3대

- 기본구조: Guidance Unit에의한연결자동구동

- 시험구간: 2차로×3.6m(폭)×24m(트랙길이

99.5m)

- 카트속도: 20km/hr(최대30km/hr)

- 주요기능: 차량Wandering, 온·습도조절, 지하수

위조절

2) 환경모사시험시설

- 온도Chamber : - 20 ℃~ + 60 ℃

그림 14. 차량충돌 실험

그림 15. 포장가속시험도 전경

그림 16. 포장가속시험동 시험주로 및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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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위모사시험시설

- 지반동결시험시설: 0℃~ - 20 ℃

3) 기대효과

- 한국형포장설계법개발에활용

- 포장가속시험시설을통해검증된재료및공법을고

속도로에적용

5. 도로교통기술원주요기능

5.1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ILAC)

도로교통기술원은공기업중최초로KOLAS(산업자원

부 기술표준원)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교정기관 자격을

획득하 으며, ILAC와의상호협력에따라국제공인시험

기관자격을부여받고있습니다.

- KOLAS 인정분야: 시험분야(역학및화학), 

교정분야(질량과힘)

- 품질검사전문기관: 종합분야(토목, 건축)

- 시험항목: 일반특수시험170여종및시험장비교정

등

5.2 한국도로기술협력센터(KRTTC)

1) 주요목적

도로기술관련협력체계를강화하여선진외국의발전

된기술도입을촉진하고국내관련기관사이의기술교

류를원활히하여도로기술을발전시키고자도로교통기

술원에한국을대표하여설립하 다.

2) 주요사업

- 선진도로기술정보의수집·관리및전파

- 관련기관에대한최신도로기술지원(연구계와용역

및건설업계간연계) 

- 도로의건설·설계·운 ·안전관련주요도로정책

의신속한전파

- 해외및국내도로관련기술협력창구로상설운

3) 주요역할

한국도로기술협력센터는 세계 각국 도로관련 전문기

관들간의기술교류를위하여우리나라를대표하여매년

한·미, 한·중, 한·일도로협력회의등국제세미나를개

최하고있다.

그림 17. KOLAS, ILAC인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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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술자료실

연구활동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관리하기위하여

도로교통기술원내에기술자료실을운 하고있으며, 도

로교통기술원의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25,000여권 이상

의각종보고서, 시방서, 지침, 정기간행물을보유하고연

구가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필요한자료를인터넷으

로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미국FHWA, TRB, 국회도서관등유수기관과의

교류협정을통하여, 한국의도로분야를대표하는전자도

서관으로발전해나가고있다.

5.4 아세안 도로 및 교통 경 과정

1) 목적

한국의도로분야에대한선진기술전파및다양한경험

지식공유하고, 참가국간상호이해증진및우호협력강

4) 운 형태

그림 18. 한국도로기술 협력센터(KRTTC) 조직도

그림 19. 기술자료실

그림 20. 아세안 도로경 및 도로교통 과정 입소식(左), 강의전경(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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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국내건설업체의해외도로사업참여를위한기반조

성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훈련과정

을개설하여시행하고있다.

2) 개요

①과정명: 아세안도로경 및도로교통

(Road Management & Transportation

Technology for ASEAN Countries)

②일정: 2004. 8(2주), 2005. 5(2주)

③참가자: 총29명, 아시아, 태평양,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고위공무원

- 아시아: 말레이시아(2), 인도네시아(3), 타이(2),

필리핀(1), 베트남(3), 방 라데시아(1),

스리랑카(1) 캄보디아(2), 미얀마(1), 라오

스(2) 

- 중동: 이란(4), 이라크(2), 오만(1), 

- 태평양: 파푸아뉴기니아(1)

- 동유럽: 우크라이나(2), 

- 아프리카: 세네갈(1),

④특징

- 국내도로, 교통분야최초및유일과정

- 강의실이론학습과현장견학을병행한실무교육

3) 기대효과

①도로전문분야별교육에따른선진기술전파

- 도로경 , 교통, 도로정책, 전문기술분야별발전

경험및사례교육

②우리 국가의 해외협력 강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많은기여

- 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요건인 도로ㆍ교통 인프라

구축능력향상

- 교육과정만족도가높은성공적인교육과정

6. 도로교통기술원중·장기발전방향(HTRM)

6.1 개요

1) 추진배경

- 고속도로기술지도(HTRM : Highway Technology

Road Map)는미래경제ㆍ사회의변화를예측하고,

변화에대처할수있는기술중심의대응전략및정

책방향을 제시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도로교통기술

원의핵심역량을도모하기위한혁신적인전략프로

그램으로HTRM 실행을통하여21C 최상의도로관

련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강

화하고자하는목적이있다.

