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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기다리던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가을을
낙엽이 우거진 가을에는 하얀 눈 뒤덮인 겨울을
우리는 언제나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시리도록 추웠던 지난 겨울 내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봄입니다.
어쩌면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것만큼
열정적으로 따뜻한 봄을 즐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봄을 만끽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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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Insight’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독자에게 유익한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더 깊게 조명해야 할 콘텐츠를 Special theme에 담아 독자와 함께 생각
합니다. 매호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전문가의 제언, 현장 실무자의 기술 및 시장 상황 분석, 관련 행사의 review 또는 Preview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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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들어가며
미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 경,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의 한 교차로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49세 여성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이다.
앞서 테슬라 자동차도 자율주행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보
행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버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
혔고, 도요타도 미국에서 실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즉각 자율주행 기술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기류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류에게 궁극적인 안전함과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
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작 그 본연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
한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산업계에 맡기고 정부는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을 전제로 하는 국제기준 제정을 위한 안전기준 동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 기술레벨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 자율주행 기술레벨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수준을 일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위한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이것
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레벨이다. 자율주행 기술레벨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면서 최초로 정의하였다(’13.5). 이후 유럽의 BASt(독일연방도로공단) 및 VDA(독일자동차협회)
에서 자율주행의 기능적 정의를 명시하면서 발전(’13.7)하였고, SAE(세계자동차공학회)에서 초안(’14.1) 및 수정안
(’16.9)을 통해 제안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총 6계) 세분화된 내용이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SAE에서 제
안한 자율주행 기술레벨은 비록 민간에서 제안하였지만, 미국 교통부 및 UN에서 공식적으로 반영·채택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SAE International Standard J3016 문서 및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레벨은 각각의 레벨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이 불충분해서 자율주행 기술레벨을 한눈에 정확
하게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입장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
일부 무분별하고 잘못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이 범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
달과 쉽고 명쾌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레벨 정의에 대한 인포그래
픽을 제작 및 공개하였다. 본 인포그래픽은 SAE J3016 문서내용을 기반으로하되, 세부 카테고리와 레벨간의 차이점
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주행 시나리오와 함께 재구성 하고, 레벨과 레벨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레벨 2 수준이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은 공식적으로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레벨 5의 자율주행자동
차는 운영설계영역이 무제한이므로 단기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확보의
주요 타겟은 레벨 2~레벨 4이며, 특히 레벨 2 및 레벨 3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018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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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주행 기술레벨 인포그래픽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는 전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을 발표하였다(’16.9). 이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혁
신’과 ‘국민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었지만 세계 최초의 정부차원의 지침으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지침 15항목(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No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등록 및 인증

(2)

Data Recording and Sharing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충돌 후 자율주행 기능 유지

(3)

Post-Crash Behavior

(4)

Privacy

개인정보 보호

(5)

System Safety

시스템 안전(설계 강건성 등)

(6)

Vehicle Cybersecurity

사이버보안

(7)

Human Machine Interface

인간-기계 상호작용(정보전달)

(8)

Crashworthiness

충돌 안전성(탑승자 보호)

•공표일 2016. 9. 20

(9)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소비자 교육 및 훈련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혁신”과

(10)

Ethical Consideration

윤리적 고려(윤리적 딜레마)

(11)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연방, 주, 지방법 준수 여부

(12)

Operational Design Domain

작동하는 영역

(13)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사물 인지 및 반응 기능

(14)

Fall Back(Minimal Risk Condition)

고장 발생시 대응능력

(15)

Validation Method

검증 방법

•제목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국민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미 교통부 장관 曰)
•의미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세계 최초의
정부차원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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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1)

KAIA Insight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 개정본

•제목 Automated Driving System

비교

•목적 비 규제적인 측면으로 자율주행기
술의 안전성 확보
•의미 업계의 자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권고함으로서 규제로 인한
자율주행기술 개발 도입 지연을 방지

개정 버전(V2.0)

제목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Automated Driving System
“A Vision for Safety”

