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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추위에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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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95년 6300여명이 숨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건물
붕괴가 아닌 가구나 외장재 등 비구조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초겨울 한파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전체 사망자의 71%를 차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발생한 포항의 지진은 전례 없는 피해 규모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지진 발생 시 기둥이나 벽체 등 건물 구조 자체가 붕괴해 발생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는 피해보다 외벽이나 인테리어, 천장, 유리창과 같은 비구조
물의 낙하와 파손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이번 지진은 ‘지진안전지대’라 여겨왔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시키며 국민에게 큰 충격과
함께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언제 또 대한민국을 강타
할지 모르는 재난 · 재해에 대비해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리히터 규모 5.8이었던 경주지진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지진은 그

준비해야 합니다.

규모도 작고 에너지 위력도 1/4에 불과했지만, 진원지가 가까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더욱 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진 설계 · 시공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지진 발생 닷새만인 11월 20일.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위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물의

됐을 정도이니 피해지역에서 느끼는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내진성능 강화 및 내진설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난 · 재해 분야에 과학기술을 확대 적용
그나마 경주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된 대피훈련과, 지진 대응

하고 있듯이 해외 선진기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리의

매뉴얼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들이 일사분란

건설 기술력과 강점인 ICT를 적극 활용하여 재난 ·재해 대응방안을

하게 대처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진이 도달하기 10초 전에만 알아도 사망자 90%를 줄일

이에 이번 KAIA Insight 겨울호는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건설

수 있다는 긴급재난문자는 지진관측 23초 만에 발송되어 일부

안전기술」을 주제로 ‘스마트 시공을 위한 건설장비관제 기술’,

지역의 경우 지진 진동보다 재난문자를 먼저 받았다고 하니,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 복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소개와

평상시의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함께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4차산업 연계 연구개발’ 등 건설 안전과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포항지진으로 또 하나의 이슈가 된 것은 연일 TV보도를 통해

모쪼록 이번 지진을 계기로 건설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진 곳곳이 갈라지고 휘어진 건물과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는

되새기고 재난 · 재해에 대응하는 건설안전 기술을 진일보시킴

건물 외장재였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건물과 노후

으로써 다가오는 2018년에는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화된 주택 ·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유리창 · 외벽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인테리어 등 외장재의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피해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2017년 12월
원장

김병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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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ICT기반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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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용노동부는 2016년 국내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은 감소한 반면 건설
업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망 재해는 늘었다고 집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건설공사가 중장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
에 건설장비 사용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통계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수가 2010년 1,794만대에서 2016년
2,180만대1)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건수가 2010년 226,878건에서 2016년 220,917
로 감소2)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건설업은 과거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수많
은 기계장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전 세계 건설업 부
문 생산성을 연구하고 있는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MGI)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건설부문 생산성은
2016년 현재, 1995년보다 오히려 낮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20년동안 평균 1% 향상에 그쳤다.3)
건설업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로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장비는 과
거에 비해 고성능화, 첨단화되었으나 실제 작업은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업 작업이 진행되기 때
문에 개별 장비의 성능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종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개별단위 장비의 생산성보다 장비군(fleet)단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이 생산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로 제
조업 및 서비스 분야 산업에 비해 ICT기술에 기반한 정보화 기술의 접목이 부족하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제조업이
나 서비스 산업에 비해 자동화 및 지능화가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산업을 살펴보면 사고재해 및 교
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도로교통정보를 정보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응용하고 있으며,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 ICT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SK Telecom의 Tmap과 같이 교통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네비게이션 서
비스를 제공한다. 즉, 건설업도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건설기계장비의 자동화 및 지능화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R&D가 더욱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셋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숙련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50대이상 건설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2년 47%에서 2016년 52%로 급증하였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임대할 경우 숙련된 조종사만을 원하고, 경험이 적어 숙련되지 못할 경우 장비를 바로
1) 국토교통부(2017), 자동차 등록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1257

2) 도로교통공단(2017), 교통사고추세,
http://taas.koroad.or.kr/sta/acs/
gus/selectTfcacdTrend.do?menuId
=WEB_KMP_OVT_TAC_TCO

3) 이코노믹리뷰(2017),
http://www.econovill.com/news/
articleView.html?idxno=313070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여 신규종사자가 살아남기 힘든 실정인 것도 문제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굴삭기의 경우 숙
련된 감에 의존하여야 하는 시공기면 작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품질제어는 경험이 적은 조종사의 경우 작업의 속도
가 매우 느리며 오류굴착의 빈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사각지대가 많은 건설기계장비 조종시 비숙련 조종사의 경
우 충돌, 협착 등 재래식 사고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난 2016년 1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가 제
시된 이후 전 세계에서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

이달의
테마

연구과제 소개 1 • 연구과제 소개 2 • 전문가 칼럼

보화 시공”(모든 건설정보를 수집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 및 연계하여 건설하는 방법)을 달성해야할 주
요 정책적 현안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황정보의 취득, 머신가이던스 및 콘트롤(Machine Guidance & control)기술을 활용하여 비숙련된 조종사이더라
도 정확한 품질과 생산적 시공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종합하여 장비군 단위의 관제를
통해 근본적인 숙제로 남아있는 생산성과 안전성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한 기술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
4) 니혼게이쟈이신문 (2015),
Government mulls making
contractors use high-tech
gear, 신문기사

하고 있다.4)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2개월간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
는 과제의 개요와 목표, 현장 적용성과,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론
1. 과제 개요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 연구단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하고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두산인프라코어㈜ 등 17개의 산학연 기관의 융·복합 기관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총 2개의 세부과제로 추
진되었다. 연구단 과제는 토공사의 기획/설계/시공 전 단계에 걸쳐 첨단 ICT기술을 융합한 모든 정보를 초연결하
여 데이터 정보화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수의 장비군의 네트워크 단위 및 개별장비의 운영단위(operation level)
까지 세분화된 작업계획 및 가이드 정보를 지능적으로 생성 · 시공하며,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내용을 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는 통합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한 시공기술을 구축함으로써 토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1세부는 한양대학교 주관으로 “건설장비 통합 관제 기술
개발”, 2세부는 부산대학교 주관으로 “건설장비 가이드 기술 시스템 개발”로 추진되었다. 1세부 건설장비 통합 관제
기술 개발은 토공사의 계획부터 시공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연결하여 건설장비군의 효율적인 시공계
획을 수립하고 생성된 정보를 2세부의 건설장비 가이드 시스템과 교류하며 토공현장의 지형변화 및 모든 투입장비
의 이동 · 작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총괄적인 관제를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세부 건설장비 가이
드 기술 시스템 개발은 관제기술에서 정보화된 3차원 설계정보, 작업계획정보 및 모니터링 정보를 수신 받아 스마
트 머신가이드 시스템 및 안전 가이드 시스템에서 정밀한 작업측량정보, 안전정보, 네비게이션 정보 등 가이드 정
보를 조종자에게 제공하고 작업내용을 관제기술에 피드백하는 MMI(Man-Machine Interface)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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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단 과제 개념도>

2. 세부과제 구성 및 연구내용
본 과제는 그림 2와 같은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1세부의 건설장비 통합 관제 기술은 지능정보기술로
“현장 지반 스마트 스캐닝 및 모델링기술”, “BIM기반 토공설계/관리 시스템”, “플릿형 작업계획 시스템”, “장비 에너
지 효율관리를 위한 Eco-Operation 시스템” 및 “통합 건설장비 관제센터 기술”로 구성된다. 2세부의 건설장비 가
이드 기술 시스템은 1세부의 기술 정보연계 및 관제를 통해 스마트 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스마트 머신
가이던스 시스템”, “태블릿 기반 굴삭기 작업가이던스 시스템 및 MMI 유닛”, “건설장비 AR-어라운드뷰 네비게이터”
및 “작업환경 인식 및 운전자 행태기반 안전 가이던스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연구단 세부과제 추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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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통합 관제 기술” 연구 내용
1세부의 “현장 지반 스마트 스캐닝 및 모델링 기술”은 비정형적이고 광역인 토공현장 원지반의 형상을 드론(drone)
과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스캐닝 방법을 바탕으로 측량정보를 획득하고, 현장 기준좌표계를 고려
하여 3차원 모델정합 및 보정작업을 수행하여 최단시간에 신뢰 가능한 3차원 지반형상정보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이다. 드론은 기존 GPS를 활용하여 일일이 표면점을 취득함으로써 현황 측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
다. 또한 레이저스캐너로 취득하기 어려운 급경사지, 산악지형과 같은 곳을 측량한다. 레이저스캐너는 보다 정밀
한 물량산출이 필요한 구간 및 공사 진행으로 인한 토공물량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하여 작업이 수행된 국부적인 영
역을 스캐닝하는데 활용된다. 그리고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드론 취득 이미지 기반의 3차원 모델 정합 및 생성 모
듈과 레이저 스캐너 취득 모델을 통합하고 지반물성까지 정보화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여 관제센터 기술에 통
합하였다.
“BIM기반 토공설계/관리 시스템”은 취득된 3D 지형 및 지반모델을 기반으로 BIM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토공사
유형에 편리하고 최적화된 기법으로 토공사 설계모델의 작성, 토공물량 산출, 2세부 머신가이던스를 위한 디자인
데이터를 추출 및 시공, 진도관리 등에 응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이 기술도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개발이 추진
되었으며 상기 두 기술모두 기술이전 및 실제 현장적용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림 3. 현장 지반 스마트 스캐닝 및 모델링>

“플릿형 작업계획 시스템”은 다수, 다종의 장비가 투입되어 협업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토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3
차원 토공 BIM모델을 응용하여 최적의 토량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장비조합, 영역별 작업순차를 고려한 장
비별 이동경로 계획 등 전반적인 토공장비군의 운영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토량배분계획
은 기존의 2D 평면도를 격자로 영역별 구분하여 절 · 성토량에 따라 전문가가 판단하는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따르
되,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시스템 처리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수립된 토량배분계획을 바탕으로 장비군들의 작업
능력과 효율을 고려하여 조합계획 및 이동경로를 산출하고 생성정보를 통합 건설장비 관제센터 기술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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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한 Eco-Operation 시스템”은 토공장비의 작동 메커니즘, 지반의 특성, 작업 환경 및 설
계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엔진부하량에 따른 장비에너지 소모 최소화로 원가 절감 계획을 수립하는 기
술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어느 장비라도 휴대폰 앱에 인스톨하여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 가이
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플릿형 작업계획 시스템이 장비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 레벨
(project level)에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Eco-Operation 시스템은 개별 장비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
키기 위한 개별 장비의 조종레벨(operation level)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림 4. 플릿형 작업계획 및 Eco-Operation 시스템>

마지막으로 “통합 건설장비 관제센터 기술”은 모든 세부기술에서 발생되는 정보간 무선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실시간 작업내용을 Web-GIS기반 관제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작업효율 분석/
장비군 운영 및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총괄적인 관제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모든 정
보를 연결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 및 관제를 실시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많은 요소기술 개발
이 수행되어 통합되었다.

<그림 5. 통합 건설장비 관제센터 기술>

이달의
테마

연구과제 소개 1 • 연구과제 소개 2 • 전문가 칼럼

산악지형, 지하차도, 터널 및 대심도와 같은 토공사 현장은 매우 열악한 통신여건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연결이 어
렵다. 따라서 통신음역지역에서 사설 기지국(Access Point)을 설치하여, 충분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가지며 신
뢰가능한 사설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관제 기술과 장비간 통신을 신속 · 정확하게 보장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네
트워크(Smart Hybrid Network) 기술을 구축하였다. 사설망 정보를 관제 서버로 전송하는 브릿지시스템으로 이
동형 관제 차량을 활용하였다. 사설망 구축시 최적의 기지국 설치 위치를 시뮬레이션하여 AP의 설치지점을 설계할
수 있는 AP Location Finder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수신기, 6m까지 높이 조절이 되는 마스트, 토
공 모니터링용 컴팩트 CCTV, 태양열을 활용한 자체 전력공급 모듈 등이 통합된 휴대용 AP 패키지도 개발하여 사
설 네트워크 망 구축을 용이하게 하였다. 네트워크 브릿지로 활용되는 이동형 관제 차량내부에는 모니터링 장비 및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어 현장에서 직접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CTV 영상을 값비싼 데이터요금 부
과없이도 사설네트워크망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통합 건설장비 관제센터 기술 중 토공사
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스마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스마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술 구성요소>

스마트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모든 토공정보가 연결되면 정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장비를 관제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Web-GIS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웹서버에 접속하여 실시간 위치추
적모니터링/생산성분석/장비군 운영 및 통제, 프로젝트 정보관리, 보고서 출력 등 종합적 관제를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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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장비군 텔레매틱스 시스템(Fleet Telematics System)을 구축하였다(그림 7). 각 장비군의 생산성은 작업시간
(working time)과 유휴시간(idle time) 으로 분석될 수 있다. 기존의 상용화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각 장비의 생산
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각 장비 ECU(Engine Control Unit)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엔진 RPM, 토크값 변화
량, 이동거리 등의 정보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비 제조사마다 데이터 암호화되어 있고, 보드에
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도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장에 투입된 장비들의 제조사가 상이할
경우 운용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건설공사 생산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전 세계 최초
로 DGPS 위치정보만으로 각 장비의 생산성 및 덤프트럭의 운반싸이클 횟수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여 시스템에 통합하였다. 또한 보다 신뢰도 있는 센싱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DGPS 모듈과 방향각 센서 등이 탑재
된 네비게이터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텔레매틱스 시스템과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앱을 인스톨하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장비에 쉽게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 텔레매틱스는 모든 장비의 위치추적을 구글맵상에서 가능하게하여 플릿 작업계획 시스템에서 전송된 장비군
의 이동경로 정보대로 장비가 운영되는지 여부와 실시간 생산성을 분석하여 장비군 조합계획을 관제할 수 있다. 맵
상에 Geofence라는 영역정보화 기능을 통해 토취장, 사토장, 운반경로, 설계정보 등을 정보화할 수 있으며, 위험
혹은 통제영역을 표시하고 장비가 출입하거나 이탈시 경고 메시지를 네비게이터로 전송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각 장비는 네비게이터를 통해 텔레매틱스에서 관제사가 입력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7. Fleet Telematics System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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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가이드 기술 시스템” 연구 내용
2세부의 세부연구과제 중 “스마트 머신가이던스 시스템”과 “태블릿 기반 굴삭기 작업가이던스 시스템 및 MMI 유
닛”은 토공장비의 머신가이던스 및 콘트롤 (Machine guidance and control)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가이던스 시스템”에서는 도저, 그레이더 등 블레이드를 활용하여 토공 작업을 진행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태블릿 기반 굴삭기 작업가이던스 시스템 및 MMI 유닛”은 블레이드 장비와 메커니즘이 다른 굴삭
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머신가이던스 기술은 고정밀 RTK-GPS를 통해 획득된 장비 위치를 이용하여 입력된 3
차원 설계정보로부터 작업해야할 심도, 구배 등의 3차원으로 시각화된 목표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전송함으로
써 측량작업 없이 정확한 품질작업을 가능케 하여 작업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머신콘트롤 기술은 머신
가이던스와 동일한 원리로 현 위치에서 작업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작업전단부(블레이드 및 버킷)의 위치 및 각도에
대한 산출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제어장치가 명령에 추종하여 자동화하는 로보틱스 기술이다. 즉, 장비의 주행과 함
께 작업을 하는 블레이드가 장착된 장비는 운전자가 가이던스를 보면서 실시간 전단부의 콘트롤까지 어려울 수 있
으므로 본 기술을 도저에 적용하였으며, 실증테스트 중에 있다 (그림 8).

<그림 8. Fleet Telematics System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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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토공장비의 머신가이던스 및 콘트롤기술에 들어가는 GPS, 센서 등은 상용화된 제품을 활용하되, 콘트
롤 보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등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선도화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기존
Trimble, Leica 및 Topcon 등의 제품군에 비하여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60% 수준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이 매우 크다.
“건설장비 AR-어라운드뷰(AVM) 네비게이터”는 원거리 영상 및 장비의 자세에 따른 왜곡 보정 기술을 구현하여 장
비 사각지대로 인한 충돌, 협착, 추락 등의 재래식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4대의 카메라로부터 취득된 이미지를 정
합하여 장비를 중심으로 평면뷰에서 360도의 주변영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실세계 이미
지(어라운드 뷰)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술을 접목하여 버킷의 현재 위치에서 작업하여야할 목표에 대한
방향과 깊이 정보를 네비게이션 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기능을 부가하였다 (그림 9).

< 그림 9. Fleet Telematics System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항>

AR-어라운드 뷰 네비게이터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 개선된 이미지, 정합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정합부분의 왜곡을 줄
였으며, 머신가이던스 센서정보를 연결하여 AVM 정보 이외에 붐, 암, 버킷의 동작, 현재 상태에서의 회전반경, 본체
의 기울기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환경 인식 및 운전자 행태기반 안전 가이던스 시스템”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토공
장비 주변에 위치한 사람을 인식하여 인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력의 안전모와 안전조끼의 색상을 분
석하고 반경 10m 이내 사람의 인식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며, 장비와 작업자간 거리에 따른 위험도를 판단하여 경
고의 정도도 달리할 수 있다. 그림 10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좌표형, 표시형, 레이더형으로 구분하여 옵션을
달리할 수 있고 또한, 3가지 종류의 부저음을 통해 운전자는 정보를 제공 받는다. 본 기술은 작업자만을 인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돌방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기술과 함께 안전성을 극대화 시
킬 수 있다.

< 그림 10. 안전 가이던스 시스템 구동 화면 및 다양한 인터페이스 옵션>

향후 발전방향 및 결언
본 과제는 현재 마지막 4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이며 2017년 12월 까지 진행된다. 4차년도 연구 주요 목표는 연구개
발된 전체 기술에 대한 실증현장테스트를 통한 성능평가이다. 현재까지 고양시 00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남양주
시 00 지하차도 공사,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00공구 사토장 부지정지 사업, 울진군 00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서
울시 00구 오염토 치환공사, 서울시 00구 재건축 사업 등 다수의 현장에 본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현재 안
산시에 위치한 부지정지 공사를 대상으로 기획부터 시공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검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분석이 진행중이나 적용 완료된 현장 결과를 검토해 보면, 약 3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토공사 전 단계별
로 그림 11과 같은 효과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스마트 측량기술로 현황측량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으나, 공사 진도에 따른 토공물량의 변화를 BIM기
술과 함께 산출함으로써 공사의 진도관리가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었고, 머신가이던스 기술의 적용은
공사전 절성토 레벨 및 경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스테이킹(staking)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을 단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건설장비 관제기술을 통해 모든 투입 장비들의 생산성 분석으로 장비 조합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 연결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감독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반응과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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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통적 토공사 수행방식과 본 과제의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연구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기술로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의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플랫폼이 독과점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되고 타 기기와
의 호환성을 배제하여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네이버 등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는
기술은 오픈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타 기술과의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본 기술도 타 하드웨어(센서,
컴퓨터 등) 및 소프트웨어 등과 연결이 자유롭도록 오픈화된 플랫폼으로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 기술이
보다 지능화되어 사용자가 측량, 3차원 설계 및 해석 등의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의 빅데이터 구축 및 응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머신가이던스 및 콘트롤 기술
을 장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센서의 부착과 유선 케이블의 연결, 그리고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수반되
어 기존 장착된 장비에서 제거하여 다른 장비에 설치하기 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 따라서 모든 센서간의
통신에 신뢰적인 무선화 기술을 적용하고 신속 · 정확한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에 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의 우수한 ICT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연구개발 한다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국내 건설업의 채산성의 향
상은 물론 건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단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을 약속한다.