2) 연구추진방향

- 고속도로기술지도(HTRM)을 기반으로 시행계획

수립및추진

- 현재까지 단편적과제로 추진해온 연구를 중ㆍ대

형과제로추진

- 기술기준 정비, 시설물 수명연장, 교통관리 첨단

화, 유지관리첨단화등경 전략과의부합및향

후미래발전에활용성이분명한분야연구에집중

투자

- 연구과제는실용·적용가능성등핵심역량을강

화하는방향으로선정및추진

- 연구과제중간평가제도를적극활용하여연구진

행및활용전망이미흡한과제는조기종료및업

체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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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추진목표

6.3 추진전략

1) 연도별소요예산

목

표

안전성향상
- 30%이상향상

이동성향상
- 30%이상향상

지속가능성향상
- 환경오염도
30%이상절감
- 에너지효율
15%이상향상
- 시설물내구연한
50%이상증대

경제성강화
- 건설생산성
20%이상향상

세
부
목
표

- 교통사고율저감
- 교통사고치명도저감
- 교통사고후처리속도향상
- 작업장사상자수저감
- 재해/재난재산피해절감
- 시설물안전위험도저감

- 교통혼잡도저감
- 통행시간신뢰도강화
- 교통체계간연계성강화
- 교통약자서비스만족도
향상

- 고속도로물류비절감

- 오염물질배출량저감
- 폐기물재활용율강화
- 소음저감도향상
- 토양오염도저감
- 에너지절약도향상
- 도로시설물수명향상

- 건설비용절감
- 공사기간단축
- 시설물생애주기비용절감
- 고부가가치창출강화
- 사업관리효율성강화

21C 도로·교통혁신기술개발

지속적인기술혁신을통한
인간중심의Nexus Highway 실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계 (기반조성기) (사업활성화) (사업고도화) (차세대사업)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이후
연구과제수 348 18 24 24 32 32 32 40 40 40 40 26
소요예산

4,466 177.2 334.3 433.3 489.7 488.1 466.4 413.8 412.4 359.0 283.2 608.6
(억원)



6767
Vol.9, No.1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기술원의현황및로드맵

2) 단계별추진전략

7. 맺음말

도로교통기술원은우리나라도로기술관련대표연구

기관으로서급변하는주변환경에따라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대외적인경쟁력을높이고사내교육훈련기능

강화를통하여내부적으로기여하는것을당면목표로하

고있다. 이를위하여최적의연구환경을조성하고, 국제

적인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발전하며, 교육과연구기능

의연계체제를구축해나아갈것이다

도로교통기술원은도로의설계, 건설, 유지관리및운

과관련된오랜연구경험과자신감을토대로끊임없이

연구개발을통해도로의품질향상을꾀하고있으며, 활

발한 산·학·연 협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기관과기술교류를활성화하여국제수준의연구개발수

준을 확보하여, 2010년에는 세계적인 도로, 교통기술의

연구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추진단계 추진내용
·1단계HTRM 성과평가모델정립

1단계(기반조성기)
·1단계 FHRP 및 TIP 추진

(‘06년~‘08년)
·신규초대형사업프로젝트(MVP) 추진검토
·2단계HTRM 목표설정및 TRM 수정
·도로교통Annual Conference 개최
·2단계HTRM 성과평가모델정립

2단계(사업활성화) ·2단계 FHRP, TIP 및MVP 추진
(‘09년~‘11년) ·3단계HTRM 목표설정및 TRM 수정

·국제도로교통Conference 개최

3단계(사업고도화)
·3단계HTRM 성과평가모델정립

(‘12년~‘14년)
·3단계 FHRP, TIP 및MVP 추진
·국제도로교통Conference 개최

4단계(차세대사업)
·1차 HTRM 추진성과검토및기술확대

(‘15년~‘16년이후)
·차세대(2차) HTRM 프로젝트추진
- 2차 HTRM 작성계획수립

※ FHRP(Future Highway Research Program) : 미래고속도로연구개발
TIP(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 기술혁신프로그램
MVP(Mammoth Valuable Project) : 신규초대형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