용어

HAV(Highly Automated Vehicle)

ADS(Automated Driving System)*
*SAE J3061 사용 용어로 변경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혁신”과 “국민안
전”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

비 규제적인 측면에서 ADS의 “안전성”,
“이동성”, “효율성” 확보를 위함

안전성
평가서

Safety Assesment Letter
시험과 배치 전 평가서 제출 의무

Voluntary Safety Self-Assessment
시험과 평가를 권장하나, 자발적 평가

안전성
평가
항목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충돌 후 거동, 시스템
안전, 사이버보안, HMI, 충돌 안전성, 소비
자 교육 및 훈련, 연방, 주, 지방법 준수, 운
영설계영역, 사물 인지 및 반응 기능, 고장
발생시 대응능력, 검증 방법, 윤리적 고려,
개인정보 보호, 등록 및 인증

데이터 기록, 충돌 후 거동,
시스템 안전, 사이버보안, HMI, 충돌 안전
성, 소비자 교육 및 훈련, 연방, 주, 지방법
준수, 운영설계영역, 사물 인지 및 반응 기
능, 고장 발생시 대응능력, 검증 방법

적용
차량

SAE 자동화 레벨 2 ~ 5단계 차량

SAE 자동화 레벨 3 ~ 5단계 차량

적용
차종

승용차, 트럭 및 버스 등 모든 차종

승용차, 트럭과 버스 등 모든 차종

가이드
라인
구성

1) 안전점검 지침
2) 각 주마다 다른 정책의 통일 방안
3) 현 규제를 적용 방안
4) 신규 도입이 필요한 규제 방안

1) 자동화된 시스템을 위한 자율적 가이던스
2) 주정부를 위한 기술적 지원 가이드라인

“A Vision for Safety”
•공표일 2017. 9. 12

기존 버전(V1.0)

※ 규제와 관련된 내용 삭제

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자율주행자동차의 총 15가지 안전점검지침 마련, (2) 각
주(州)마다 다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통일방안 제시, (3) 현(現)규제를 자율주행자동차에 변형 적용하는 방안 제시,
(4) 새로운 도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방안 제시 등이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
율주행 기술레벨을 SAE J3016에서 제시한 레벨 0 ~ 레벨 5(6단계)와 공식적으로 조화시켰다.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은 이어서 지난 ’16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개정본인 Automated Driving System ‘A
Vision for Safety’를 추가로 발표하였다(’17.9). 이 개정본의 취지는 자율주행기술 도입을 막는 규제에 해당되는 내
용 삭제, 정부 및 민간 부분 협력과 소통 장려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점검지침 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폐지, 개
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작자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권고 등이며, 기존 가이드라인의 안전점검지침 15가지 항목 중
에서 ‘윤리적 고려’, ‘프라이버시’, ‘등록 및 인증’ 항목을 삭제하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항목에서 ‘공유’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12가지 항목으로 감소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방차원의 법안의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원 입법
안(H.R 3388 ‘Self Drive Act’)과 상원 입법안(S 1885 ‘AV Start Act’)으로 구성되는 법안의 의미는 주(州)정부의 법
안보다 우선됨을 명시함으로서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개발방향을 공표하고, 자유로운 시험과 연구를 위한 허
가 조건 완화 및 면제 기준 확대를 통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기술 개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본 법안은 하원 위
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17.9.6)하고 현재 상원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법안 주요 내용이 규제금지,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면제 확대 및 제작자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안전 및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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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의회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주요 내용
법안 명

하원 입법(안)

상원 입법(안)

Self Drive Act

AV Start Act

진행 현황

하원 만장일치 통과(’17.9.6)

상원 위원회 검토 中

적용 대상

승용차

승용차, 상용차

Safety Assessment Certification

Safety Evaluation Report
*판매 90일전 교통부 제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안전성 평가
항목