이달의
테마

연구과제 소개 1 • 연구과제 소개 2 • 전문가 칼럼

글 ┃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절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 · 보강기술 개발 연구단장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 · 보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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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지가 고도화 되고 지상공간이 포화
됨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은 필수적이나 일부
지반굴착 공사구간 및 운영중 도로 등에서 지
반함몰 피해 사고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
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하
철 9호선 공사구간 및 잠실 인근 도로에서 지
반 함몰 및 공동 발생, 용산 공사장 인근 인도
함몰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지반함몰 사고는 상하수도 관로 등

<그림 1. 최근 지반함몰 발생추이>

지하매설물의 파손 및 노후화, 굴착공사에 의
한 지하수 유출 증대 및 시공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을 인용하면 건설현장 발생공종별 사고사례
현황 중 지반굴착에 관련된 사건사고의 발생
건수는 108건으로 전체의 33%에 달하며, 피
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14.5%를 차지하
고 있다고 한다.

<그림 2.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생원인>

정부에서는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반함몰 재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또한 국토교통 R&D 육성 추진 방향으로 재난 · 재해 대비 시설물 관리 등 국
토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굴착공사 시 지반 내부적인 변화 요소
(지하수위 변화, 지하매설물 손상 등)와 외부적인 변화요소(차량하중, 지진, 지반굴착 등)를 고려한 지반거동 해석
및 지반함몰 평가기술과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굴착 및 보강 기술, 지반함몰 발생시 긴급복구 기술의 개선
및 국내 자립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예정) 총 36개월간 약 133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여 ‘도심지 굴착공사 시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 ·
보강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도심지가 고도화되고 지상 공간이 포화됨에 따라
지하 공간의 개발은 필수적이나 지반함몰 현상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반
함몰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관련법규 정비와 틀을 함께 함으로써 향후 연구결과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
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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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단 최종목표>

본 연구단(이하 지반안전연구단) 과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백용 연구단장)으로 총 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반굴착에 의한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위험성 예측 및 평가분야, 지중
복합탐사 분야, 굴착면 차수보강 분야, 긴급복구 분야, 지반변위 최소화 굴착 분야 등 세부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산 · 학 · 연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원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 세부과제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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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지반함몰 위험성 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지반함몰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1세부의 연구는 도심지 지반굴착으로 인한 인접 지반 및
지하수위에 미치는 특성을 규명하고, 지반함몰에 대한 위험성 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과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3차년도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7개의 공동연구기관과 1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1세부 연구는 지반함몰의 발생 매커니즘 규명과 지반굴착에 따른 위험성 예측 및 평가 기술로 이를 실제 유사 환경
에 적용 및 검증하여 시작품의 proto type 제작, 지반함몰 예방 정책 및 제도 개발, 안전한 지반굴착을 위한 지침(안)
및 실무 매뉴얼(안) 개발을 주요 성과로 발표될 예정이다.
먼저, 지반함몰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설계인자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연구책임자 김동수
교수)에서 축소모형실험과 원심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도출된 지반거
동 예측 및 주요 원인인자를 도출하며, 원심모형실험을 통해 검증된 현장응력 재현은 굴착공사 현장의 조건과 유
사한 환경의 특성을 구현하여 신뢰성 있는 지반함몰 모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획득된 여러 실내
실험데이터를 각 공동연구기관에 전달하여 안전한 지하굴착을 위한 지하수 변동 및 지반거동 정밀해석 기술개발
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그림 5. 1세부 연구분야 및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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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함몰 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임명혁 교수), 세
명이엔시(주)(연구책임자 정호영 이사)가 참여하여 굴착시공에 따른 지반변형 해석기법 개발을 통한 지반함몰 예
측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굴착공사로 인한 지질특성별 지반함몰 위험성 평가기술과 관련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함몰 예측 및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개발기업인 ㈜인시티(연구책임자 이재영 연구소
장)와 ㈜베이시스소프트(연구책임자 김병찬 연구소장)이 참여하여, 지반굴착에 의한 지하수와 지반변형 융합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굴착 시공 중 지하수 변화와 지반변형 연계 해석이 가능한 토류 구조물 해석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한다.
정책 및 제도화 분야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과 연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반함몰 정책개선, 설계 · 시공가이드라인 제시, 지하굴착관련(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안) 및 매뉴얼(안) 등의 성
과도출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연구책임자 윤태국 부장), 한국지반공학회(연구책임자 한유식 연구실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축소모형실험과 원심모형실험기>

지반안전연구단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물은 굴착공사 관련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며, 프
로그램 등의 가시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화를 통한 투자비 회수, 해외시장 진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정책,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안전점검 매뉴얼 등의 실무 적용을 통한 정부 및 지자체와의 공조는 지
반함몰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실질적 피해저감 등 가시적 성과로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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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심도 10m 이상)를 위한 복합탐사시스템 개발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지반함몰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목적으로 복합탐사 방법 및 복합
해석(S/W)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하공동 및 매설물 탐사와 굴착공사시 지하수위 분포와 지
반의 이완정도를 파악하여 도심지 굴착공사시 지반함몰 예측을 위한 복합탐사기술(심도 10m 이상) 개발을 목표
로 한다. 2세부의 협동기관은 (사)한국지반공학회(연구책임자 류기정 연구소장)이며, ㈜지오스캔(연구책임자 기정
석 대표이사) 및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남명진 교수)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 2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7. 2세부 연구분야 및 연구 목표>

최근 도심지 지반함몰의 경우 지반굴착공사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
심도 10m 이상을 굴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된 굴착심도를 대상으로 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
고 굴착 배면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합탐사 심도와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양한 토질조건에 따른 복합탐사자료, 지반변상과 지반물성간의 융 · 복함해석 기술 개
발뿐 만 아니라 시스템의 상용화 및 제품화를 통한 굴착공사와 관련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복합탐사 최적 시스
템 구축이 요구된다.
먼저, 복합탐사 결과와 지반 물성 간의 융 · 복합 해석기술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개별탐사와 지반특성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지반함몰 요소분석, 지반이완에 따른 토질 특성에 대한 수리 · 역학적 특성변화 분석, 계측관
리 시스템 분석, 복합탐사 자료와 토질 특성과의 연계성 분석, 계측 시스템과 탐사자료와의 연관성 연구, 실규모 현
장계측 결과와 복합탐사와의 통합해석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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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복합탐사시스템 기술 개발로써 복합설계, 해석기법 기반연구, 복합탐사 시스템 설계, 복합탐사 소규
모 현장적용을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복합탐사 해석기법 개발로써, 지반특성을 고려한 모델 구성 및 GPR, ER
inhouse 등의 모델링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지반 위험인자에 대한 탐지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심도별 적용가능 탐사를 선정하여 공동, 매설관, 지하수위, 이완대를 탐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중정사항으로 첫째, 복합탐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심지 특성상 개별탐사의 탐지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
인자(지하수, 공동, 이완대 등)를 도식하기 위한 탐사 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둘째, 지하수위 변동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는 탐사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여, 굴착에 따른 주요 위험요소는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립자
유실에 있으므로 지하수위 분포를 확인하여, 안정성 검토에 활용하고, 셋째, 심도별 위험요소(공동, 지하수)에 대한
고정밀 탐지력과 현장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계획에 있다.

<그림 8. 복합탐사 수행에 대한 모식도>

[3세부] 지반굴착시 차수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기술 개발
3세부에서는 도심지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함몰 발
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차수 · 보강 기술 개발을 목
표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세계시장 진출이 가
능한 경쟁력 있는 차수 · 보강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림 .9 지하굴착 차수 · 보강 기술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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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부의 참여연구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장수호 선임연구위원)이며, 그 외 4개의 공동연구
기관((주) 실크로드티앤디(연구책임자 최명식 상무), 덴버코리아이앤씨(주)(연구책임자 서석현 이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항석 교수), 대호산업개발(주)(연구책임자 김중연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기술개발로는 도심지 지하굴착 공사 시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반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수용 박층 멤브레인 재료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굴착 배면 차수보강을 위한 친환경 고화제와
다중 동시주입 펌프를 활용한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작품 설계 · 제작 및 시공조건에 따른 최적
설계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적용을 통한 성능 검증 후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시공 매뉴얼을 제시할 예정이
다.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도심지 지반함몰 사고 상당수는 지하수 유입과 그에 따른 토사 유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
문에, 굴착공사 시에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한 차수 및 보강기술이 필요하며, 본 연구과
제에서는 적극적인 현장적용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병행할 예정이다.

[4세부] 충전 재료를 활용한 지반함몰 긴급복구 기술 개발
충전재료를 활용한 비개착식 지반함몰 긴급 복구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4세부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한중근 교수)이 협동기관으로 6개의 공동연구기관, 1개의 위탁연구기관, 2개의 참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 공동연구기관으로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연구책임자 유남재 책임연구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
임자 김동욱 교수), 유씨아이테크(주)(연구책임자 김기성 대표), 대한건설이엔지(주)(연구책임자 홍기권 연구소장),
㈜케미우스코리아(연구책임자 채우리 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이대영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유승경 교수)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반함몰 발생 시, 현재 복구 방법은 토사의 되메우기 공법과 그라우팅 공법을 통한 복구방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법에는 양질의 토사 수급의 어려움, 최적의 다짐이 되지 않아 2차 지반 공동 발생의 가
능성, 물과 그라우트의 접촉시 재료 분리로 인한 보강효과 저하, 그라우팅 플랜트 설치시간 및 재료 혼합시간으로
긴급 복구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개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반공동에 의
한 함몰 발생 지반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시간의존성이 고려된 지반 공동 보강용 무기질계 혼화재 개발과 능동적 다
변형 지반신소재 포켓을 이용하여 지반공동 내 비개착 주입기술을 이용한 긴급복구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수용성 폴리머 기반의 무기질계 혼화재를 이용한 긴급복구 기술에서는 수용성폴리머 파우치 및 주입시
스템 개발, 긴급복구 매뉴얼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긴급복구용 팽창성 채움재 및 신소재 포켓섬유
를 이용한 소형주입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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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반공동 긴급복구 기술의 개념도>

본 연구의 향후 기대효과는 경제 · 산업적 측면으로는 긴급복구 시공 기간의 축소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역
기업 등의 시공비용 감소효과, 지반공동 긴급복구를 위해 요구되는 시공구간의 범위 및 시간 축소로 공용성 제한 요
소를 최소화함에 따라 간접적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반공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및 복구에 의해 지반함몰의 사전 예방에 따른 2차사고 방지효과, 지반함몰의 위험요소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사회
적 차원의 불안감 감소, 긴급복구에 따른 공용구조물의 활용성 확보로 시민불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5세부] 변위제어형 벽체조성 및 비개착 지하횡단공법 개발
5세부에서는 대심도(30m 이상) 및 도심지 굴착시 지반변위 최소화를 위한 굴착공법 개발을 위하여 크게 2개의 요
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첫번째로 대심도 수직굴착시 지반변위 및 지반함몰 위험 최소화를 위한 CIP-SCW복합
연직 지지벽체 조성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11. 5세부 제 1요소 기술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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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굴착벽체 품질개선 및 성능 극대화를 통한 지반함몰 위험도 최소화 공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시공법, 설계/해석법, 계측 및 공정/품질 관리방안, 위험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굴착과 동시에 보강재 설치 등 시공단계를 단순화하여 기존 공법대비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
보하고자 한다. 제 1 요소기술에는 5세부 협동연구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유충식 교수)을 비
롯하여, ㈜지구환경전문가그룹(연구책임자 한상재 대표), ㈜브니엘컨설턴트(연구책임자 강인규 대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범주 교수),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연구책임자 유남재 책임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삼보E&C(주)에서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제 2 요소기술의 경우, 도심지 저토피(3.5m 이하) 구간 하부 횡단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의 시공속
도 향상을 통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변위제한 대응형 비개착 지하횡단 공법을 개발을 목표로 한국철도기술연
구원(연구책임자 김현기 책임연구원), 특수건설(연구책임자 김형규 연구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책임자 조
국환 교수), 한국교통대학교(연구책임자 오정호 교수),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유한규 교수)에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2. 5세부 제 2 요소기술의 개념도>

본 요소기술은 지반내 응력균형을 유지하면서 상부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차세대 지하횡단공법(Super Equilibrium; SEM) 개발로 저토피 구간 굴착시 이완 영역에 대한 침하특성 평가기법, 굴착지반의 이완과 굴착 상부지반
의 초기 침하 억제가 가능한 비개착식 지하횡단공법 개발, 현장시험시공을 통한 개발공법의 성능평가 및 효과분석,
개선된 지하횡단공법 설계 · 시공 기준개발을 통하여 ‘강관다단그라우팅 · Fore poling 등 개선 적용-SEM 파일’과
‘전면 가압식 함체’ 조합을 통한 중대구경 강관 대비 변위(이완영역) 20% 저감, ‘마찰저감 장치 적용’에 의한 함체 견
인 및 추진시 시공속도 향상 20%, 공기단축에 의한 공사비 20% 절감 등의 연구개발 목표의 정량화를 이루고자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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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주열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본부장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4차산업 연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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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현황
우리 사회는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17.10), 용인 물류창고 옹벽 붕괴사고(’17.10), 평택 국제대교 붕괴(’17.8)
및 부산 오피스텔 기울음 사고(’17.9) 등 지속되는 대형 건설현장사고로 국민 불안감 및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6년간 건설현장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보더라도 안전 선진국 및 전체 산업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이다. ’16년 재해율은 전년대비 12%가 증가(0.75 → 0.84%)하였으며 사망만인율 또한 20%가 증가(1.47 → 1.76)
하였다.
안전선진국인 영국과 비교하여도 재해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2016년 사망만인율은 1.76으로 영국
0.162 대비 11배나 높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그림 1. 최근 6년간 사망만인율 현황>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건설업은 중량물 작업, 복잡한 공종, 유동적인 작업장, 야외작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는 특징과 더불어 근로자
의 고용 불안 등 위험요소가 항시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산업의 사망만인율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건설업
의 재해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생된 건설사고의 대부분은 가설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
이며,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체사고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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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구조적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2015년 시공
단계 위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관리제도
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관리 · 감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형 건설공사 뿐 만 아니라 사고발생 강
도가 높은 가설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전체사고
의 약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제도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통한 안전 · 안심 사
회 실현을 위해 제도 이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건설안
전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사고를 예방하며, 정부의 거버넌
스 구축 및 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그림 2).

<그림 2. 건설안전 확보 추진 전략>

4차산업 혁명의 건설안전 연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을 건설산업의 안전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를 활용한 안전분야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차산업 혁명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혁명(제
3차 산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정보통신혁명으로써 각 기술들 간의 초연결화와 기술의 초지능화 되는 사회를 말
한다. 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인공지능화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며,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이 모듈화되
어 로봇이 작업하기 편한 작업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 생산성 향상 뿐 만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
지 · 예방하고 위험작업을 로봇이 대체하게 되어 건설재해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을 촉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들 수 있으며, 4차산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및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용 가능하거나 도입 및 연구 중인 첨단기술을 크게 3가지 분야 즉, 현장안전관리 기술, 자
동화 · 무인화 기술 및 가상 · 증강현실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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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관리 기술은 웨어러블(Wearable) IoT 기술, 환경 데이터 자동 획득,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그림 3). 활용 기술로는 위치기반서
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CCTV(영상)기반 지능형 영상감지 솔루션 및 드론, GPS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3. 밀폐공간 작업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모식도>

건설 자동화 · 무인화 기술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일본, 미국 및 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도 대학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동화 건설기계 및 로봇을 활용한 건설기술개발을 추진하
여 왔다(그림 4).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은 안전전체험 교육이나, 3D Mapping 기술 등이 연구·활용
중에 있다(그림 5).

<그림 4. 콘크리트 표면처리 로봇>

<그림 5. 가상 · 증강현실 활용 현장체험>

이달의
테마

연구과제 소개 1 • 연구과제 소개 2 • 전문가 칼럼

건설안전확보를 위한 R&D 방향
건설현장 안전은 근로자의 인적 안전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
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R&D에서는 4차산업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측면의 연구와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확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발주자를 안전관리에 정점에 두고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제도연구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설계 관련 기준 연구 및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이 필
요하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화 · 무인화 시공법 및 장비개발과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하는
모듈형 건축공법 활성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취약성 감소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기술,
피해 최소화 및 복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중대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시스템화 · 자동화 · 표준화 연구와 설치 · 시공 및 기준 등에 대한 정
부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가설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도 본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는 자동화 및 PC건축
공법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건설사고의 약 55%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건설 안전관리 체
계 구축과 더불어 건설 안전문화 및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안전을 지키
는 비용’이 ‘지키지 않는 비용’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한 건설안전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부분의 R&D를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안전확보를 위한 첨단 · 자동화 · 무인화 · 모듈화 시스템 도입 시 안전이 최우선 고
려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연구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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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송수단 : 드론
낯섦이 사라진 기술에 대한
수용의 속도는 가속된다.
글Ⅰ김성진 칼럼니스트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마당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루는
아이들이 마당 중앙에 모여 웅성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는 바로 무언가가 하늘로 떠올
랐다. 드론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게 느껴졌던 드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숙
이 들어오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익숙해졌다. 과거에 드론
은 전투용 정찰을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실제 전투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방송 및 영화 촬영이다.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화면이나, 하늘에서 유유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화면들은 이전
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촬영이나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야 했기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즘은 드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촬영이 가능해졌기에, 안방에서도
아주 멋진 화면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출연자가 취미 생활로 드론
을 가지고 노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간단한 물건
을 옮기는 정도였는데, 얼마 전 방송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장면까지 나왔다.

출처 : https://unsplash.com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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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이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미 많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드론을 통한 운송 기술들을 앞세워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무인운송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상용화 결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피자 배달 전문 업체인

과이다. 자율주행차가 아직 상용화의 발걸음을 뗀 정도라면, 드

도미노 피자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드론을 통한

론은 이미 뜀박질을 할 준비를 넘어서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피자 배달에 성공했다. 몇 년 전 국내에서는 로켓배송이라는 배

이렇게 드론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

송시스템을 통해 주문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 시장에 놀

들이 있다.

라운 파급력을 안겼던 인터넷쇼핑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하고, 또 관

첫째, 접근성이 뛰어나다.

련 법규와의 오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과 달리 드론을 통한 배

애초에 전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된 이유도 인간이 침투하기 어

송은 훨씬 저렴한 비용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확장해 가

렵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정찰을 하기 위함이었다. 초소형 크기의

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관련 법규도 빠른

드론을 통해 인간의 접근이 제한된 곳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도

속도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라는 드론 배달

하지만, 화산이나, 위해 지역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 또한, 도심

시스템을 통해 30분 이내에 책을 비롯한 드론 배송 가능한 상품

에서도 교통 체증과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도착

들을 운송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HL 등 세

이 가능하다.

계적인 운송전문업체들도 드론을 활용한 운송 비용과 소요시간
의 절감 및 운송 지역의 확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인용 드론은 2~3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

드론의 상업화가 단지 운송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다. 전문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드론도 기존에 사용되던 헬리콥

혜택을 받는 분야의 하나로 농업분야를 꼽기도 한다. 농약의 살

터 등에 비하면 구입 비용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그 운

포나 물 · 비료 등의 공급, 넓은 경작지의 감시 역할 등도 드론을

용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유지비 등이 훨씬 더 저렴하다.

통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화산 · 지진 등의 재난 지역
에 대한 구호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탐사 목적으

셋째, 조작이 간편하다.

로 활용되기도 한다.

거리에서 보면 누구나 쉽게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간단한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도 쉽게 연동이 된다.

출처 : www.pixabay.com 무료이미지

출처 : www.pixabay.com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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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TED에서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강연이

현재는 드론을 조종해야 하는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머지않은 시

있었다. 거의 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청한 이 강의는 안드

점에 더 이상은 인간의 조종을 벗어나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레아스 랩토폴로스(Andreas Raptopoulos)라는 공중운송활동

인공지능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와 경로를 탐색하고, 운행 중

가가 아프리카에서 드론을 통한 의약품 운송에 관한 내용을 다

발생하는 돌발상황에까지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룬 것이었다. 아직 도로교통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고, 우기(rainy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season) 동안의 폭우로 기존 교통망이 마비되는 등 필수적인 의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드론과 같은 신기술은 적절한 규제와

약품조차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적인 문제

매너가 함께 발전하지 못한다면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에 대한 해결책으로 드론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드론의 운송거

인간성의 배제를 당연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많은 일자리가 드

리가 길지 않기에 중간중간 정거장 같은 것을 설립해야 하지만,

론으로 대체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드론 덕택에 풍요로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프라와 인력에 따른 운송비용과 효율

자와 빈곤해지는 자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드

성의 측면에서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실제 안드

론을 이용한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 예를 들어

레아스가 제시한 운송방법을 사용했을 때 1회 운송비용은 고작

해킹을 통한 물류의 혼란, 절도, 소매치기, 묻지마 폭행과 같은 또

24센트(270원) 정도이다.

다른 사회적 이슈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듯 드론의 상용화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몇몇 해결해야 하는 이슈들과 개선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
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전의 문제이다.
드론이 운행 중에 고장이 나거나 조종 기술 미숙으로 추락할 경
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3자에게로 돌아가
게 된다. 또한, 아직은 드론의 운송 가능한 무게와 운송 가능 거리
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그 활용성의 한계도 분명하다.

둘째, 윤리의 문제이다.
드론 기술의 개발과 카메라 기술의 발전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

출처 : www.pixabay.com 무료이미지

구나 취미생활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
지만, 이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신기술 중 하나이지만, 이미

드론 운행과 촬영이 제한된 장소를 침범함으로 불법적인 행위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기술이다. 드론의 발전은 우리가 직접 경

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드론을 통

험한 기술의 발전을 보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수십년 전 흑백텔

해 폭탄을 배송하는 등 테러에 대한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레비전에서 컬러텔레비전으로 3D 기술의 추가와 초고화질(Ultra
HD) 텔레비전까지 기술의 발전으로 지켜보면서 또 직접 사용하

그렇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드론의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발생

고 있는 것과 같다. 낯섦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기술이 비약적

하는 문제들에 대해 발 빠르게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고 있으

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그 수용의 한계치가 명백히 낮아진다. 드

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론은 우리 삶에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니다. 그저 기존 기술의 발전

있다.

을 여유롭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획
섹션

2017년
인도네시아 · 베트남
해외기술로드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
하여 11월 8일(수)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1월 10일(금) 베트남(하노이)에서 『2017년 국토교통분야 해외
기술로드쇼(이하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로드쇼는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동남아국가
중 대통령 국빈방문 및 APEC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로드쇼에는 국토교통R&D 수행기업 및 국토교통분야 신기술 인증기업 19개가 참여하여 해외 현지기
업 99개사와 총 175건의 상담이 성사되는 등 국내 국토교통 기술의 우수성과 국내 교통기술에 대한 해외
기업의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11월 8일(수)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해외기술로드쇼』는 국내 기업 9개가 참여하
여 현지 61개의 기업과 87건의 수출상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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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드론 및 무인기를 개발하는 ㈜화인코왁이 인도네시아 공군 대상 타겟 드론 수출 협의를 위하여 인
도네시아 바이어가 국내에 추가 방문하기로 하였고, 인영건설(주)과 PT.NINDYA KATYA 社는 자카르타 현
지 지사 설립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7년 국토교통분야 인도네시아 해외기술로드쇼>

<인도네시아 해외기술로드쇼 상담회>

11월 10일(수)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해외기술로드쇼』는 국내기업 10개가 참여하여 현지 38
개 기업과 85건의 수출상담을 실시하였다.

기획
섹션

<2017년 국토교통분야 베트남 해외기술로드쇼>

<베트남 해외기술로드쇼 상담회>

국내 참가기업 중 ㈜세종이앤씨는 ‘고칼슘 비산회를 재활용한 연약지반 처리공법’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베트남 진출을 위하여 다년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 로드쇼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공업
체인 PHAN VU 社와 수출계약을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였고 본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 PHAN VU 社는 지난 3월 호치민에서 개최한 국토교통분야 해외기술로드쇼에서 ㈜세종이
앤씨와 최초로 상담한 기업으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이앤씨
는 베트남 국영 기업인 CONINCO 社와 현지 Joint-Venture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베트
남 진출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세종이앤씨의 사례처럼 진흥원이 주최하는 해외기술로드쇼는 단발성 미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
속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외 진출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성공케이스가
되었다.

<(주)세종이앤씨 - PHAN VU 社 간 LOI 체결식>

<(주)세종이앤씨 - CONINCO 社 간 MOU 체결식>

또한 로드쇼 행사에 베트남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의 Mr. Tran Dinh Thai와 베트남 건설 총 연
합회(VFCEA, Vietnam Federation of Civil Engineering Associations)의 Mr. Pham Hong Giang 회장
및 Mr. Le Thi Bich Thuan 부회장이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18년 초 베트남 건설 총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미-일-베 건설 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는 등,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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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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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 총 연합회 회장단 면담>

로드쇼 행사 당일 「한-인도네시아/베트남 경제협력 오찬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어, 양 국의 시장현황 및 국
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좋은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해외 진출전략 및 진출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해외 진
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오찬세미나>

<한-베트남 경제협력 오찬세미나>

마지막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인 (주)건화엔지니어링(하노이 지사)과 (주)대우건
설(스타레이크시티 시공현장)을 방문하여 각 회사
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드쇼 참가기업별 베트남 진출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 社(스타레이크시티 시공현장) 방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진흥원 김병수 원장은 “이번 해외기술로드쇼가 한국의 국토교통 기술을 현지에 알리고 우리 기업의

진행하는 '국토교통해외기술로드쇼'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나라 모두 국토개발에 총력

문의 : 창업사업화지원실
(031-389-6333)

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新남방정책’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국내 국토교통분야 우수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읽는
ART

결핍이 주는 선물
앤디워홀(Andy Warhol)
못 배운 덕분에, 무일푼 덕분에,
간절함으로 결핍을 성공으로 채운다.
- 결핍이 만든 성공 중 -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라는 것을 뜻한다. 우
리나라가 7-80년대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것처럼 결핍
은 때론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미술사에 남는 유명한 화가들 중 삶 속에서는 보통 사람들
보다 훨씬 미숙하고 서툰 경우가 많지만 부족함을 삶의 원
동력으로 잘 승화시킨 화가들이 있다. 그중 결핍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은 사람을 꼽으라면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
홀을 소개하고 싶다. 앤디워홀은 평소에 ‘나는 언제 유명해
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스타가 되는 욕망을
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앤디워홀은 왜 그리도
간절히 유명해지고 싶었을까?
<앤디워홀>
출처 : http://www.gbllifesty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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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
이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라’에서 앤디 ‘워홀’로 이름을 바

앤디워홀은 체코에서 이민 온 광부의 아들로 미국의 한 빈

꾼 그의 비장한 행보는 계속된다.

민촌에서 태어난다. 열 살에 류머티즘이 찾아와 후유증으
로 침대 생활을 하는 등 가난하고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네 살에는 아버지를 여의며 가
난한 이방인으로의 소외감과 질병으로 인해 점점 더 소심
한 성격으로 자란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워홀은 유명해지고 싶고, 순수미술가가 되고 싶다고 꿈꾸
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는 상업디자이너였다. 다른 예
술가들과 달리 어릴 적 작품이 없는 이유도 미술 자체에는

가난을 벗어나고픈 욕망

큰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가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열망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피그

워홀은 카네기멜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200프랑만 가지고 뉴욕으로
건너간다. 잡지 삽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해 <아트디렉터클
럽상>을 수상하였고 신발디자이너로 성공하며 그토록 원
하던 부를 갖게 된다.
그런데도 무엇인지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며

말리온 효과처럼 역사적인 작품을 탄생시킨다. 다름 아닌
평소 즐겨먹던 통조림통을 묘사한 것인데 당시 주류를 이
루었던 추상회화의 지나치게 심각한 그림을 KO시켜버리
며 아주 가볍고 유쾌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앤디워홀
이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물건들과
깡통 등을 그림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한낱 신발디자이너보다는 순수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는다. 사실 순수미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당시 순
수미술계 젊은 스타들이 누렸던 자유로움과 명성이 부러워
서였다고 한다. 워홀은 스스로도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다
른 사람들도 우러러 보는 존재. 즉, 소외된 이방인이 아닌
주류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개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다
앤디워홀은 인생의 화려한 변신을 꿈꾸며 제일 먼저 이름
을 바꾼다. 그의 본명은 ‘워홀라’인데 체코식 이름의 끝 글
자인 '라'를 떼어냄으로써 노동자계급이며 동시에 이방인
이라는 출생배경과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개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이유는 이름
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바꿀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

<캠팰스프, 1960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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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비즈니스(돈)가 되다
예술가하면 가난과 고독, 우울 등이 떠오른다. 예술가들에
게 사회성이나 부유함을 연결 짓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워
홀은 오히려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예술과 비즈니스를 연
결한다. “돈을 버는 것이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고,
잘되는 사업은 최고의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결핍이 원동력이 되어 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
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
데 바로 성격이었다. 어린 시절 한 번 형성된 성격은 쉽사
리 고쳐지지 않는데 소심한 극내향형인 성격이 대인관계에
서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간절히 원했던 앤디워홀은 성격

<코카콜라, 1962년>

출처 : 네이버

<마릴린 먼로, 1962년>

출처 : 네이버

을 탓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데, 자신의 작업실
인 ‘팩토리(factory)’ 라는 공간으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와 퍼포먼스, 해프닝을 벌이는 것이었다. 비록
깊이 있는 대인 관계는 서툴렀지만 펑키한 헤어스타일이나
해골 장식과 같은 독특한 워홀룩으로 주목을 받으며 사람
들과 인맥을 쌓는 방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작업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
점은 워홀답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는데, 바로 가장
고급스러운 인쇄술이자 가장 저급한 판화인 ‘실크스크린’
인 것이다. 소재 역시 흔해빠진 일상용품을 이용해서 색깔
과 크기를 바꾸어 무한정 찍어내는 방식으로 캠벨스프 캔
이나 코카콜라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유명인들의 얼굴 같은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그것
조차 자기가 만들지 않았고 한동안은 작품 서명을 어머니
가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본인이 만들거나 싸인(sign)하지 않

외모 컴플렉스

아도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했던 워홀은 변기를 미

외모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는 예쁘고 잘생

술작품이라며 전시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후

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 예쁜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사

최고의 개념미술가로 평가받는다.

랑받는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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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높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

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사고체계와 비슷한데 전체를 보지

끼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도 외모가 많은데 앤디워홀은 머

못하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인양 해석하는 미숙한 사고방

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으며 못생긴 편이었다.

식이다.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인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

앤디워홀은 이런 외모 컴플렉스를 자화상을 통해 헐리우

가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핍은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원동

드 스타로 기가 막히게 변신시킨다. 손가락을 입에 댄 포즈

력이 되기도 한다.

는 당시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하는 전형적인 자세였고
인쇄나 판화에서 쓰이는 실크스크린기법을 이용해 신문이

결핍은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을 만날 기회

나 잡지 등에서 등장하는 연예인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 톤을 모두 삭제해서 얼굴의 세부표

앤디워홀은 객관적 잣대로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집

현이 되지 않으니, 생략을 통해서 완벽하게 결점을 완벽하

안도, 건강도 외모도 기준 이하이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게 지워버린 셈이다.

가진 것에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워홀
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관심받지 못했
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다는 평범한 소망을 단계마다 최
선의 목표를 세우면서 전력을 다했다. 앤디워홀이 최고의
예술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매 순간 자기 욕망을 알아차
리고 충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앤디워홀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성공의 시작점,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뿌리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자신이 무
엇을 원하고 잘하는지 한 번도 검증해보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족함을 피하거나 주저하는 대
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한 그의 삶에 큰 박수를 보낸다.

<6개의 자화상, 1967년>

출처 : 네이버

“인생은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콤플렉스와 마주하기

변화하는 모습의 연속이 아닐까?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지만 정작 모든 것을

사람은 키나 외모 등 타고난 조건부터 가난이나 학벌, 능
력 등 후천적인 조건까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변화시키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 앤디워홀 -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열등감을 만들기도 한
다. 정신의학자 이무석 교수는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라
고 말한다. 눈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눈만 의식
하게 되고 키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키에만 집중하는 것

글Ⅰ민선영 미술칼럼니스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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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새로운 트렌드 -

융합,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글Ⅰ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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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

되고 있는 이슈와 한계를 분석한 후에 바람직한 융합정

능, 유전자분석, 합성생물학, 증강 · 가상현실 기술, 신

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재 등 인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혁신적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자율자동차, 로봇, 드론, 3D프린
팅, 에너지, 우주항공, 스마트 에코 도시, 재난재해, 보

미국 융합전략의 진화

건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고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기존 산업과 사회 구조, 서비스와 생활양식

미국은 2001년에 국가나노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3

을 바꾸고 있다.

년에 나노기술개발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4차례나 전
략을 수정 ·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현재도

1) www.nano.gov

다양한 기술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

미국 정부의 20개 부처와 관련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고

만 아니라 서로 빠르고 다양하게 융합하면서 새로운

있다.1) 2001년 나노전략이 시행된 이후 총 25조원의 연

산업혁명시대, 더 나아가 인류문명의 전환을 예고하고

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에도 관련된 국가

있다. 각국은 기술혁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신기술 수용을 둘러싼 제도적

Council)의 검토를 거쳐 NSF, NIH, DOE, DOD, NIST

문화적 환경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파괴적인 혁신으

등을 통해 1조5천억 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

로 인해 기업과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과학기

고 있다. 나노기술은 그 자체로 다루는 입자 크기가 너

술혁신이 야기할 부정적 미래사회에 대한 논쟁도 커

무 작아 물리적 ·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

지고 있다.

하여 이종간 융합기술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가 있어 융
합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

는 것이다.

고 융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
를 획득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

2003년 이후 미국은 더 나아가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실한 때이다. 융합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산업혁신, 사

바이오기술과 유전공학을 포함한 바이오의약, 첨단컴

회혁신이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바람직

퓨팅과 통신을 포함한 정보기술, 인지신경과학을 포함

한 방향으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혁신의 필요성

한 인지과학 등 NBIC(nano-bio-information technol-

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ogy and cognitive science) 융합전략을 추진한다.
NBIC 융합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높이거나 사회의 요

우리의 정책과 융합연구,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은 ‘이런

구를 해결하는 기술로 융합기술을 정의하고 폭넓은 융

융합이 자발적으로 촉진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와 ‘그

합을 시도하게 된다.

융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인가’ 하는 방향
2) Roco, M.C. et al.(2013)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Society:
beyond Convergence of Nano-Bio-Info-Cognitive Technologies

성이 제대로 잡혀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지식, 기술, 사회의 융합(CKTS,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본 글은 미국과 유럽의 융합연구 및 시스템 사례를 살펴

Society)2)이라는 프레임을 구성하고 융합기술의 목표

보고 우리나라 융합촉진 정책의 발전과정과 성과, 제기

를 NBIC 기반, 인간, 사회, 지구문제 해결의 부가가치

R&D
정책리포트

향상으로 확장하여 인류와 지구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념을 기존 기초연구분류 유형을 넘어 비전 혹은 목표 지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그림 1)

향적 기초연구로 그림 2.처럼 확장하였다.

<그림 1. M.C. Roco(2013) Convergence of Knowledge,
Technology, and Society >

<그림 2. 기초연구의 유형>

미국 CKTS의 다섯 가지 원칙은 1) NBIC 기제, 인간, 사
회 지구 등 4개 플랫폼의 연결과 통합, 2) 살아 움직이는

유럽의 융합연구

동태적 시스템, 3) 융합(convergence)과 분산(divergence)의 사이클을 통한 진화, 4) 초학제적 언어를 통

유럽은 2004년 이후 CTEKS(Converging Technolo-

한 플랫폼 연계, 5) 비전기반기초연구(vision-inspired

gies for the European Knowledge Society) 융합전

basic research)의 가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략을 구성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 융합의

공급적 관점이 아니라 NBIC 인간, 사회, 지구의 플랫폼

윤리적 ·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며 유럽을 지식기반사회

을 통해 문제해결형 융합전략을 중시하고 있고 융합과

로 전환하는 기제로써 융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

분산 사이클, 시계열적으로 움직이는 동태적 관점, 기

제 2013년까지 CTEKS 융합연구에 90조원에 가까운

초원천융합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융합의 개념과

투자를 했다.

활용을 창의적으로 전략화,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융합기술의 개념을 서로 융합하여 공통의 목표
대체적으로 융합연구전략의 목표를 복지와 삶의 질 증

를 달성하게 하는 구현기술이자 과학적 지식시스템으

진, 생산성과 경제개발 촉진, 개인과 커뮤니티에 권한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적용 분야를 보건의료,

이양,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충, 인간지식과 교

교육, ICT 인프라, 환경, 에너지 5개 분야로 정하고 있

육 지원, 혁신과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다. 그리고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학제간 CTEKS

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구집단 육성, EU 프레임워크와 Horizon 프로그램에
CTEKS 지원 확대, 인지과학과 디자인, 사회과학 등에

융합과 분산 사이클에는 지식창조단계, 통합단계, 혁신

대한 투자 확대, 융합연구 초기부터 융합기술의 사회 ·

단계, 효과창출 단계 등이 연계하여 체계화되고 융합의

경제 · 정치적 영향 평가 강화, 융합연구의 윤리적 측면

개념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다. 특히 기초원천연구의 개

강조, 보다 개방적 거버넌스 구축, 정규교육에 CT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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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개발 · 활용 확대 등의 정책을 강화해왔다.