면제 규정

사이버보안

하위 법령에서 추후 검토

9가지 항목
시스템 안전, 데이터 기록, 사이버 보안, HMI,
충돌안전성, 자율주행기능, 충돌 후 거동,
관련 법 준수, 운영설계영역

최대 4년, 10만대
충돌기준 만족, 조향장치 필수

최대 5년, 10만대
요구사항 없음

적용 대상: 레벨 2 이상 차량
보안 계획 수립

적용 대상 : 레벨 3 이상 차량
보안 계획 수립, 취약점에 대한 자발적 정보 교환

*미준수 시 미국 內 판매 금지
레벨 2 이상 차량
*미준수 시 FCC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

해당 내용 없음

자문위원회

NHTSA에 자문위원회 설치

NHTSA에 자문위원회 설치

소비자 교육

해당 내용 없음

소비자 교육 실무 그룹 조성

연방정부에 서류 제출
*기관이름, 주소, 기능설명, 보험증서

해당 내용 없음

개인정보보호

시험 차량 관리

UN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 관련 국제기준(UN Regulation)을 제정하는 UN/ECE/WP29와 자동차도로 운행 규약을 제정하는 UN/
ECE/WP1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준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분
야인 WP29에서는 ITS/AD(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Automated Driving) 및 ACSF(Automatically
Commended Steering Function) Informal Group을 결성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IG-ITS/AD의 경우 WP29 총회 산하 Informal Group으로 2014년 12월에 결성되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 정
의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IG-ACSF의 경우 WP29내 주행·제동 전문가그룹(GRRF) 산하 Informal Group
으로 자동명령조향기능(ACSF)과 관련된 안전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 활동내역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해 UN/ECE/WP29 제170차
총회(’16.11), 제10차 ITS-AD 전문가기술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초안이 확
정되었다. 이후 제173차 총회(’17.11)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e-Security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우
선적으로 지침서를 개발하고, 향후 형식승인 및 확인을 위한 기준은 국제기준으로 제정하기로 합의되었다. 세부내용
으로는 사이버 위협의 종류와 해결방안에 대한 지침서 초안이 완료되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침서의 초안 구조
및 내용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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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ECE/WP29의 ITs/AD 및 ACsF 체계도

UN/ECE/WP29 제172차 총회(’17.6)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별 정의를 서술하는 표에서 ‘실제 사용 예
(Use case)’라는 표현을 ‘법제화가 가능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omain Design, ODD)’로 변경하여 각 단계
별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 수립 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ITS-AD의 주요 논의 범위는 레벨 2로서, 향
후 레벨 3 및 레벨 4로의 확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개최된 UN/ECE/WP29 제174차 정기총회(’18.3)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신규 전문분과(GRAV, 가칭) 추진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주행·제동 전문분과(GRRF)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 중·장기적
으로 신규 전문분과(GRAV) 신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총회 기간내에 개최된 제14차 ITS-AD 전문가기술회의(’18.3.15)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의미 있는 진전이 있
었다. 첫 번째 주요결과는 UN의 국제기준 제정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단계별 정의가 확정되어 최종 채택되었다는 것이
다. UN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별 정의는 기본적으로 SAE J3016의 레벨을 준용했으나, 레벨 0의 정의에서 제
외한 부분과 각 기술단계별로 운전자,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기준 고려사항을 추가한 점이 주요
차이점이다. 특히 기존 SAE J3016에서는 레벨 3에서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지 않으면 일정 시간 경과 후 자율주행시
스템이 자동해제되어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UN의 자율주행 정의에서는 레벨 3에서 운전자가 제어권을
받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으로 최소위험조건(Minimal Risk Condition)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안전기준 측면에서 확실히 탑승자(운전자 포함)의 보호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주요결과는 주행시험장 기반 기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형식승인 및 자기인증제도 하에서 자율주행자동
차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위한 평가 전담반(Task Force, TF)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평가 TF에서 구
상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평가방법은 ‘실 차 인증시험’, ‘실 도로환경기반 검증시험’, ‘적합성 심사’ 이렇게 총 3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서브그룹(①실차인증시험 및 적합성 심사, ②실도로환경기반 실차검증시
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Kick-off 회의(’18.3.28)는 프랑스 교통부에서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교통안
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참석한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본 TF 회의에 전략적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요결과는 UN 세계기술기준 신규 개발 추진 항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기록장치(EDR) 및 운전
자 가용 인지(Driver Availability Recognition)가 우선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사고데이터기록
장치(EDR, Event Date Recorder)와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데이터저장시스템(DSSAS, 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의 기준을 독립적으로 개발(GRB 및 GRRF에서 각각 논의)하기로 합의된 것이 의미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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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N 안전기준의 자율주행자동차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UN/ECE/WP29/ITs-AD-14-07)