정책을 체계화하고 2009년~2013년 8조 8천억원의 투

EU FP7에서 창의, 협력, 인력양성, 연구혁신 역량 강화

자가 이루어졌으며 융합기술을 선진국 대비 70~90%

분야 융합연구에 60조가 넘는 투자를 해왔으며 2014년

수준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다양한 융합지원 인프라와

부터는 Horizon 2020으로 통합하여 미래융합기술 분

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나노융합산업은 541개 기업,

야에 3조 5천억원, 융합기반기술에 16조원의 투자를

2013년 매출 138조 원, 고용 15만 명 창출의 성과를

실행하고 있고, 전체 총 투자비 중 사회문제해결 융합

내기도 했다.

연구 분야의 비중이 40%에 이른다. 그리고 유럽의 융
합연구 비전은 3O(Open innovation, Open science,

한편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와는 별도로 25개 출연(연)

Open to the world)를 지향하고 있다.

이 속해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 6월 출범
이후 융합연구단사업 11개,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25
개, 민군융합기술연구사업 6개, 선행융합연구사업 10

한국의 기술융합과 산업융합 정책

개, 융합클러스터사업 46개 등 1,300억 원에 이르는 다
양한 융합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연(연)의 벽을

우리나라도 2001년 이후 나노기술을 시작으로 다양한

허물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연구회의 융합연구

융합기술투자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

사업에는 출연(연) 뿐만이 아니라 대학 251개 기관, 산

왔다. 기술융합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업계 228개 기관 등도 참여하여 실질적인 산학연 융합

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

연구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의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6년 제4기 대한민국나노혁신

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상당 수 국가 프로

전략까지 지속적으로 나노기술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젝트와 부처별 현안 해결 프로젝트들도 융합의 성격이

더 나아가 2009년 최초의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강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후 2014년 창 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문제는 우리나라 융합기술촉진 정책은 여전히 나노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융합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IT 등의 기술 중심으로 되어있으며 문제해결 융합의 방
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융합과 산업융

한편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합은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연계가 부족

산업부)를 중심으로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

한 상황이며 PBS(Project Base System)기반 연구방

고 2012년 제1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이 학제 간 융합의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해관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

계자가 많아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로 정보통신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3년 정보
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
으며 2014년 5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 계

융합연구 활성화의 방향 정립과 주요 이슈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新기후체제시대 기술혁신의 핵심 트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융합기술, 산업융합의 국가

렌드는 융합이다. 다양한 신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

R&D
정책리포트

타나고 곧 바로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고 있

현재의 융합기술발전계획은 선진국 따라잡기 기술개

으며 산업 및 사회의 수요가 신기술 · 신산업을 촉진하기

발에 치중하고 있고 산업융합발전계획은 융합혁신기

도 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부처별 융합촉진 전략을

술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1996년 이후 국가연구개발

넘어 국가 차원의 산학연 개방형 융합혁신 플랫폼 기반

체제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PBS 제도는 단일기술과 단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기성과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부처별 엄격한 규

되었다. 우리나라의 융합연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

정 및 행정관리로 유연한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에 장애

지에 대해 다섯 가지 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제안해본다.

가 되고 있다. PBS는 2세대와 일부 3세대 연구개발 모
델로 적합하며 제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시대, 융

1) 과학기술혁신의 가치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

합기술혁신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 Post-

합을 촉진해야 한다.

pbs제도로 4세대 개방형 연구개발과 5세대 융합혁신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력산업 위기, 저출산, 잠
재성장률 하락은 과학기술혁신으로 극복해야한다. 새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융합기술발전전략, 산업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성장, 복지목표의 통합적 달성,

융합발전기본계획, 대한민국나노융합 2025 및 각 부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과학기

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상호 연계와 통합을 강화해야

술혁신은 중요한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융합 혁

한다. 기술융합의 목표를 융합신산업 창출, 고용확대,

신기술개발과 이와 연계한 융합 신산업 창출, 사회문

사회문제 해결, 재난재해 대응, 지구적 이슈 대응, 삶의

제 해결 과정에서의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확충을 주

질 제고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제와 PBS 제도 등

목해야 한다.

을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국민경제발전에

3)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개방형 융합거버넌스 구축이

기여해야한다고만 되어있는 헌법 제 9장 127조 1항을

필요하다.

고쳐 경제적 수단논리에만 갇힌 과학기술의 가치를 확
장해야한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 이외에도 고용창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

안전한 사회, 건강장수, 깨끗한 환경, 질 높은 교육, 정

능에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없거

책의 과학화, 과학기술외교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나 상호 연결성이 부족하다. 과기정통부의 기초원천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융합혁신기술의 목표와 방향

구비 통합관리 구조하에서 융합을 어떻게 촉진하고 타

을 문제해결 가치에 두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을 한국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계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맥락에서 해석하여 활용한다면 융합혁신은 고용과 성

도 중요하다. 특히 융합혁신은 개방형 혁신플랫폼 기

장과 복지를 한꺼번에 잡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전

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산학연 혁신 주체간

략의 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분절화된 구조를 넘기 위한 융합혁신플랫폼은 취약한
상태이다.

2) 기술-산업-사회 융합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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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융합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융합특위를 구성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술과 산
업, 사회의 융합혁신 방향을 정립하면서 각 부처의 사

칸막이 문화, 주도권 경쟁, 불신, 음해와 투서 등의 문화

업을 연계시키는 한편 데이터 기반 개방형 융합혁신플

를 신뢰와 개방형 협력, 함께 도전하는 문화로 전환해

랫폼을 분야별, 지역별로 구축해가는 것도 중요한 거버

야 한다. 산학연 융합협력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데이터

넌스 혁신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 산업혁신, 사회혁신

기반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융합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을 동시에 연계 · 촉진할 수 있는 지능형 거버넌스를 설

인적교류의 유연성, 평가제도, 소통 공간, 과학과 인문

계해야한다.

사회 예술의 융합 프로그램, 교육-연구-취업/창업의 패
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확충해야 한다.

4) 융합연구와 융합혁신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마치며
현재 융합연구는 공동연구, 협력연구, 기초원천연구와
의 차별화가 부족하고 융합을 위한 연구, 과제수주를

융합은 최소 향후 10년간 과학, 기술, 교육, 사회를 변

위한 융합연구, 목적이 불분명한 융합연구가 많다. 단

화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개인의 생

기성과주의나 양적위주의 평가체계도 융합의 걸림돌

산성, 역량강화, 삶의 질 제고에도 핵심 조건이 될 것이

이 되고 있다.

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융합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나 접근을 넘어 적극적이

융합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

고 전략적인 능동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혁신

운 가치와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의 파고가 높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 지금

문제해결 및 시스템적 관점, 시장과 사회의 수요관점에

플랫폼 기반의 개방형 소통을 확대하면서 데이터기반

서 융합기술에 대한 기준과 평가지표를 새로 설계해야

으로 지능화되는 융합혁신플랫폼은 과학의 도전, 기술

한다. 융합연구의 시계열적 포트폴리오 재구성, 연구그

의 진보,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

룹 구성의 유연성, 연구결과의 혁신 연결까지 지속성

속화 할 것이다.

보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의 가치를 확장하여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기
5) 융합촉진을 위해 폐쇄적 · 자기중심적 과학문화의 혁

술-산업-사회의 융합적 접근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통

신이 필요하다.

합적 오픈 거버넌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는 일,
융합의 촉진을 위해 융합연구의 개념과 기준, 평가를

우리나라의 연구문화는 기관의 벽, 제도의 벽, 거리의

명확히 하고 폐쇄적 자기중심적 과학문화를 획기적으

벽, 마음의 벽이 크고도 높다. 부처간, 기술간, 기술분야

로 전환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간, 기술과 산업간, 연구단계에 따른 장벽도 있다. 대학,

믿는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고 누가라도 먼저

출연(연), 기업의 각자도생 경쟁문화도 오랫동안 누적

나서야 한다. 그 곳에서 길이 열릴 것이다.

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 계열화되어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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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정보」,
그 미지의 세계를 열다!
최현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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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정보 세계표준(OGC IndoorGML)
제정을 위한 노력과 결실
‘공간정보’ 혹은 ‘GIS' 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거나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T-map'이나 ‘네이버지도’ 혹은 ‘구글맵’ 등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하곤 한다. 이런 스마
트폰 앱이나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공간정보 사용자’인 셈이다. 이제
는 GPS가 뭔지 몰라도, 경위도 좌표를 몰라도 내 손위의 지도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처음 가
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GIS 혹은 공간정보기술은 이후 약 50여년의 시간동안 측량기술, 위성기
술(GPS, 위성탐사 등), 통신기술(LTE, 5G 등)의 발전과 함께 거의 모든 지구상의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3차원으로 표현하고, 이를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공간정보 기술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일반인
들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보편 기술로 탈바꿈했다.
2010년을 전후로 더 이상 새로운 분야가 없을 것만 같았던 공간정보 분야에 ‘실내공간정보’라
는 새로운 난제가 등장했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인간활동의 90%가 이루어지는 실내공간’1)
에 대해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내공간
이 기존의 바깥세상을 다루던 실외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
되었다. 실외공간정보의 경우, 대부분이 평면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예를 들어 도로의 연
결성은 대부분 평면적 연결관계로 묘사할 수 있다) 반면, 실내공간정보는 계단, 엘리베이터, 무
빙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3차원적 연결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에 알려진 실외공간분석이나
네트워크분석 이론들로는 해석이나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다
양한 형태의 장애물들(벽, 파티션, 문, 창문 등)로 인해 일정한 이동 규칙을 제시하는 것도 어렵
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실내 자
율청소로봇이나 자율경비로봇의 이동경로 탐색, 대형쇼핑몰에서의 길안내 등과 같은 실내서
비스 구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국제학회와 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실
내공간정보 표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 2001년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발간한 「The National Human Activity
Pattern Survey (NHAPS): A Resource for Assessing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Neil E.
Klepeis etc」에 따르면, 인간활동의 약 90%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
Inside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건설교통기술평가원(現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의 지원으로 출범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을 통해 실내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핵심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부
산대학교 이기준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영 교수를 주축으로 한 국내 연구진들은 국내 연
구성과를 국제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신념으로 어려운 국내 연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 학회와 국제 표준기구 활동을
묵묵히 이어나갔다. 당시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 참여하여 2010년 12월 11일, Indoor Navigation에 대한 최초의 Discussion
Paper를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능형국토정보사업단’이 종료된 이후 후속연구 지연으로 사그라질 것 같던 국제표준 제정의
꿈은 2011년 12월 ‘실감형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기술 개발(연구책임자 : 최현상)’ 연구가 시작
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전 사업의 핵심연구진과 새로운 연구진의 참여로 실내공간
정보 국제표준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2년 1월 20일, OGC에서
는 실내공간정보 표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내 연구진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IndoorGML
Indoor Location Standards Working Group 활동을 승인하였다. 부산대학교 이기준 교수
가 의장을,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영 교수가 부의장을 맡고, OGC CityGML 표준 개발을 주도
한 Thomas Kolbe 교수(뮌헨공대) 등도 함께 동참하면서 본격적인 IndoorGML 표준 개발이
시작되었다. IndoorGML 표준은 2012년 3월 최초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2회의 대면회의와 다수의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 개선되어 졌으며, 드디어 2014년 12
월, OGC IndoorGML ver 1.0 국제 표준이 제정되었다. OGC 공식 홈페이지(http://www.
opengeospatial.org/)에는 개선된 과정마다 기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자랑스
러운 국내 연구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된 ‘실감형 실내외 공간정보 구축기술 개발’ 연구를 통
해 국내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제정된 최초의 OGC Indoor 국제표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5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25선’에 선정되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잠실
롯데타워 애비뉴엘관’을 대상으로 실내공간정보 구축과 실내 물리보안 서비스 등을 실증하였
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공
동연구책임자였던 롯데정보통신 이준희 수석이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쾌거도 있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이나 ‘IoT’, ‘CPS(Cyber-Physical System)’ 등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
고 있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과 같은 기술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아 ‘스
마트글라스’를 착용하고 코엑스나 인천공항 같은 넓고 복잡한 실내에 들어가면 주변 상점의 광
고가 보이고, 가고 싶은 장소를 화살표로 안내하는 시대가 올 거라 확신한다. 또 시각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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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음성으로 읽어주는 실내 안내 서비스도 예상할 수 있다. 실내공간정보 산업과 서비스
시장이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머지않아 지금의 스마트폰 지
도나 내비게이션처럼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기술로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실외공간정보를 표현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현재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대략 50년의 시간이 걸
린 듯하다. 이와 비교해 실내공간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은 고작해야 5~10
년 정도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실내공간정보의 ‘미지의 세계’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다행히
도 척박한 국가R&D 예산 환경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담당자의 노력으로 실내공간정
보와 관련된 후속 연구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인문의
바다

소통으로 인생을 바라보다

영화 <컨택트>
글Ⅰ정호진 칼럼니스트

KAIA 2017 vol. 9

58

59

계인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팀을 꾸리기 시작하고, 여기서 언
어학자 루이스가 등장한다.
루이스는 미국 몬타나 주에 출현한 외계인 '헵타 포드'와의 대화
와 협상을 책임질 언어학자로 선발된다. 그녀는 언어를 소통과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소쉬르가 말한 랑그와 파롤의 개념
에서 본다면, '사전적으로 공인된 정형의 언어'를 의미하는 랑그
가 아닌 '발화자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언어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파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IMDB

지금까지의 외계인이 등장하는 SF 영화에서 외계인은 대부분 지
구를 정복하러 온 침략자였다. 그리고 관객들은 100% 공감했다.
왜였을까? 벌레를 연상시키는 징그러운 외모 때문에? 인류보다
몇 배는 더 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굉장한 공
포감을 안겨준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외계인이
출처 : IMDB

날 해치기 이전에 느끼게 되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공포감이다.
영화 <컨택트>는 그 원초적인 것에 집중했다. 외계에서 온 이
방인들이 왜 지구를 찾았는지 그 이유를 향해 나아간다. 전형적
인 외계인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그 대답은 자명하다. 인류
멸망과 지구 정복. 차라리 그런 이유보다는 외계인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몰아내고 지구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컨택
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왜 그들이 지구를 찾았는지 묻는다.
총구를 겨누는 대신 질문을 건넨다.
멀지 않은 미래, 12개의 괴우주선이 지구를 찾는다. 그들은 인간
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저 18시간마다 괴우주
선의 문이 열릴 뿐이다. 평온하기만 한 외계인들에 비해 바쁜 건
인간이다. 사실 인간들에게 외계인들이 왜 지구를 찾았는지는 중
요치 않다. 뉴스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의 침공에 대비하라’ 말
하고, 인터넷엔 수많은 루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당국은 외

지금까지 군 당국은 여러 번 쉘(헵타 포드들이 타고 온 우주선)을
드나들며 헵타 포드들과 만났다. 하지만 인간들은 거대한 방호복
을 뒤집어쓴 채 여차하면 쉘을 공격할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외
계인의 언어를 인간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만 하니 당연히 소통
할 수 없었다. 난관 속에 나타난 루이스는 그녀의 언어학적 철학
에 기반한 방법으로 헵타 포드와 첫 인사를 나누는 데 성공한다.
스케치북에 ‘HUMAN’ ‘LOUISE’와 같은 글씨를 써 보이며 자신을
소개하려던 루이스는 처음으로 방호복을 벗어 던지고 외계인들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소리나 단어를 통해 이
름과 같은 정보를 전하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루이스’라는 존재
자체를 헵타 포드들에게 노출한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기소개라
할 수 있는 장면이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보는 이
와 으레 자기소개라고 주고받는 이름이나, 나이와 같은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말들로 인해 우리는 상대방을 안다고 하
기 보다는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인문의
바다

출처 : QUARTZ

출처 : Vulture

<컨택트>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 ‘헵타포드 어’는

끼를 넣고 다니는 동물을 가리켜 ‘what's that?’이라

인간의 언어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띈다. 인간은 선

고 물었던 제임스 쿡 선장. 그에게 캥거루라고 대답한

형 철자법을 사용하여 인류는 철저히 시간에 갇혀 살

원주민들. 그것은 그 동물의 이름이 아니었다. ‘I can't

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understand.’라는 뜻이었다.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존재한다. 또 문자가 음을 나타내는 표음 문자를 사

줄이기 위해 서로가 공유하는 어휘를 늘릴 필요가 있

용한다. 대조적으로, 헵타 포드들은 원형으로 된 비

다는 게 루이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웨버 대령은

선형의 철자법을 사용한다. 한꺼번에 둥근 원 형태

그 이야기의 결말이 결국 미개한 종족이 진화한 종

로 그 의미가 전달된다. 시간의 굴레를 벗어난 존재

족에게 지배당했단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들이다. 우리는 언어가 상형 문자와 같은 고대의 표

‘미개’와 ‘진화’ 프레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더

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 발전했다고 생각해왔다.

우월하다면 지배하고, 내가 더 미개하다면 지배당하

하지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존재인 ‘헵타 포드’가

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흐르는 원리였다.

사용하는 표의문자는 그것이 인간만의 잣대임을 말
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역사를 본다. 인

결국 루이스는 ‘헵타 포드 어’와 그들이 지구에 온 진

간의 역사는 미개한 사회에서 이른바 문명사회로 ‘발

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헵타 포드 어가 시제의 구애를

전’해가는 과정이다. 사실 시간의 굴레 밖에서 미개

받지 않는 비선형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루이스

와 진화는 의미가 없다. 그저 그 자체로서 존재 의미

는 헵타 포드 어를 배워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

를 지닐 뿐이다. 시간은 ‘언어’의 시제를 통해, 역사를

와 과거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영화 <컨택트>는 절

통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미개’와 ‘진화’라는 색안

정으로 흐를수록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아마 이 영

경을 우리에게 씌우고 있었다.

화는 지극히 헵타 포드의 문법으로 구성된 영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작과 끝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루이스의 주장에 웨버

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이루

대령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며 반대한다. 그 때 루

어진다. 영화 첫 부분에서 루이스는 사랑하는 딸 한

이스는 캥거루에 관한 일화를 꺼낸다. 주머니에 새

나를 잃는다. 보는 내내 우리는 루이스를 딸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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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alkhouse

엄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루이스의 미래

분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통’은 우리

였고, 루이스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운 팀 동료였던

의 ‘인생’에 까지 질문을 던진다. 생각해보면 우리에

물리학자 이안은 미래의 루이스의 남편이었다. 우리

게 과거는 항상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이다. 영화 <컨

가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헵타 포드들에겐 전혀

택트>는 그런 후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의 흐름대로

나간 일에 아쉬움을 곱씹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이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이스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는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었다. 이안과 결혼하여 아

함을 헵타 포드들과 루이스처럼 시간과 언어에 종속

이를 낳으면 미래에 그 딸은 죽는다. 시간에 종속되

되지 않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발견해야 함을 이 영

지 않는 루이스는 이안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화는 말한다. 물론 쉽지 않다. 우리에게 언어 없이 산

슬픔을 비켜갈 수 있었고 딸 한나의 죽음을 목도하지

다는 것은 사회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삶을 의미한다.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또(사실 또라는 말을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방호복을 벗어 던진

쓰는 게 맞지 않다.) 이안과 결혼해 딸 한나를 낳는 결

루이스의 모습처럼 항상 마음속에 ‘상대방과 소통하

정을 한다. 그리고 영화는 첫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간

는 법’을 새기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언어 자체

다. 마치 헵타 포드의 원형 문자 같다. 완벽한 대칭을

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진정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

이루는 루이스의 딸의 이름 ‘Hannah’처럼.

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언어야말로 목적
이 아닌 수단이어야 한다.

이 영화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과제를
남긴다. 살면서 우리는 진정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과연 그들은 왜 지구에 왔을까?

대화해 본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언어와 대화를 통해

영화에서 헵타 포드들이 말하는 그들이 지구를 찾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리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언어

이유는 조금 아리송하다. 지금 인류를 도와 3000년

를 벽 삼아 그 뒤에 숨으려 할 때가 많다. 진짜 의미를

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니. 3000년 뒤의 일은 알

언어라는 상자 속에 숨긴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

수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 헵타 포드들과 만난 우리는

한다. 인류 역사상 벌어진 많은 전쟁, 싸움들도 대부

분명 도움을 받았다. 분명 그렇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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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도시를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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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이 20개국 60
개 이상의 조직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 세계 우

건축물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영역으로 전 세계 에너

수 정책들의 채택을 확산시키고 가장 효율적인 건축자재,

지 소비의 약 30%, 에너지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20% 정도

기술 및 설계 채택을 권장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해

건축물의 회복탄력성(building resilience)을 갖추게 하는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건축물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될 것

것이었다.

이다. 이러한 성장은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업 및 산업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모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

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화로 상당한 절약

은 비용절감과 지속가능성의 모든 이점을 제공하면서 건축

을 실현하고 도시지역의 저탄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많

물 생애주기 내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한 돈을 잘 회수할 수

은 기회들이 존재한다.

있기 때문에 더욱 비용 효과적이다. 2030년까지 강도 높
은 에너지 집약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에 비해 실제
에너지 효율화 조치(energy efficiency measures)를 실행
한다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평균지구온난화 온도

건축물 부문, 도시와 기후 변화

섭씨 2도로 제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2.8조 달러 이
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Fraunhofer ISI, 2015). 이러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3을 건축물과 관련된 제품들

생각을 간직한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Sustainable Real

이 차지하는데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Estate Investment -UNEP FI 2016)’에 관한 2016년 2월

그 규모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NEP, 2015).

한 보고서에서는 “약 50조 달러의 재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 세계 인구와 건축물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전 세계

부동산 자산관리자들은 기후 친화적(climate friendly)이고

에너지 사용량의 2/3, 온실가스 배출관련 에너지의 75% 이

친환경 구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담론에 포함

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가 본질적인 연구대상이다. 하

시킬 중요한 의사결정 그룹이다”라고 하였다. 부동산 전략

지만 건축물에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하

에 기후 및 사회적 고려사항을 포괄하는 것은 비즈니스 기

여 기존의 모범사례와 기술을 널리 확산시키고 동시에 저

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경쟁력을 갖춘 투자가치를 제시하는

탄소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면 이 또한 크게 감소될 가

것이다. 이 연맹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3.2Gt을 줄

능성이 있다.

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의 투자가

최근 유엔 기본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국

50%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재무수익률이 124%에 달할 정

제 기후변화 담론(discourse)으로 건축물의 중요성이 강조

도라고 한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건축물 및 건설연맹(The Global

원문출처 : Energy-efficient buildings for low-carbon cities, ICCG Reflection No. 47

63

Global
Report

기후, 사회 및 경제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개선한다면

스킬들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기술들은 현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재 대비 신규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50%~90% 향상시킬 수

그리고 활용을 장려할 조치들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조사

있고,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USGBC, 2009).

를 필요로 한다. 2050년까지 현재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건축물 부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

어나고 도시인구가 25억명 늘어날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건축

배출을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에는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물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개선을 구현

방식의 변화가 포함된다.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는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수립 및 에너지 정책 디자인의 적용과 그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저탄소 또는 제

리고 초점을 맞추어야 할 에너지 효율개선 유형에 많은 사항들

로탄소 기술로 생성된 전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에너지 소비

이 고려되어야 한다.

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기존 건축물을 개보수
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 건축물을 에너지 저소비형 또는 제로 에
너지 건축물이 되도록 건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건축물 부문은 냉난방, 조명, 광범위한 건축자재와 건축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설계

수많은 기술이 활용되며, 다양한 건축물 유형(즉 공공 건축물,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건축물 등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설계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에 요구되는 서비스(조명, 냉 · 난방, 급탕, 컴퓨터, 전자장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조치(energy efficiency measures)를 취

비, 냉장고 등)는 상당한 에너지 사용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성을 증진하려면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왔으며, 에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설계단계에

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효과적인 정책설계에

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추가 자

의한 지원조치가 없다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본이 수반되어서는 안 되며, 세대주에 의한 빈번한 관리가 요구

은 건축물 부문 단독으로도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관련 온실

되어서는 안되고, 건물 생애주기 동안 비용 및 편익이 계속해

가스 배출이 두 배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Lucon et al.

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아 설계의 컴팩

2014). 건축부문의 전 세계적 에너지 소비는 인구증가와 경제성

트화(compactness of design), 방위, 단열 및 공기변화관리

장에 힘입어 2,794Mtoe에 달하였으며 1971년과 2010년 사이

(air change management) 등이 설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

이미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IEA et al. 2013). 마찬가지로 건축

려되어야 한다. 기타 건물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기술

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에 9.18GtCO2eq에 달하였고

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1970년 이후 두 배 이상이 되었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6.02Gt)

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제시된 자재 또는 부재의 내재

의 대부분은 건축물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에너지 요건 등도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밀실한 건물외

배출이라고 한다(Lucon et al. 2014). 다행인 것은 이 통상적인

피(tightening building envelopes) 뿐만 아니라 좋은 단열성도

에너지 소비 증가추이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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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적절한 방위와 더불어 패시브 설계전략(Passive de-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필수적인 조치들은 다

sign strategies)도 에너지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건

음과 같다(Lucon et al. 2014):

축물 위치, 현장 특징, 태양의 경로와의 상관관계, 건축물의 방
위와 위치 그리고 창문과 외부 차양 장치와 같은 요소들은 자연

1) 건물 방위, 열저장체(thermal mass) 및 모양

채광의 효과성과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

2) 고성능 건물외피 사양

은 건축물 운영 중에 직접적인 태양열 부하와 전반적인 에너지

(high-performance envelope specification)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동절기에 낮은 일사각도 갖는 건

3) 패시브한 기능(passive features) 발휘의 극대화

축물은 하절기 차양설비 설치만으로도 냉난방의 필요성을 감소

(일광, 난방, 냉방 및 환기)

시키기도 한다. 설계단계 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못

4) 잔여부하(remaining loads)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시스템

한다면 그 설계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 결과 또한 비효율적

5) 개별 에너지 사용 기기의 규격 최적화 및 최상의 효율성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6) 시스템과 장치들에 대한 정확한 시운전과 조정
(accurate commissioning of systems and devices)

에너지 효율적이며 단소배출이 낮은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건
물외피(building shell)는 에너지 절약 잠재력 중 63%나 차지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안보 증진에 핵심적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 있는 BIQ(Bio Intelligent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결책들은 건물 현

Quotient) 하우스는 주거용 건축물로 생체반응성 외관(bio-re-

장과 그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재생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다.

active façade)을 구현한 세계 최초의 시범사업이다. 쏠라리프
(SolarLeaf)라 불리는 생체반응성 외관은 조류 바이오매스와 태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최신 친환경 기술들을

양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성한다. BIQ 하우스는 조류로 채워지

단순히 수집하여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계의 모든 요소

는 생체반응성 판넬(200m2)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판넬은 매

가 먼저 최적화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건축물과

년 6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생성되는 모든 에너

현장 내 다양한 요소와 시스템의 상관관계에 따른 영향이 건물

지를 건축물에 공급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건축물이란 이처럼

전체 솔루션의 일부로 재평가되어 통합·최적화 되어야 한다. 이

특별한 예시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주류를 이루는 건축물이 대

러한 접근법은 초기부터 모든 설계팀 요원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상이 되어야만 한다.

프로세스를 통하여 건축물 성능을 반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다. 반면 하나의 건축물과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존

오늘날 많은 건축물들은 지속가능한 건축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의 프로세스는 선형(linear)이다. 거기에 반영되는 모든 설계 요

우수한 설계시공 사례들이 적용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소 및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후속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최적

인증 프로그램에는 미국 친환경 건축위원회에 의해 2000년에

화 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되고, 시공·설치됨으로

제정된 LEED 또는 1991년 독일에서 시작된 PassivHaus 등을

써 건물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최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

들 수 있으며 매년 전력에 약 1리터(10 kWh/m²)의 가스를 소비

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
은 프로그램의 채택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실행 및 인식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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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수립 및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다. 둘째, 데
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하며, 기준선 및 벤

건설 환경은 우리의 자연환경, 경제, 건강 및 생산성에 중대한 영

치마크를 설정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평가 및 감사를 수행

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축과학, 기술 및 운영발전 상황들은 건물

한다. 셋째, 개선 가능성을 추정하고 목표를 검토하여 그 목표를

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기를 원하며, 설계자, 시공자, 운영자 및

명확히 한다. 넷째, 기술적 조치들을 정의하고 건축물 종류별 목

소유주들 또한 경제적 · 환경적 성능 모두 극대화되기를 원한다.

표를 정의하여 역할과 자원을 결정함으로써 조치계획을 수립한

이것은 저탄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다. 다섯째,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한 역량과 인

서 큰 성공 잠재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도시가 저탄소 경제성

식을 제고하며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조치계

장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개발의 독창성적인 실험의 구

획을 실행한다. 여섯째, 결과를 측정하고 조치계획을 검토하며

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업적 확인으로 그 결과를 평가한다.

세계는 지속불가능한 발전과 광범위한 소비로 심각하게 영향
을 받아왔다. 실제로 현재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장소를 계획하고 조성하며 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간구조

결론

와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도시의 자원효율성
진화를 통하여 도시지역을 재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 도

기존 건축물과 미래건축물이 세계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시가 어떻게 계획되고 건설되며 관리되는지가 내일의 지속가능

량의 상당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의 성장 및 소비 추세는 에

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노력의 결과를 결정할

너지 수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에서의 증가 가능성을 나타

것이다. 이렇게 잘 계획되어야 하는 도시의 맥락 속에서 건축물

내고 있으며 기존 에너지 효율기술과 건축설계기술들은 그 문제

은 에너지 효율성과 저소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 시장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정책과 규제가
필수적이다.

세계가 점차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도시의 모습, 크기, 밀도 및
분산에 관한 궁금증은 전에 없이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

정부는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접근방식에 집중해야 한

한 도시의 출현은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도 경제적 번영, 사

다. UNEP의 지속가능한 건축물과 건설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

회 정의, 자원 효율성 및 환경보호 간의 관계 재조정을 통해 보

결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를 위한 절감과 다양한 요소를

다 지속가능한 개발 패턴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건

조합한 일괄적인 조치로 배출감소와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이 모

축물 부문의 역할은 에너지 자원의 많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두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 건축물 부문은 에너
지 효율증가와 에너지 소비감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으

미국 환경보호국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건축물 부문의 에너

로써 기후 변화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 관리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지자체의
좋은 사례이다. 이 접근방식은 에너지 관리를 위한 지침을 요약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

한 것으로 7가지 조치가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팀을 구성하고

인 방법은 건축물 유형에 따른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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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신규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설계 시 에

적인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살기 편하

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관련 도시정책을 적용·활용하는 것이다.

고 일하기 좋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형 저탄소 도시를 가꾸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설계 · 시공 · 운

어 나갈 수 있다.

영의 모든 측면에서 부속 설비를 다룰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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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B 역경에 맞서고, 회복탄력성을 키우며, 삶의 기쁨을 찾는 법

삶의 역경과 시련에 맞서는 회복탄력성의 모든 것!
차세대 미국 대선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의 진솔한 경험과 와튼스쿨 심
리학교수이자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의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역경에 맞서고 회복탄력성을 구축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옵션 B』. 2015년, 셰릴 샌드버그는 남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에 빠지게 됐다. 인
간관계, 직장생활, 사생활 등 삶의 모든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7살, 10살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이 평생 상
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 봐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때 셰릴의 친구 애덤 그랜트는 그녀와 아이들이 고통을 줄이고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탄력
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비롯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했고, 애덤의 조언을 바탕으로 셰릴과 아이들은 점차 상실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책에서 셰릴은 자신이 내면을 치유하며 외상 후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 셰릴 샌드버그, 애덤 그랜트
와이즈베리 l 2017.10.25

셰릴의 개인적인 상실과 극복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책은 역경과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흔히 당면하는
문제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집단 따돌림, 질병, 실직, 이혼, 성폭력, 자연재해, 성
적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 사랑하는 이의 죽음, 난민 생활 등 인생에서 우연히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역
경과 극복의 지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더불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법, 고통을 겪는 지인에게 진정한 위로와 도
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조언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지, 직
장과 사회는 고통받는 직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를 통해 개
인과 공동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옵션 B의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며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목차
서문

우정의 백금률

다시 사랑하고 웃기 위해

위기를 극복할 힘을 함께 발견하다

함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숨을 쉬다

자기연민과 자신감

다시 즐거움을 느끼다

직장에서 실패하기와 배우기

감사의 글

방 안의 코끼리 내쫓기

앞으로 튀어 나가다

주

회복탄력성을 갖춘 아이로 키우기

찾아보기

Book&
Cafe

중국 바둑의 전설 녜웨이핑 9단은 “바둑이 늘려면 자기 돌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차선책을 택할 수 있는 유연함과 과감한 결
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생은 어떨까. 혈기왕성한 20대에도, 불혹의 나이인 40
대에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역경과 마주한다. 실직, 사업실패, 이혼 등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이 닥쳤을 때 차선도 최선이 될 수 있음을 말하
는 책이 있다. 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출간한 『옵션 B』다.
『옵션 B』는 페이스북 COO(Chief Operating Officer)이자 성공한 경영인의 대명사
인 셰릴 샌드버그의 두 번째 책이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하며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과 공동저자로 참여한 세계적인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지식과
통찰이 담겨있다. 100만 부 이상 판매량를 올렸던 첫 저서 『린 인(Lean in)』이 진
취적이고 도전적인 여성의 역할을 설파했다면, 이 책은 슬픔을 정면으로 맞
닥뜨려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옵션 B』는 누구나 꿈꾸던 최선의 삶
인 ‘옵션 A’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주하
게 되는 차선의 삶이다. 두 저자는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
택할 수 있다”며, 그 핵심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울 것
을 주장한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발판 삼아 더 멀
리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다. 마치 첫걸음마
를 뗀 세 살배기가 넘어짐과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우
뚝 서듯, 삶을 마주하기 위해 훈련을 통해 마음의 근
육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저자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직시하는 방법부터 감사 목록 작성하기, 일
기 쓰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법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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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단순히 샌드버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두 저자는 주변 사람,
기업, 사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물론 집단 따돌림부터 성폭력, 성 소수
자, 난민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실사례로 역경과 극복의 지혜를 살펴본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역경이 더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성공의 절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었을까? 샌드버그는 책을 통해 “진
정한 행복은 좋은 직장, 결혼, 승진 등 인생의 큰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에 있었다”고 덤덤히 고백한다. 그녀에게 있어 『옵션 B』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기회이자 의무였으며, 더 나아가 삶의 다
른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택한 자신만의 ‘삶의 방법’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도종환 시인의 말처럼 역경은 또 다른 성
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쩌면 『옵션 B』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자양분으
로 삼은 그녀가 전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자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선사한다.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R&D Q&A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국토교통 R&D
협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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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사업단과제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을 위한 시작품제작 또는 Test-Bed를 포함한 실용화 중심의 중대형과제
•기간 5~10년, 총예산 500억원 이상, 세부과제 20개 내외
•사업단장 및 사무국 편성,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연구수행

연구단과제

일반과제

•단위 · 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

•단위 · 요소기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기간 5년 이내, 총예산 50억원~500억원, 세부과제 5개 내외

•기간 3년 이내, 총예산 10억원 이내

•연구단장이 과제 총괄관리

사업단 과제체계도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연구단/일반 과제체계도

2. 협약
선정평가 / 협약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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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절차

•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요청

•평가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 보완(수정/보완대비표)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협약 체결 관련 서류 일체 제출(협약서 등)
•연구개발계획 보완내역, 연구비 계상 내역, 협약서류 등 확인
•보완 완료 및 서류 구비 완료시 연구개발 협약 체결
•협약체결 통보 및 연구비 지급요청 안내
• 연구비 지급요청(주관기관 · 전문기관)
• 서류 추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연구비 지급
단, 기업부담금 납입 완료 / 보완 완료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주관-협동간, 주관-공동-위탁간, 협동-공동-위탁간 협약서 사본 각 1부 제출
(통상 협약 체결 1개월 이내)
* 연차 협약 : 총 연구기간이 다수의 연차로 구성될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중
* 다년도 협약 : 최초 협약으로 총연구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협약 방식, 총 연구기간을 2~3단계로 나누어 매 단계별로 체결하는 방식
사업단과 일부 연구단과제에 대해 적용 중

협약체결 절차 상세내용

평가결과 통보시 주요 내용
- 평가점수 및 판정결과(선정/탈락, 계속지원/지원중단)
- 평가위원회 의견사항

* 중간평가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 범위 포함

* 종합의견은 반드시 반영하여 수정, 개별 의견은 반영이 타당할 경우는 반영하고, 미반영시에는 사유 적시

- 당해연도 연구비 및 연구기간 확정 통보
- 보완본 및 협약서류 제출기한
* (운영규정 제25조 1항) 선정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함
* (관리지침 제22조 5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는 계속지원 결정 취소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협약체결 절차 상세내용

연구계획 보완 시
- 연구내용/연구비의 조정은 평가 결과에 의한 내용만 가능

협약서류
- 사업 및 과제의 형태,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부서 요청서류 확인필요
◎ 제출공문 1부 및

협약서 2부(원본)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수정보완대비표 1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1부(고용계약서 사본 첨부)
◎ 장비구축계획서 1부
◎ 확약서(연구기관/참여기업용), 기업부담금확약서 각 1부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관별, 통장사본 포함) 각 1부

*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연구개발비 청구서 1부
◎ (해당시)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연구계획 보완 완료 판단시 협약 절차 진행
- 연구내용/연구비의 조정은 평가 결과에 의한 내용만 가능
*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사항, 전문기관 요구사항 등 평가결과 통보시 적시된 내용만
수정, 보완 가능하며 전문기관 협의 없이 임의변경 불가

연구비 지급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기관은 협동/공동기관의 연구비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휴무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함

기관간 협약 완료시 전문기관으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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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평가
평가유형
제출서류

구분

평가 주체

대상 과제

평가 방식

연차평가

평가
위원회

연차 협약 과제

발표평가

연차실적계획서
100페이지 이내

계속지원
여부결정

단계평가

평가
위원회

다년도 협약 과제

발표평가

연차실적계획서
100페이지 이내

계속지원
여부결정

전문기관
(전문가 2~3인)

계속과제 중 연차평가
제외과제, 다년도협약 과제 중
단계 내 연차의 과제, 기타 전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

(원칙)서면검토,
(필요시)연구책임자
의견 청취 가능

성과요약서 5페이지
이내, 연차실적계획서
30페이지 이내

계속지원 혹은
연차평가
추가실시

중간
모니터링

조치

(세부과제 기준)

중간평가 절차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성과증빙자료 등 제출
•달성성과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모두 입력(증빙포함)

연차종료 30일 전
단계종료 45일 전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선정/이전년도 중간평가 위원은 50% 이하로 활용가능)
•평가자료 사전 발송 및 검토
•필요시 세부단위로 발표 평가 실시

협약종료
2주 ~ 4주 전

•반드시 주관/협동 연구책임자가 발표 실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실적계획 보완요청(전문기관)
•연구기관은 실적계획 보완/제출, 전문기관은 보완여부 검토

•보완완료 판정시 차년도 협약 진행

-

협약일 이전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중간평가 결과처리
평가 점수의 산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중위평균점수로 연구단 종합 및 세부과제별로 평가점수 산정
- 과제에 따라 전문기관 진도관리점수(10%) 반영

평가결과의 처리
- 연구수당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에 집행
- 계속지원 판정시 연차실적계획 보완, 차년도 협약 진행

구분

세부과제
평가점수

연구단
종합평가점수

판단근거

“실적 60점 미만”

“실적 60점 이상”

해당 세부과제 지원중단

해당 세부과제 계속지원

※연구단 종합평가점수가

※단, 연구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지원중단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중단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70점 이상

인건비의 20%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인건비의 10% 이내

60점 미만

인건비의 0% 이내

연구단 지원중단
※세부과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단 계속지원

경우라도 연구단 전체 지원중단

연구성과가 부실한 과제

연구실적 및 계획이 모두 일정수준
이상으로 우수한 과제
※ 차기년도 목표성능 상향 조정 등
간단한 보완만 필요

4.최종평가
제출자료
- 최종보고서(안)
- 성과점검기준표 및 성과증빙
- 연구개발 핵심성과 요약, 최종성과물 일람, 성과 홍보자료(성과집)
- 기술소개자료(SMK, Sales Material Kit)
- 기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성과총람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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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절차
•최종보고서(안) 등 사전검토용 자료(6부) 제출(주관 → 전문기관)

종료 2개월전

•3인 이내 검토위 구성하여 검토후 결과 통보(전문기관 →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세부과제별 100페이지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협약 종료후
45일이내

세부별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서, SMK, 성과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 판단 하에 보완요청 가능

•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 결과 제공 가능
•반드시 주관/협동 연구책임자가 발표 실시

-

•평가결과(90%)+전문기관 진도관리결과(10%)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최종보고서 보완요청(전문기관)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기관은 보고서 보완/제출, 전문기관은 보완여부 검토

•보완완료 판정시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요청(전문기관)
•요청기한 내에 필수배포처 등에 발간 배포(주관기관)

-

•ISBN 번호 발급!