며, 운전자 가용 인지가 선정된 배경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UN 세계기
술기준 신규 개발을 위한 추진 항목으로 거론된 총 7가지 후보항목은(①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②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③긴급비상제동장치(AEBS), ④차선유지지원장치(LKAS), ⑤자율주행자동차 사고기
록장치(Event Data Recorders), ⑥자동순항장치(ACC), ⑦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가용 인지(Driver Availability
Recognition)) 등이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범부처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년 고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①제도정비,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개발 지원의 3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 특
히 국토교통부는 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16년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기술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제도(’16.2)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168차 UN/ECE/WP29 정기총회(’16.3)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부차
원의 중장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관련 부처의 의견 전달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 개발
및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는 등 국제기준 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
부로부터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17.12)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UN 유럽
본부가 있고 UN/ECE/WP29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국외사무소(Korea Internationalization Center for
Automobile Standard, KICAS)를 개설(’18.2)하여 현지에서 직접 UN 안전기준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
신 자동차 국제 정책과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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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강
화를 위하여 안전기준 개발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3대(주행·고장, 통신·보안, 제어권전환) 핵심 안전성’ R&D
를 수행 중에 있다. 본 R&D를 바탕으로 금년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초안을 도출하고 ’19년에는 자동차관리
법 정비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UN 국제기준 제정 시 국내기준과 조화를 병행시켜가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4> 자율주행자동차 3대 핵심 안전성

결론 및 제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의 출발은 비록 다소 늦었으나, 여러 주(州)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이나, 모든 정책결정에 회
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유럽 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속한 정책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들이 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다 줄 달콤한 혜택들은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기술개발과 함께 안전기준을 준비할 때이다. 단, 기술은 타협할 수 있지만 안전은 타협대상이 아
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미국도 자율주행자동차의 규제완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우버의 사고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으며, 그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
능 위주로 접근했던 UN도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제정을 목적으로 본격적으
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지금의 자율주행기술은 대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 단독으로 주행하는 소위 독립방식(Stand
alone)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단계상 레벨 3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먼저 시도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
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한다면 가정해보면, 1초당 약 28m씩 주행하게 된다. 현재 UN(ACSF)에서는 자율주행자
동차의 제어권 전환 시간을 약 4초 남짓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센서 기술로는 4초조차 버티기 힘든 상
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차대차, 차대 인프라 등과 상호 협력하여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자율협력주행’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물론 자율협력주행의 주요 목적은 ‘기술 한계 극복’이겠지만, 그 기술 한계 극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탑승자
(운전자)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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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협력 운행 성공

국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두 대가 5G로 서로 통신하며
교통 인프라나 관제센터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주행
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
통부, SK텔레콤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 잡은 자율주행자
동차 실험도시인 K-City에서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시연 행사
를 개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SK텔레콤이 개발하고 있는 5G 자율주행차가
K-City에서 협력 운행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두대의 자율주행차가
▲5G 차량통신 기술(V2W ; Vehicle to Everything) ▲3D HD맵
▲딥러닝 기반 주행 판단 기술을 활용해 서로 통신하고, 신호등과 같
은 교통 인프라, 관제센터와 교통 정보를 주고받으며 2km 구간을
안전하게 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실장,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성원 SK텔레콤 MNO사
5G 자율주행차 두 대가 교통 정보를 주고받으며