최종평가 결과처리
평가 점수의 산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중위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산정

구분

“실적 60점 미만”

“실적 60점 이상”

판정

실패

성공

기타

평가위원회 종합의견 및
현장실태 등을 통해,
연구의 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여부 판단

-

- 전문기관 진도관리점수(10%) 반영

평가결과의 처리
- 연구수당은 평가결과 통보 이후에 집행
- 성공판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등을 보완하고
보고서 발간배포, 정산처리
- 실패 판정시 불성실수행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 처리 등 추가 조치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70점 이상

인건비의 20% 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인건비의 10% 이내

60점 미만

인건비의 0% 이내

R&D
플러스

R&D 아카데미 • R&D Q&A

국토교통 R&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AIA는 국토교통 R&D 사업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을
모아보았습니다.
R&D 수행 중에 궁금하거나 아리송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KAIA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또는 진흥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www.kaia.re.kr - 참여 – Q&A
[전화] 031-389-6495(사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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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하나의 제재사유가 여러 과제에 걸쳐 있는 경우 과제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각각 정하나요?
참여제한은 과제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참여제한 기간은 과제별로 각각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참여제한을
독립적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예)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동일 기관/인물이 6개 과제에 참여제한이 부과되었을 경우
(각 과제당 3년 x 6개 과제 = 18년)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가 제한되는 건가요?
참여제한 조치는 신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공동관리규정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제11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해
당 연구기관, 해당 연구자의 성실 수행여부, 과제 중단에 따른 비용 비교 등을 검토하여 협약 해약 또는 협약 변
경이 가능합니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국토교통연구개발과제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가 제한되
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참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참여제한] 참여제한을 받게 되면 연구비도 전액 반납해야 하나요?
사업비 환수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경중,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성실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 환수금액은 정부출연
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를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정부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참여제한] 제재부가금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4. 11. 29. 이후에 협약(연차협약 포함)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83

시가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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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 정호승 -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둔 밤에서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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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 기술 이야기
R&D 거래소
R&D 우수성과

87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 시험
인프라 기술 개발
기술범위

01

중대형 항공기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에 재생능력을 구비하여 항공기 제동장치의 요수리
품(Repairable)인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를 사용가능상태(Serviceable)로 만드는 재생기술
개발과 제품의 시험 평가를 위한 다이나모 시험 장비 국산화 및 자체 운영을 위한 설계, 제
작 및 인증을 수행

•중대형 항공기급 C/C Brake Disk의 밀도화, 정밀가공, 고온내산화 기술 필요

기존 기술의
문제점

•민항기에 적용되기 위한 시험평가기술 및 재생수리인증 필요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국내 중대형 항공기급의 Brake System 평가 불가능

구분

해당기술

기능/성능

기존기술 1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안정성 평가

장/단점

· 국내 시험 가능
· 외화 절감
· 양방향 시험가능

연구 장비 및 재료비

110억원

· 해외 시험
· 사용 승인 불가
· 양방향 시험 불가
약 150억원 이상(추정)

우수성

경제적 효과

•중대형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의 국산 개발 용이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로 국내 미래 핵심전략산업 기반 마련

•적시적기 시험지원 가능

•전량수입소재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효과

•항공 부품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의 핵심 요소기술 인프라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기술적 기반 마련

(탄소브레이크 한국시장 : 연간 1,000억원,
세계시장 : 연간 1조 5,000억원 규모)
•국내 항공기용 제동시험 평가 설비 구축으로 국산대체
및 무역역조 개선
•민수 항공기 및 전투기용 브레이크의 해외시장 진입 용이
•해외 시험 불필요로 장비사용료 절감 및 무역역조 개선
•항공기 브레이크 인증시험센터 산업기술 평가 고급인력
양성 및 신규 고용 창출

03

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활용 실적
- 2 For 1 최종 시제품 제작(2 set) 완료 및 B747-400 재생수리 시제품 제동성능평가 완료
- 아시아나항공 국내항공기 부품업체 MRO 인프라 구축 추진 관련 1차 회의 진행
- 국방과학연구소 군용 항공기 다이나모 시험
- 다이나모장비 기술실시계약(무상이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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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활용 전망
1. 재생수리

2. 다이나모 장비

- OEM(BFGoodrich, HONEYWELL, ABSC, M-Bugatti 등)

- 국내 유일의 탄소브레이크 업체와 산업 기술네트워크의

제조 업체와 Wheel & Brake 수리 및 개조 등의 MRO 사업의
J/V 추진하여 사업화 영역 확대

HUB화 및 집적화 단지 추진
- 국내 운용 전투기(T-50, F-16 Block 32, Block 52) 다이나모

- 재생수리 기술은 B747 재생기술을 적용 SPIN-ON 하여 국내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제동성능 시험 및 평가인증 활용

운용 전투기(T-50, F-16, F-15) 적용과 Boeing 및 Airbus 민

- 민항기용 소형 항공기부터 중대형 민항기(CL-601, Cl-604,

간항공기, 화물수송기(Cargo) 카본브레이크 재생 적용, Low

G-Ⅳ, B747, B767, A320 등) 브레이크 다이나모 제동성능

Cost Carrier CL601, G200 등에 협력사를 통해 사업화 활용

시험 및 평가인증 활용

- 중대형 민항기 (B747포함 Boeing, Airbus 기종카본 디스크)

- 2015년 다이나모 기반구축 및 제동시험센터를 통해 국내

및 국내 운용 전투기의 신품 및 재생품의 내산화 코팅기술

항공기 브레이크 및 항공기 타이어 시험인증 신뢰성 확보

및 가공기술 활용

와 제품시장 확대

- 국토부 AMO 조직을 획득하여 국내 항공사 운용 OEM 업체
와의 기술협의 및 국내 항공사 (Asiana, KE)협조를 통한 재
생수리 사업화 활용

기술 내용
1. 재생수리 기술개발
일정기간 사용한 후 사용수명의 연장을 위해 Fully Worn Out된 디스크를
Half 디스크로 가공하여 하용하며, 2 For 1 형태의 디스크로 제작하여 재사용

2. 다이나모장비 국산화 개발
항공기 이,착륙시 제동상황과 긴급 및 극한제동상황에서의
제동을 재현하여 항공기 제동장치의 안정성을 평가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민간 항공기 탄소 브레이크 시장
항공기용 타이어 개발 회사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기술분류

교통시설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재생방법

10-1375139

등록

프리폼 고속 니들펀칭방법 및 장치

1539969

등록

프리폼 니들펀칭방법 및 장치

1529056

등록

밀도화 장비

10-1589965

등록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

1542046

등록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및 만드는 방법

1543218

등록

10-1476616

등록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테스트장비

과제명
R&D
수행이력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 ·
시험 인프라 기술 개발

연구기관

2011.12 ~ 2015.12

연구비

18,291,000,000원

기술 문의

(주)데크카본
김정일 (063-715-2506)
scabide@dacc21.com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Tel.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소형항공기급 BASA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기술범위

01

국토교통부 인증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국제 표준 및 항공선진국의 인증기준, 평가요소에
따라 소형항공기에 대한 형식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적합성, 제작 합치성, 인증비행시험 등
의 기술을 개발하고 인증 평가에 적용

•항공기를 수입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미국 등 항공선진국의 인증 요구

기존 기술의
문제점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받기 위한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전제 조건 필요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결된 부품 수준에서 항공기급으로 격상 필요

구분

해당기술

미국(FAA)

유럽(EASA)

기능/성능

선진국과 동등 수준 이상의
항공기급 인증체제

항공기 인증 최고 선진국

미국과 동등 수준 보유

장/단점

· 항공기 인증 전문인력양성에 따른
인증 기술력 확보
· 미국과의 항공기급 BASA 확대로
항공기 및 부품의 수출 기반 확보
· 국제협력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통한
상호항공안전협정 확대

인증 대상 항공기 다수

인증 대상 항공기 다수

우수성

경제적 효과

•항공선진국 및 국제 표준과 동등 수준의 인증프로세스

•소형항공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적 안전기준 마련
•(간접효과) 세계 소형항공기급 훈련기 시장 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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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90

91

활용 실적
- KC-100 항공기 국내형식증명 및 미(FAA)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위한 기술평가 – 완료
- KC-100AF(공사훈련기) 항공기 형식증명개정 – 인증 완료
- KC-100 FAA 형식증명 획득을 위한 항공기 형식설계 변경 – 인증 진행 중

향후 활용 전망
- 국내 개발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등 인증 과제에 적용
- 회전익 항공기 등 소형항공기급 이외 분류 항공기 인증 체계 구축 활용

기술 내용

국토교통부 인증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국제 표준 및 항공선진국의 인증기준,
평가요소에 따라 소형항공기의 설계변경
인증능력을 확보하고 산업체 지원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기술분류

국토교통부(인증당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술 수준

항공안전기술원(인증 전문기관)

교통시설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과제명
R&D
수행이력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

-

-

연구기관
연구비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인증
2011.12 ~ 2015.12
574,020,972원

기술 문의

항공안전기술원
이강이 (032-743-5544)
kylee@kiast.or.kr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Tel.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항공기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프로그램
기술범위

01

항공기 비행절차 프로그램을 통한 설계 기술
공역 프로그램을 통한 설계 기술
항공기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자료를 AIP 차트화 기술

•설계자의 전문 지식기반 수 작업으로 장시간 소요

기존 기술의
문제점

•설계 시 CAD 툴 위주의 설계로 입력 자료에 따라 설계자의 실수 및 오류 가능성 존재

02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설계된 비행절차 및 공역의 수정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존재

구분

해당기술

FPDAM

기능/성능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기능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기능

장/단점

장점 :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설계 변경 용이
자체 GIS엔진 기반으로 구축
WFS/WMS 기술 적용
단점 : 현재 레퍼런스 고객 없음

경제성

약 3.6억 소요 예상
- 향후 조건별 제품단가적용가능
(커스트마이징 비용 별도 적용,
교육 및 경비 별도 적용)

장점 : 레퍼런스 고객 다수 보유
단점 : AutoCAD 기반 플러그 인 형태
AutoCAD 라이선스 구매필수
설계 변경시 재 설계 해야 함

약 4.7억

우수성

경제적 효과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시 설계 도면, 설계 산출물 생성

•국내 기술 보유로 해외 제품 구매에 따른 외화지출 감소

등 자동화 설계 및 단 시간 내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다양한 HMI로 사용자에게 사용 편리성 및 설계 정확성
제공
•국내 항공분야 기술 선진화 및 산업 활성화 기대

•해외 개도국이나 항공 후진국 중심의 제품 판매로
수출증대효과 창출
•절차화된 평가 기법 연구로 다각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항공사고 조기 예방
•해외 제품에 대비 비용절감
•유지관리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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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92

93

활용 실적
- 교육 목적으로 활용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_ 활용 중
- 교육 목적으로 활용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_ 활용 중

향후 활용 전망
-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항공청 활용 전망
- 교육용 프로그램 활용 전망
- 공군 PBN 사업시 활용 전망
- 해외 비행절차 교육 기관 활용 전망

기술 내용

설계의 종류
Conventional, RNAV
비행절차설계 ▶ 장애물평가 ▶ AIP Chart 생성 ▶ 절차계산서 생성
설계항목
Approach, Arrival, Departure, En-Route, MSA 등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수요처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항공청)

기술분류

교통시설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해외 비행절차 교육 기관
국내 항공교통관제 교육원

미정

비행절차 및 공역설계 민간 기업
과제명

공군 항공 안전단

R&D
수행이력

연구기관
연구비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항공정보 현시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번호

비고

10-1405891

등록

1-3세부과제)
항공기 비행절차 및
공역 설계 프로그램 개발
2011.12 ~ 2015.12
4,000,000,000원

기술 문의

(주)아이비리더스
전상구 (031-427-9121)
sogu@ibleaders.co.kr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Tel.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시설
휠 3종 국산품 개발
기술범위

01

기존 기술의
문제점

02

차별성 및
효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공항 수하물 관련 구동 휠 제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고가의 부품가격 납기로 인한 공급문제와 설비 정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한 휠의 국
산화 개발 및 수하물처리시설(BHS) 제공

•수입으로 인해 고가의 부품가격, 납기문제
•고하중으로 인한 내부 용융 현상
•마모로 인한 소음 및 박리 및 크랙문제

차별성
구분

해당기술

기존기술 1

기존기술 2

전경
(기존품)

전경
(개발품)
· 수입으로 인해 고가의 부품가격
문제점

납기문제
· 고하중으로 인한 내부 용융 발생

개선점

· 수입제품 대비 부품가격 절감
· 부품 호환성

· 마모로 인한 소음 발생
· 박리 및 크랙문제 발생
· 높은 하중지지력, 물성과 접착
강도로 박리 등의 문제 발생 극소화

· 우레탄 코팅부 Hub 박리현상,
내구성 문제
· 구동설비 Dead Time 증가
· 고하중, 고속에 적합한 최적화
설계

우수성

경제적 효과

•연구개발에 의해 휠 3종 국산화 자원 확보

•국산화로 인한 수입품 대비 원가 절감

•개발된 제품은 현재 사용중인 수하물 처리 시설 소터장비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고속 트레이 설비의 다른 부품과의 호환성 확인 완료,
내구성 검증 완료 및 수개월간 현장 검증을 통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코팅부와 Hub 통합설계로 최적화된 기술

•중소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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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실적 및
기술내용

94

95

활용 실적
- 기술실시계약 체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BHS휠 3종 개발선정품 지정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록번호 : IIAC-DS201601)

향후 활용 전망
- BHS 소터설비 및 고속 트레이 설비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브, 가이드, 트레이 휠 국산화
- 국내 및 해외 공항의 수하물 이송설비 휠에 확대 적용
- 자동분류기를 설치한 물류업체와 우편집중국의 휠에 확대적용

기술 내용
휠 3종 국산화 개발 제품

폴리홀

이소시아네이트

프리홀리어
쇄연장제

탈수

교반, 혼합

평량
<드라이브 휠 Ass’Y>

<가이드 휠>

<트레이 휠>

평량

주형

온도조절

허브

가온, 이형
숙성

개발 제품 적용

프리홀리어제조
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드라이브 휠 설치>

04

수요처 및
권리현황

<가이드 휠 설치>

<트레이 휠 설치>

수요처

적용처

우편 집중국 및 소포 집중국, 공항 물류
및 물류 라인 등 공공기관 발주처

인천국제공항

추가 기술 정보
기술분류

교통시설

기술 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사업화

권리 현황

과제명

발명의 명칭
폴리우레탄 폴리머를 이용한 수하물 처리
시설용 휠 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수하물 처리시설용 휠

특허번호

비고

R&D
수행이력

연구기관
연구비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
휠 3종 국산품 개발
2014.11 ~ 2015.11
178,670,000원

10-2015-0191457
기술 문의

㈜유창하이텍
안동훈 (02-2631-5277)
ybsdha@ybsworld.com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Tel. 031-389-6364
techbiz@kaia.re.kr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R&D 거래소 • R&D 우수성과 1 • R&D 우수성과 2

연구책임자 권순민

연구진

소 속 기 관 한국도로공사

최윤혁(한국도로공사)

연 구 기 간 2014.12 ~ 2016.6

구현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화 번 호 031-8098-6337

배명환(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김종우(㈜유디코)
한병원(㈜바이텍코리아)

도로 위의 숨은 위험,
과적차량 단속 위한 고속축중기
과적단속 활용을 위한 고속축중기의 성능평가체계 개발

“고속축중기를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능평가항목, 방법, 기준 등을 정리한 ‘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적차량을 자동 적발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
지 않은 상황이다.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체계를 개발한 본 연구를 통해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 통제
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과적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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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축중기를 활용한 차세대 과적단속체계
국내 도로교통 환경이 스마트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 정체 및 차량통행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2020년까지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이 자리 잡으려면 화
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기법 역시 무인 · 무정차 환경을 갖춰야 하며, 국내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고속축중기 성능평가기준
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COST-323 Action’을 중심으로 고속축중기에 대한 성능기준을 중량정확도에 따라 법적 단속이 가능한 수준(A), 과적
의심차량 선별 가능 수준(B+), 유지관리 또는 평가목적(B), 통계수준(C, D)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STM-1318’ 규격을 기
준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고속축중기시스템인 피에조쿼츠 형식을 시험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7개소와 일반
국도 일부구간에서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과적단속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부족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단
속반원들이 이동식축중기로 과적혐의차량을 선별 · 고발하는 이동식 단속 또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하는 고정
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속 10km 이상의 검측속도에서는 단속되지 않아 검측 대비 효율성이 낮다. 이에 국내 도로교통 환경에 부
합하는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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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 성능평가체계 마련
고속축중기는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통상 과적 차량의 법적 제한 기준은 총 중량 40톤 초과이지만 측정기기 및
환경오차를 고려하여 10% 허용치를 적용한 44톤 초과로 측정되었을 경우에 고발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
스템의 과적차량 검출 방식을 살펴보면, 고속축중기가 설치된 도로 위를 과적차량이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해 무게를 잰다. 과적 차량
의 번호는 고속축중기 근처에 설치된 무인 과적단속카메라에 의해 상황실로 보내지게 되며, 이동단속반은 정보를 전달받고 차량을 추
격해 이동축중기로 검측을 시행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무인 과적단속체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하중을 설정할 수 있는 ‘중량설정 장비’를 개발
했고, 최대 44톤을 설정할 수 있는 규격화된 스틸 분동을 제작했다. 개발 장비는 차량하중재하 시험 시 차량에 적재 가능한 형상을 지녔
고, 지게차를 이용한 간편 적재 방식으로 제작되어 시험의 반복재현성 및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무인 과적단속 장비의 성능
을 평가하는 ‘하중재하시험’의 절차 마련을 위해 자중계의 측정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성능을 평가하는 교정장비를 개발했다. 뿐만 아
니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규정에 따라 고속축중기를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능평가항목, 방법, 기준 등을 정리한 ‘자동
차 ·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개정(안)’을 2016년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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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적단속체계의 패러다임 주도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스마트톨링 등의 도로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해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차세대 과적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마련
했다는 점이다. 고속축중기를 국내 주요 물류거점과 화물차 집중노선에 설치하게 되면 ‘예방적 과적단속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고발위주의 단속방식에서 예방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기준 마
련으로 고속축중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설계 · 시공 ·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고속축중기 개발 산업의 방향
을 제시한 것도 주요성과 중 하나다.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체계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과적관리는 물론 국가 물류 운송망
의 안정성 확보 및 도로망에 대한 체계적 운영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상시 중량관리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이 화물차 사고에 의한 것으로, 과적차량은 제동거리 증가, 타이어
의 마모 등의 문제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적으로 파손된 도로보수에 지출하는 추정 비용만 788억원
(2011년 기준)으로 해마다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면 포장 ·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공용수명을 증대시키고, 도로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도로망에 적정 수량의 고속축중
기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DB통합을 통해 차량 이동경로 정보와 화물 운송실적 관리를 시스템화할 수 있
어 교통 · 물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1건, 소프트웨어등록 1건
기타

· 법령개정안 제시 1건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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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임석호

연구진

소 속 기 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철호(DMP)

연 구 기 간 2013.12 ~ 2017.12

이윤배(포스코 A&C)

전 화 번 호 031-910-0349

김정진(금강공업)
이상영(스타코)
김예상(성균관대학교)
김형근(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시설의 트랜드 변화를 주도하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따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기술개발

“모듈러 건축 공법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창출은 물론
해외시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늘면서 차세대 주거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좁은 부지에 레
고블럭처럼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신속한 공급 및 해체가 가능해 매우 경제적이다. 본 연구는 모듈러 주택의 기술적 난제였
던 ‘구조안전성, 층간소음, 내화성능’을 해결하고 인구구조 및 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건설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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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듈러 공법
대한민국의 가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구성된 1~2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소형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세가와 임대료 등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형 주택을 짓는데 유용한 ‘모듈러 공법’이 주목받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집의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배선 등 부재의 70% 이상을 레고블록 형
태로 모듈화해 공장에서 미리 만드는 건축 공법이다. 공장에서 옮겨와 부지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설 현장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도시 곳곳의 작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저가수주 과열로 사업성
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 진출해도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이 활성화될
경우 고용창출은 물론 해외시장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
기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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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 사업성 · 기술성 실증 통해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모델 제시
모듈러 주택은 가로 3m, 세로 6m 내외의 원룸(One Room) 형태의 모듈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숙사, 원룸, 호텔 등 동일한 공간이 반복
되는 건물에 효과적이며, 1~2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적합하다. 건물을 해체할 때에도 건설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주택의 구조체
로 재사용(Reuse)할 수 있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모듈러 건축시스템
의 특징을 활용하여 저출산 · 고령화에 대응할 새로운 주거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 산 · 학 · 연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컨소시
엄을 구성했다. 연구진들은 경제성, 사업성, 기술성 등 3대 실
증기반을 토대로 모듈러 주택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임대 주
택 대상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수요자 맞춤
형 모듈러 주택건설을 위한 설계기술, 환경성능, 구조 및 시
공기술 공장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기술을 개발 · 실증했으
며, 두 번째로 공급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해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화모델을 개발했다. 이어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실증
단지를 구축했으며,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무주택 서민의 주
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듈러 주택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는 등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안 마련, 모듈러 주택 맞춤
형 관리 및 운영방안 개발 등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내 최초로 모듈러 건축시스템 개념을 적용한 공동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71세대(수서단지 41세대, 가양단지 30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는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대학생을 포함한 3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공급된다, 본 연구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안전성 · 내화성↑ 소음 · 시공비↓, 기술성과 경제성 모두 갖춘 차세대 주거모델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핵심성과는 모듈러 시공의 3대 난제인 ‘구조안전성, 차음성, 내화성’을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으로 해
결한 것이다. 표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MC설계 및 BIM 통합설계시스템’을 구축했고, MC설계를 적용하여 주택의 표준화 방안
을 도출한 것은 물론, 단위부재 · 접합부 · 유닛별 라이브러리 구축 및 정보화를 구현했으며, 4D시뮬레이션으로 시공성을 검토하여 설
계·공사기간을 10% 가까이 단축했다. 국내 최초로 5층 이상 모듈러주택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3층 높이까
지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운송 및 양중 효율을 증가시킨 경량합성 바닥판을 개발했으며, 접
합부 최적 구조성능 기술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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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층간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차단 바닥구조 및 벽체기술개발을 통해
중량충격음 3등급, 경량충격음 1등급을 확보했으며, 건식
벽체구성으로 외부 및 세대 간 전달소음을 차단하여 세대
간 차음 1등급을 획득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차형태의
형상접합을 통해 열교 및 기밀현상을 차단하고, 일체형 외
단열 코너벽을 설치해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의 에너지성능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모듈러 공동주택 Mock-up 구축 및 12대 실증기술(충북 K사 진천공장, 2014.08)>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신속공급 및 해체가 용이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모듈러 주택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철근콘크리트(RC) 대비 130%에 이르는 공사비를 110%까지 낮추고 90%까지 원가절감 가능성을 제
시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연구진들은 작업내역체계를 3단계(모듈러 공정제작, 일반 현장시공, 모듈러 현장시공)로 분리하고 표
준화된 코드를 적용한 ‘모듈러 공법 표준내역체계’를 구축해 원가관리의 효율성 및 입찰업무의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국내 대표
모듈러 제조회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적 교차검토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RC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을 50%
단축하여 경제성을 확보했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 SCI 논문 게재 4건, 국내 논문 게재 11건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6건, 특허등록 3건
실증단지
구축

· 수서단지 41세대, 가양단지 30세대 예정(‘16. 10～’17. 08 구축예정)

트렌드
2017

구글의 하드웨어 침공
“사실은 구글 어시스턴트의 침공이
시작된 것이다.”
글Ⅰ최종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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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픽셀2 발표 현장은 무수히 많은 하드웨어들이 소개되는 자리였다. 두 가지 스마트폰, 두 가지 스마트 스피커,
노트북,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이어폰, 자동으로 촬영하는 카메라, 그리고 개선된 VR헤드셋까지. 이 정도면 더 이상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기가 애매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구글은 광고 수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드웨어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것일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드웨어는 고객을 유혹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제로는 구글 어시스턴트의 침공이 제대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구글의 AI 에코시스템, 구글 어시스턴트를 제대로 홍보하는 장이었다. 또 픽셀2를 사전예약하면
홈미니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외형적으로는 초기 매출을 끌어올리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집 안에 AI스
피커를 들이는데 호의적이지 않은 미국 사용자들의 가정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침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결국,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Input 디바이스를 가능 한 많이 사용자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구글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번 구글의 발표 내용과 하
드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
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글이 발표한 하드웨어> 출처 : THE VERGE

트렌드
2017

구글의 AI 스피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기능은 사실 구글이 인수하기 전 HTC가

구글의 하드웨어 디자이너 Isabelle Olsson에 따르면 사용자
들은 빛이 깜빡거리는 디바이스가 거실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반영한 크기, 소재, 그리고
형태를 고려하여 나온 것이 구글홈 미니이다. 그리고 기존의
구글홈보다 20배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홈맥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 사운드. 스피커가 놓여있는
환경에 맞춰서 소리를 조정 해준다고 한다. 6개의 스피커로 머
신 러닝 기술을 이용해 주변 환경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사운
드로 조절해준다고 한다. (하나의 예로 식기 세척기가 가정 내
에서 돌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자동으로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
준다고 한다) 일찍부터 인기를 끌고 있던 구글의 AI스피커이
지만, 결국 AI도 사람(소비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을 또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여름 U11에 탑재하고 혹평을 받았던 기능이지만, 지금은
호평을 받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 유사한 기능에 대한 혹평
과 호평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
이다. HTC도 유사한 기능인 Edge Sense로 플래시를 켜고, 몇
가지 앱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는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둘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며 핸드폰의 거의 모든
명령을 수행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전화기를 얼마나 자주 움
켜쥐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추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움켜쥐는 행동을 더 자주 보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분명 픽셀2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번 픽셀2와 함께 발표
된 픽셀2XL의 디스플레이다. 1인치 당 픽셀 수(PPI, Pixel Per
Inch)가538로 아이폰8의 326ppi, 삼성 노트8의 522ppi보
다 앞서는데, 300ppi를 넘어서면 사실상 일반 소비자는 차이
를 느끼기 어렵다. 그럼에도 구글이 이와 같은 접근을 한 것
은 2가지 관점에서 흥미롭다.

<구글 홈맥스와 구글홈 미니> 출처 : pocket-lint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2, 그리고 구글어시스턴트
HTC를 사실상 인수한 구글이 새롭게 내놓은 스마트폰 픽셀2
는 액티브 엣지라는 기능을 있어 전화기의 양쪽 하단부를 움
켜쥐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된다. 일반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특정 버튼을 눌러야 하는 기존 전화기들과는 다르게 구
글은 위트있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기능
을 한번이라도 더 활성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구글의 이러한
시도는 정말 높이 살만하다. 어쩌면 액티브 엣지를 통한 구글
어시스턴트 활성화는 구글 픽셀2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 될

<구글 픽셀폰과 구글어시스턴트> 출처 : I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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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구글의 하드웨어 기술 자랑이다. 디스플레이는 구

개인적으로는 각 제품의 기능적,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뿐만 아

글 혹은 (구) HTC의 기술은 아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구

니라, 제품 간 통일된 디자인 DNA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글의 기술로 인식 할 것이고 하드웨어에서 보여주는 앞선 기

점수를 주고 싶다. 각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대

술력을 자랑하기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 하루라도 빨리 제품 간 통일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

보다 더 앞선 VR 경험을 제공하려는 구글의 의지를 볼 수 있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 휴대폰을 VR 헤드셋에 넣는 드롭인 방식을 이용하는 구
글 데이드림VR 기기의 한계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이 눈
에 보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
폰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렇
게 높은 ppi를 탑재했다는 것은 구글의 VR강화에 대한 의지
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구글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일
관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앞으로 구글
의 모든 하드웨어에 탑재되며, 픽셀북과 픽셀폰에 먼저 적용함
으로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아무 제품이 아닌 구글의 제

<구글 하드웨어 발표현장> 출처 : gadgetsnow

품을 살 명분을 제공한다.
아직까지는 제품을 런칭하고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것에 익숙
한,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

“마음만 먹으면⋯”을 보여준 구글
이번 발표는 하드웨어 제조업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업체
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CEO 순다 피차이는 구글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
이 이번에 발표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이어폰, 픽셀버즈이
다. 약 40여 개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이어폰은, 기
존의 이어폰이 음질, 무선기술, 혹은 노이즈 캔슬링과 같이 하
드웨어 혁신에 집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혁신을
보여주었다. 어떤 관점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거나 대단한 기술
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디어일수도 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 한쪽에만 치우쳐 생각했다면 세상에 나오기 어려운 아이
디어였을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구글의 이어폰이 모든 보이스
명령의 접점이 되고, 구글의 스마트폰은 하나의 허브처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사들이 제조업에 진출했을 때 더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아직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왠지 구
글이라면⋯”이라는 생각을 되뇌이게 만들기엔 충분하지 않았
을까?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 애플도 그
동안 Siri에서 고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한국의 S사나
L사와 같은 대기업들도 제조업 중심적인 생각과 더불어 소프
트웨어적인 색깔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
다. 이제 막 선전포고를 한 구글이지만 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는 충분히 매력적인 발표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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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방호시설 기술 협력 위한 건설연-대한민국 육군 간 MOU 체결
지난 10월17일(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 행사명 : 건설연-대한민국 육군 간 MOU 체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민군 육군이 국

·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가방위 및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 장 소 : 계룡대 육군본부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국토교통 건설기
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수행하
고 있는 방호방폭연구단 성과의 군사방호시

· 참석자 : 건설연 김형열 구조융합 연구소장,
김성욱 연구단장, 육군 이동훈 공병실장
(준장), 박원대 부대개편시설과장(대령)
등 관계자 20명

설 적용성 검증을 주요내용으로, 육군에서는
화력 및 방폭실험 지원, 연구단 주관연구기
관인 건설연은 첨단 군사방호시설 구축에 필
요한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국방 방호시설의
전력화 및 국가 안보 기술 발전에 기여할 예
정이다.

<종합실험장 폭발실험 전경>

GA ASI-민간무인기안전운항연구단 MOU체결 및 심포지엄 개최
10월 17일(화)~22일(일) 간 서울공항에서

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이어

· 행사명 : Seoul ADEX 2017

Seoul ADEX 2017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연구단 연구개발내

·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기간 중(10월 18일(수)) 민간무인기안전운항

용, GA-ASI社의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한 설

· 장 소 : 서울공항 미디어컨퍼런스룸

연구단(KAIST 심현철)은 국내 무인항공기

명이 있었고, 향후 민간무인항공기 인증, 운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GA

용, 충돌회피 분야에서 상호협력 방안에 대

ASI社(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참석자 : 연구단장, GA ASI 부사장,
진흥원 항공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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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토목학회 CONVENTION & Civil EXPO
지난 10월 19일(목)～10월 20일(금) 부산 BEXCO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R&D 연

·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10월 20일(금)

에서 개최된 대한토목학회 Civil EXPO에서 국토

구성과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유관기관 전문

· 장 소 : 부산 BEXCO

교통 R&D를 수행 중인 ‘수재해 정보플랫폼 융

가들이 방문하여 최신연구 및 기술정보를 공

· 참석자 : K-water,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합기술 연구단’ 및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유관기관 담당자

연구센터’가 전시 ·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수재해 정보플랫폼 융합기술 연구단>

2017 한국철도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운영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철도교통으로 하나

·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되는 청정강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

· 장 소 : 웰리힐리파크(강원도 횡성)

한국철도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 참석자 : 연구단장, 세부과제 책임자 및 연구진,

서 ‘철도차량 일탈방호를 위한 시설 개발 및
설계기준 연구’ 연구단 및 ‘철도노반 성능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건설비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연구단이 특별
세션을 개최하였다. 특별세션에서는 그간의
핵심 연구성과 공유 및 실용화 전략을 점검
하는 등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상하개폐형 승강장 스크린도어 프랑스 수출
‘도시철도 역사 운영 효율화 및 상태기반 유

리 방브 말라코흐(Vanves Malakoff)역에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지보수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성과인 상하개

‘상하 스크린도어’를 설치 완료하고 1년간 운

· 장 소 : 프랑스 철도청 본사(파리)

폐형 승강장 스크린도어(Vertical Platform

영 및 유지 · 보수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

Screen Door) 수출을 위해 프랑스 철도청

로, 국내 기업인 에스트래픽(주) 등이 설계

(SNCF)과 에스트래픽(주)간 계약을 체결하

· 제작 · 시운전을 담당하고, 프랑스 기업인

였다. 계약 금액이 400만 유로(한화 약 53억)

Bouygues가 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에 달하는 이 계약은 2018년 3월 말까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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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교통대학교 협의회 총회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김영호)가 주최한 제10
차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협의회 총회 및 국
제학술 심포지엄』이 11월 1일~ 11월 3일 인
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등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 개최된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4차 산

· 행사명 :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협의회 총회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
· 일 시 : 2017년 11월 1일(목)
·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참석자 : 교육부(이진석 대학정책실장),
국토교통부(맹성규 차관),

업혁명시대 유라시아 교통 환경의 변화와 대

유재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리),

응”이라는 주제로 9개국 25명의 전문 연구자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

들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3

막심 볼코프 주한러시아부대사와

세션 ‘차세대 교통물류 기술 개발 현황’에서는

회원교 총장 · 학계 · 기업인 등

“Anti-icing Technology for Railway System”

관계인사 200여명

(발표자 : 한국교통대 권혁빈 교수)이라는 제
목으로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3차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통합 워크숍 개최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건

· 행사명 :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설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 과제(4개)의

·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기관별 교육체계 및 운영전략의 실효성 제고

· 장 소 : 서울역 LW컨벤션 그랜드볼룸

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글로
벌 인턴쉽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 참석자 :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등 관계자,
진흥원 담당자, 교육기관 재학생 등
120명

방안 모색을 위해 통합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로에너지주택 준공식
명지대학교, 노원구, KCC 등이 쾌적한 실내

· 행사명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준공식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해 국토교통R&D 과제로 추진 · 건설한 국내

· 장 소 : 서울 노원구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인 ‘노원 제로
에너지주택’의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 참석자 : VIP, 장관,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국토진흥원장 등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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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17년 10월 19일(목) 김병수 원장 및 국토진
흥원 임직원 20여명은 1사1촌 결연마을인 강
원도 홍천군 덕치리를 찾아 추수철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찾아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으며 농촌발전 및 마을 운영을 위한 소
정의 농촌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Seoul ADEX 2017
일시 : ’17.10.17(화) ~ 10.22(일)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서울 공항
* 전문관람일(Business Day):10.17～20(4일),

- 개막행사(10.17), 항공 · 우주 · 방산 관련
기술 · 제품 전시, 시범 및 곡예비행,

및 구매상담, 연구기관 간 교류(네덜란드),

세미나 및 회의 등 부대행사

무인기 심포지엄 · MOA체결(미) 등
부대행사 개최

일반관람일(Public Day):10.21～22(2일)

<개막행사>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2017년 11월 7일(화) 진흥원 임직원은 안양
기업연대릴레이 38탄 ‘지역아동과 함께 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안양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충청북도
보은읍 노티리를 찾았다. 국토진흥원은 안양
기업연대 사회공헌릴레이팀의 참여기업으
로서 행사 후원과 더불어 지역아동들과 함께
사과따기, 저온창고 저장, 속리산 세조길 환
경정화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부 항공R&D 성과물 전시 · 홍보

<항공R&D관 전경>

<네덜란드 국립 항공우주연구소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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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 로드쇼
2017년 11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국토

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진행되었고, 참여 기업 중 ㈜세종이엔씨는

교통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로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국내 19개사, 현지기

베트남 국영기업인 CONINCO사와 업무협

드쇼가 인도네시아(8일), 베트남(10일)에서

업 138개사가 참여하여 총 166건의 상담이

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대응 국토교통 융복합포럼 개최
2017년 11월 14일(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는 융복합 분야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

하고 국토교통분야 메가트렌드 및 기술·정책

되었고, 토의된 주요 내용들은 향후 국토교통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R&D 및 관련 정책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

를 초청하는 국토교통 융복합포럼을 The K-

될 예정이다.