업부장, 이경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국민 체험단 7명이

나란히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참여한 이번 시연 행사는 5G 통신망을 통해 K-City 관제센터에 실
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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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CCTV가 발견해
이를 자율주행차에 전달하자
자율주행차 두 대가 스스로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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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만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자율주행차 두 대가 5G 통신망으로 교신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내부에 설치된 HD맵, 영상통화장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두 대의 자율주행차, 5G로 교신하며 2km 구간 안전 운행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전성 확보다. 5G 통신망은 실
시간 교통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더욱 안전하
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에서는 교통 정보 인프라와 연계된 동적정밀지도(LDM; Local
Dynamic Map)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적정밀지도란 도로, 교통
및 주행 등 교통 인프라의 각종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지도를 말
한다.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정밀도로지도(HD맵) 역시 중요한데 이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는 용량이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5G가 가
장 적합한 기술로 꼽힌다.
시연이 진행된 K-City에는 2017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SK텔레콤
이 삼성전자와 협력해 28GHz 초고주파대역 5G망을 구축하고 CCTV, 신
호등 등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관제센터를 5G로 연동한 바 있으며 이
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에 세계 최초로 5G망을 구축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시연은 스쿨존, 신호등 구간, 다중 추돌 사고 구간, 무신호 구간 등에
서 진행되었다. 처음에 자율주행차 2대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나란히
운행을 시작했다. 스쿨존이 가까워지자 스쿨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속력
을 줄이고,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차도에 나타나자 급정거했다. 가로등에
설치된 CCTV가 5G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어린이 접근 정보를 즉시 전달
했기 때문이었다.
어린이 모형을 성공적으로 피한 두 대의 자율주행차는 관제센터로부터 긴
급공사 구간 정보를 5G로 전송받아 경로를 재설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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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자 앞차는 5G 통신망으로 사고 정보를 관
제센터와 뒤에 오던 차에 전달했다. 뒤차는 곧 속도를 줄이고 주행경로를
변경해 안전하게 사고 구간을 통과했다. 무신호 구간에서 마주친 두 대의
차량은 물론, 관제센터와 교신하며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는 모습도 보
여줬다.
이번 시연에서는 K-City 내 2km 구간에서 두 대의 자율주행차가 5G망으
로 1초에 수백 번 이상을 교신하며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그동안 장애물
을 피하며 주행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진행됐다면, 이번 시연은
복수의 자율주행차가 협력 주행하는 상용화 단계로 향후 연구에 대한 기대
감을 고조시켰다.

K-City,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개방

시승을 마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가 최첨단 5G 통신기
술과 결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K-City
를 올해 연말까지 준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K-City의 5G 통신망, 관제센터 등은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업
과 기관에 개방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율주행
생태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K-City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G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2019년부터 고속도로와 같
은 주요 도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이동통신망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V2X, 3D HD맵 등 5G의 강점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완벽한 5G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없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K-City 관제센터에서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모습은
5G 통신망으로 관제센터에 생중계되었다.

김현미 장관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 SPRING

17

sPECIAL THEME
스페셜 인터뷰

이경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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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산·학·연 협력이
필수입니다

서울대가 본격적으로 시흥스마트캠퍼스 구축에 나선 가운데, 첫 사
업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과 자율주행자동차 기
반 스마트캠퍼스 조성에 돌입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주도하
고 있는 이경수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2016년 5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고속도로 시험주행(경부~영동 40km 구간)에 성
공한 인물이다. 2017년 4월에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자동
차전자분야에서 1년간 발표된 논문들 중 가장 의미 있는 논문에 수
여하는 최고 논문상 ‘Vincent Bendix Electronics Engineering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글 임영현 사진 LS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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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을 연구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의 성과
가 궁금합니다.