호텔 가야금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11월15일(수) 저소득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

안양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중

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선정

실시하였다.

해 얼룩진 벽지 제거 및 도배 · 장판교체, 노
후화된 LED조명교체, 커튼 및 침대 교체 등
이 이루어졌다.

113

人sight
36.5

4차 산업혁명시대 사람과 사람으로
연계된 직무능력 요구
이달의 테마 : 교양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겸임/초빙교수(’0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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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역사적 단상
그리고 함의

114

115

주의 문제를 상고해 본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미국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R. 라이시교수의

근대경제학 이후의 자본주의와 과학 · 기술 흐름의 단상을 소개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2011)에서 미국경제사를 1928-1947, 1947-

다. 자본주의 1.0시대는 A. 스미스가 전근대적 도덕적 생활규범

1975, 1975-2007로 나누어 상위 1%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영역에 속했던 경제생활을 객관적인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여 새

율이 각각 20%, 8-11%, 20%로 악화에서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

로운 과학으로 접근해 세운 체제이다. 자본주의 2.0시대는 J. 케인

되는 부의 양극화가 월가의 1%와 99%의 대결구도 시위로 심해

스가 공급과잉으로 부족한 수요를 정부재정으로 채우고 총수요

지고 대량실업사태를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양극화가 심

관리를 통해 불황과 고실업을 극복한 시기이다. 자본주의 3.0시대

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는 M. 프리드만 등 통화론자인 시키고 학파가 케인즈를 비판하며
정부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장의 자유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다만 4.0시대를 견인할 불세출의 슈퍼 경제학자는 아직 출현하지

(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의 통화량 관리

못하고 있어서 필자 또한 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자괴감을 갖고

로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

있음을 숨길 수 없음을 밝힌다.

화 시대이다. 자본주의 4.0시대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증
권화로 이어진 파생상품과 M&A과정에서 금융기관차입부(LBO;
B. 스턴스, L. 브라더스 부도사태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역사적 교훈

산업혁명은 과학 · 기술분야의 새로운 핵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지난 자본주의시대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

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발명으로 자본주의 1.0시대를 선행하거

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변화 중 일자리와 연계된 직무능

나 동행하여 획기적인 생산증가를 가져온 과학 · 기술이다. 2차

력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찾는다. 그리고 직무능력과 연계된

산업혁명은 석유에너지와 자동차 발명으로 유통혁명을 가져온

일자리정책과제는 개인 · 기업의 관심인 경제재 수익창출 요체

자본주의 2.0시대에 출현한 일이다. 3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인 수학적/통계적 적확한 모델분석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3.0시대에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출현의 정보화혁명으로 거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지향하는 흐름은 개인과 공동체가 다 같

리를 획기적으로 줄인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혁명으

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외적인 과학 · 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

로 AI 활용기술과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기술 등이 자본주

로시간, 비정규직 등 제 사회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적 모델로 접

의 4.0시대의 요체이다.

근해 일자리와 연계된 직무능력을 갖추는데서 출발할 것을 제안

Leveraged Buy Out) 정당성 등의 영향으로 2008년 투자은행

한다. 왜냐하면 제1차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하기 전 만성적인 재화공급부족에서 자본

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유재산증식을 위해 법 · 질

주의 1.0시대의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생산기술혁신으로 엄청난

서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투자하는 시스템이었고, 과학과

제품 공급과잉을 가져와 만성수요부족에서 비롯된 경제 불황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실업을 줄이고 고용

일자리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정부재정의 유효수요이론으로 치

을 늘리는 경제성장의 길, 특히 노동시장의 공급부문에서는 재

유한 2.0시대를 기억한다. 70년대 중반이후 재정인플레이션, 유

직인력과 신규인력의 변화된 직무능력 체화가 알파에서 오메가

가상승 등으로 비롯된 고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정부배제의 자

이기 때문이다.

유주의 시장중심으로 해결한 3.0시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
후 현재 진행중인 상시불황과 경제성장저하, 고실업, 고용, 소득

지금 자본주의 4.0시대도 재화 공급이 수요보다 큰 상시 불황시

격차, 임금, 근로시간, 복지, 양극화 등 4.0시대에 겪는 금융자본

대를 보이고 있어서 1.0시대와 2.0시대의 시장 기능장애와 흡사

人sight
36.5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그때와 같은

노동시장의 현 상황은 IT기반의 3차 산업을 넘어 AI, 로봇 등 4차

재정인플레이션으로 유휴생산 및 연관시설이 가동되어 실업상

산업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기술과 산업의 출현과 산업

태의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의문

구조의 변화로 융 · 복합적 인재로의 수요 변화 및 고용구조 고도

에는 동의 혹은 부동의가 존재 한다. 그러나 인력수요가 증가하

화가 현실이 될 것이며 타부문과의 상생과 연결된 공공부문 R&D

기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주도 거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정

의 니즈가 더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의 니즈

책과 혁신성장정책 선언을 필자는 동의한다. 다만 인력공급부문

는 서로 다른 분야의 보완과 소통 연계(hyper-connected)와 한

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일자리 직무능력을 갖춘 공

분야의 단순한 능력이 아닌 종합능력의 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이 뒷받침되고 있는가가 전제조건인건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요구가 더욱 확대되어 선진국형 고용서비

이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20년의 혹독한 경기침체를 겪은 지금

스 수요증가가 빨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R&D성과인

의 아베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 일자리 과제를 P. 크루그먼의 제안

기술변화속도를 앞지르는 직업교육 · 훈련개혁(교육내용변화)속

으로 실질금리 제로와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이 밑받침 하고 있

도로 대학 및 직업교육 · 훈련부문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향상시

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켜 스킬-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급
부문 문제는 풀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온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한
직무능력

산업혁명은 이미 과학지식과 기술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확산
시키려는 DNA를 현 산업전반에 확실히 심어가야 할 상황에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스위스 다보스세계경제포럼

인적자원정책과 직업교육 · 훈련정책기관의 시대요구에 부응하

(WEF; The World Economic Forum)(2015)과 청년층을 대상으

는 선도적 노력이 더욱 긴요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차 산

로 조사한 인도의 관련 경제추적연구기관인 Infosys(2016)의 직

업혁명은 SW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생성단계부터 획득, 저장, 활

무능력 조사분석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준비해야할 직무

용하는 데이터 혁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

능력을 알아보기로 하자.

변화에서 대학은 교육변화로 대응하고 있는가이다. 기업에서 필
요로 하고 있는 직무에 기술변화가 교육내용변화보다 큰 상황에

WEF는 산업체 요구 역량조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생들이 21세

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학생

기 노동시장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을 16가지로 제시하

은 물론 이미 재직하고 있는 대졸자들이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을

고 이것을 3개의 영역, 즉 핵심 역량을 일상의 업무에 어떻게 적

위한 직업교육 · 훈련직종 교육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용하는지에 대한 ‘기초 문해력(foundational literacies)’, 복잡한

지는 더 언급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고용과 관련

도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한 ‘역량(competencies)’,

하여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지만 교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성 자질(charac-

육부와 선도 대학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대졸자 공공직업훈련정

ter qualities)’로 분류했다.

책기관은 대량생산과 표준화된 제품생산에 적합한 제도 · 정책에
맞는 시장신호(market signal)를 활용한 교육 · 훈련에서 다품종

‘기초 문해력’은 기존에 국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문해(literacy),

소량생산 시대에 맞는 제도 · 정책 내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수해(numeracy) 능력뿐 아니라 과학 이해(scientific literacy),

제도적 미스매치를 타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대응책이 보다

ICT 문해(ICT literacy), 재정적 문해(financial literacy), 문화

세밀히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및 시민 문해(cultural and civic literacy) 능력으로 꼽았다. 역
사적으로는 문해력과 수리력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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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제는 21세기 가장 시작점에 있는 능력으로 꼽았다. ‘역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은 여러 직업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직무 내

량(competencies)’은 비판적 사고/문제 해결(critical thinking/

용 또한 공부한 내용과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problem-solving), 창의성(creativity), 의사소통(communica-

대부분 근로자들에게는 온더긱(on-the-gig: 긱 경제 기반)으로

tion), 협업(collaboration)으로 꼽았다. ‘인성 자질(character

기계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배워 즉각적인 학습(in-the-moment

qualities)’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하는

learning)이 주요 작업 방식(modus operandi)이 될 것이고, 새

호기심(Curiosity), 진취성(Initiative), 끈기/투지(Persistence/

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추고 있는 지식보다

grit), 적응성(Adaptability), 리더십(Leadership), 사회적 및 문

더 가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적 인식(Social and cultural awareness) 능력으로 구성된다.
Infosys는 4차 산업 시기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을 소프트 ‘우뇌’
스킬이라고 강조했다. 우뇌의 창의적 역량과 좌뇌의 논리적 역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람의 연계’된
직무능력개발이 필수

량 중 우뇌 스킬이 더 중요할 것이며 우뇌의 창의적 역량을 시간
관리, 사람관리, 타인과의 조정 능력, 전공 또는 업무 관련 능력,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향후 개별 자기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정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적극적 학습 능력, 타인교육, 소통능력, 적

책 관련 프로젝트는 전 산업분야의 경쟁력 상승과 필요한 새로운

극적 듣기, 창의력, 설득력으로 구분했고, 좌뇌의 논리적 역량을

일자리 직무는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맞는 인력의 직무능력을 위

ICT 문해력, 비판적 사고, 독해력, 협상, 수리적 추론, 시각화 능

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인식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

력, 논리적 추론으로 구분했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공통

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4차 산업의 프리즘으로 관찰하고 개념화

적으로 산업체와 청년층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제 노동시장에

하여 일자리와 직무능력의 연계성 인식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 개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 · 인지적 · 기술적

별적으로 부족한 직무능력대비를 더 구체적으로 자기 주도학습

역량의 역할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Infosys는 9개

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4차 산업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

국 16세~25세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

업간의 공생적 발전과 전통산업(제조업)을 위한 기술 협력 모색

끌어갈 청년층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을 조사했다. 전반적으로 청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연계가 고도화 되

년층은 직무능력 중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높

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노동시장 변화대응

은 학업 성취도보다는 협업능력과 소통능력을 중요하게 꼽았다.

은 시스템적 역량, 협업과 소통 직무능력을 전제로 투명한 인지

또한 유연성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80%의

적 능력에서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비인지적 능력이 더 필요하다

응답자가 중요하다 답을 하였다. 청년층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

는 것은 자명한 일이되고 있다.

해 가장 필요한 5가지 역량으로 시간 관리, 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전공/업무 관련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자유주의적 직무능력개발과 따뜻

수학적 추론, 글쓰기 능력, ICT 문해력, 독해력, 시각화 능력을 가

한 배려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정신은 현 교육 · 훈련시장과 재직

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식됐다. 전반적으로 좌뇌의 논리

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별 직장 근로자에게 더 이상 피할

적 역량이 우뇌의 창의적 역량보다 고용주로부터 덜 요구되지만,

수 없는 과제로 예상되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취업 후 직무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직무 훈련의 기회

다. 피할수 없다면 즐겁게 더 빨리 받아들이자!

가 주어지더라도 대부분 좌뇌의 논리적 역량과 관련된 훈련을 받
는 편이라고 응답해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기대와 실제
로 취업 후 받는 직무 훈련의 갭이 큰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래의
직무역량으로 중요한 소프트 ‘우뇌’ 스킬에 대한 갭은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우뇌 스킬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KAIA로
‘通’하다

기술과 경영, 공공과 민간이 만나는 플랫폼

창업사업화지원실
우수한 기술개발과 그 기술을 상용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으로 발전시켜 중
소기업의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공공과 민간 상생의 플랫폼. 거창한 겉모습과 달리 내
적으로는 사람 냄새가 넘치는 창업사업화지원실을 만나보자.

KAIA 2017 vol. 9

‘공공’과 ‘민간’을 잇다

118

수록 더 웃으며 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창업사업
화지원실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푸근함이 느껴진다.

창업사업화지원실은 기술과 사업화 사이, 민간과 공공사이의 가교 역
할을 하며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굴 · 육성하는 R&D의 프로듀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기술사업화 촉진 및 강소기업 육성을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리다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 및 검증, 현장 테스트
등을 지원하고, R&D 성과의 시장진출을 위해 기술소개자료(SMK)를

창업사업화지원실은 국토부 R&D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 전용 사업을

제작 및 배포, 국내 · 외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와 공공구매협의체를

지원하고 있다. ʼ08년 중소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7

개최하고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 연계 등 다양한 사

년 212억원, 18년 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술사업화 예산이

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사업화지원실에서 관리하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사

는 사업 중 특히, 기술사업화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유일한 중소기업 ·

업화 자금을 국가 R&D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

벤처 전용 R&D사업으로 담당자들은 진흥원의 관리 방향이 기업 경

소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투자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

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평가와 기술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7년에 197억

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담당자별 관리하는 과제수가 많아 어려움이

원의 금융투자를 유치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 덕에 지금까지 기술사업화에 참여

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 프

했던 기업들의 누적 매출액 2,241억원(투입예산 대비 3배), 고용 창

로그램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창업사업화

출 인원 2,398명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 보람은 이

지원실. 중소기업과 함께 멋지게 성장해 나가는 창업사업화지원실의

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올해에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최초로 국가연

모습을 기대해본다.

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모든 실원들이 자
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창업사업화지원실은 우수한 성과를 내
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성과들이 연구자들의 노력 없이는 해낼 수
없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
는 미덕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따뜻함’과 ‘푸근함’이 느껴지는 곳
창업사업화지원실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실원들에게 즐거운 부서 분
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시교 실장을
중심으로 똑 부러지는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아기 같은 미소가 반전
매력인 황수현 책임연구원, 햄버거와 과자를 좋아하는 동네 착한 오
빠 스타일의 김인수 연구원과 깔깔 웃거나 미소 짓거나 2가지 표정이
전부라는 긍정의 아이콘 김지은 연구원, 부서 행사전문 MC이자 아재
개그의 달인인 김영하 연구원, 아빠 미소로 일관하는 김도성 전문위
원, 화통한 웃음소리를 가진 김은혜 연구원, 마지막으로 팀내 귀여움
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유연지 인턴까지. 힘든 업무 속에서도 썰렁한
아재개그 하나로 빵 터져 기분전환을 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해
피 바이러스를 주고받는다. 이 모습을 보니 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최고” 라고 짧게 대답하는 팀원들이 쉽게 이해가 됐다. 1인당 담당하

위 : (왼쪽부터) 정시교 실장, 김은혜 연구원, 황수현 책임연구원, 김도성 전문위원

는 과제 수가 많고 마케팅과 출장 등 쉴 틈 없이 바쁜 팀이지만 그럴

아래 : (왼쪽부터) 유연지 인턴, 김인수 연구원, 김지은 연구원, 김영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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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로
‘通’하다

좋은 일에 좋은 일을 더하다

플랜트실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짐을 이르
는 사자성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국토교통 분야의 모든 기술은 국토
교통 R&D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KAIA의 금상첨화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플랜트실
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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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업무를 분배하여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때로는 실
원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회식자리도 마다하지 않

‘국토교통’ R&D사업에 ‘플랜트’라니? 뜬금없어 보이지만 현재 플랜트

을 만큼 실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마지막으로 멀리 아랍에미

실의 사업구성, 내용, 성과는 국토교통 기술과 다른 듯하면서도 국토

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파견근무 중인 “가벼운 존재감” 권태규 선임

교통 R&D 성과를 대표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플랜트실에서 관리

연구원. 파견 중이라 함께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그를 꼭 소개해달라

하고 있는 사업은 담수화 기술, 가스 · 비전통 자원화 기술, 자원이송

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플랜트실 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및 순환기술 등 플랜트 관련 연구를 하는 ‘플랜트연구사업’, 국가 과학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장비, 대형 실험시설 등 연구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연구장비 인프라분
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
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사업’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플랜트
사업의 경우 국토부 R&D 예산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 유일하게 기계 · 소재분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서 매년 외로운 싸
움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와의 주관사업부처 논란 속에서도 세계시
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으로 글로벌시장 개척의 선두에
서 있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R&D사업 중 유
일하게 지역중심 R&D를 지원하는 지역특성화사업, 모든 연구의 기
반이 되는 연구 장비 ·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연구장비인프라 사업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교통 R&D 성과를 위한 ‘금상첨화’의 사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해
플랜트 실의 목표와 꿈을 묻는 질문에 UAE 파견근무 중인 권태규 선임
이 중동맞춤형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출을 잘 마무리하고, 플랜트 부서
원 전체가 중동으로 현장실사 겸 워크숍을 떠나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하면서도, 실이 관리하는 과제에서 좋은 기술이 개
발되어 해외 시장 수주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그
들. 아울러, 지역 R&D 사업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국
토교통기술이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개발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발
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플랜트실. 그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업구성임을 알 수 있다.

개성이 있어야 살아남는 곳
플랜트실은 연구성과의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두고 각자의 개성
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심 메뉴부터 중요한 부서예산까지
막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내 · 외부에서 쏟아지는 요청자료를 통달하
여 작성하고 있어 플랜트실의 “회장님”이라 불리는 강지훈 연구원. 대
내 · 외 얼굴마담과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실 사업예산 총괄과 비
전통 · 자원 플랜트 연구분야를 관리하는 “바지사장”, 박재형 책임연구
원. 열정적으로 기획과제를 관리하며, 전문분야인 플랜트사업만큼은
직접 자료작성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재주 넘치는 곰” 성호진 PO.
플랜트실의 홍일점이자, 막후 능력자로 각종 민원과 갈등 해결에 탁월
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왕서방” 장연희 연구원.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구장비인프라 분야 과제를 홀로 담당하고 실원들 뒤에서 조
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은둔자”, 오제승 선임연구원.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잘생김”과 “성품”, 축구실력까지 겸비한 인재 김민우 인턴은
일까지 책임감 있게 잘 처리하고 있어, 실 내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감을 드리우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실원들을 거
느리며 “Shine”이라 불리우는 신현옥 실장은 실원들을 섬기는 척(?) 자

위 : (왼쪽부터) 신현옥 실장, 오제승 선임연구원, 강지훈 연구원, 성호진 PO
아래 : (왼쪽부터) 장연희 연구원, 김민우 인턴, 박재형 책임연구원 / (사진출연 : 권태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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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KAIA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2017년 KAIA insight를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더 나은 KAIA insight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2018년 KAIA insight 제작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2017년 12월 5일(수)~19일(수)
참여방법
아래 QR코드로 연결 후 참여
발표
기간 종료 후 개별 문자 발송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coupon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R&D 사업의 기획·조사·분석과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 건설교통분야 신기술 심사 ·지정·관리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 송백빌딩 2~7F
Tel : 031-389-6313 www.kai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