Q. 자율주행차의 연구·개발 현황과 향
후 발전 방향이 궁금합니다.

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만드는데

A.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차량 공유

자율주행차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A. 기계공학에서 제어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 시스템, 두 가지 측

현재 웨이모는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를 추진하

199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스스로 사고를 방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자동

고 있고,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 운행하

지하는 ‘능동 안전’이 중요해졌고, 이러한 ‘능동

차 기업들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 3 수준

고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처럼 일정 구역에

안전’은 모두 제어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자

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양산을 목표로 자율

서는 개인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 셔틀로 편리하

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전성

주행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레벨 3은

게 이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죠. 지하에 개

확보인데요, 그동안 안전 제어 시스템 연구 실

운전자는 필요하지만 자율주행 모드에서 차선

인 차량을 주차하고 지상에서는 공용 자율주행

적이 축적되고 확장되다보니 자율주행까지 연

변경, 가감속 등 기본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차나 도보로 움직일 수 있어 쾌적한 이동 환경

결되었죠.

레벨 3만 되어도 운전자는 높은 수준의 편리함

을 제공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드 같은 일부 자동차 기

자율주행차를 공유해 이동하고, 이를 효율적으

2016년 5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에서의 시험

업의 경우에는 2022년이면 레벨 4의 자율주행

로 관리하는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면 사고 위험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주행 결과를 바탕

차 양산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 4는 사

은 줄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도시 환

으로 ‘주변 차량의 확률 예측을 기반으로 한 안

람이 운전석에 앉을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에 운

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전한 자율주행 기술’ 논문을 SAE 학술지*에 발

전을 맡기고 책을 보거나 잠을 자도 되는 수준입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도시에서 개인 자

표했는데 지난해 4월 SAE로부터 자동차 전자

니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

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의 40%를 확보할 수

분야 최고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율주행차가 이를 판단해 직접 정차할 수 있는 수

있어 공원을 만들거나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등

안전제어 기술을 전기자동차에 적용하여 시내

준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보다 여유로운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다른 한 부분은 차량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중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같이

교통 서비스 체계의 출현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늘어난 자동차로 인한 교

기술을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 체증과 주차 문제가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

*SAE 학술대회 : 미국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분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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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

Q. 서울대가 시흥스마트캠퍼스를 자
율주행차 기반 스마트캠퍼스로 구축하
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

티-ICT 서비스의 산·학·연 r&D 환경
을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
내 굴지의 기업들과 힘을 합쳐 화제를
모았는데요?
A. 지난해 12월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대는 시흥스마트캠퍼스 전
체에 자율주행 기반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
획입니다. 서울대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과 이를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
울대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현대자
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용 차량 플랫폼을 구축

마트캠퍼스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은

업이 자율주행 기술 전반을 개발해 낼 수 없습

합니다. SK텔레콤은 HD맵 개발, 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도시

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선 우선 자동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술을, 한국도로

전체의 교통체계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차가 필요하고, 라이다, 레이더 같은 요소 기술

공사는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구축

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있어야 하죠. 도로정밀지도나 센서 간, 자율

을 맡게 됩니다. 또 성우모바일 같은 자동차분야

주행차 간, 자율주행차와 교통 인프라 간 정보

자율주행차로 캠퍼스 내부를 이동하는 시스템

Q.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
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
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

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테스트 트

A.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학·연이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랙을 설치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이오닉 전

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기업가치를

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서울대 시흥스

기차 10대를 투입,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호

지닌 구글이 뛰어난 요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마트캠퍼스의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사례

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수하고,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는 막대한 투자

에서 볼 수 있듯 자율주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캠퍼스가 자

를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

산·학·연 협력이 필수입니다. 대학, 연구기관 그

리 잡은 배곧신도시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확대·

을 잡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산업체 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산업체

적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까지

한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산업 국가이고 자율주

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캠퍼스 내부

행 기술 중 판단·제어 기술은 세계와 어깨를 나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으로 진출해야만 기업의

에는 자율주행차와 보행자만 다니는, 커다란 공

란히 합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센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모두

원 같은 캠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을 보유한 기업은 없어요. 앞선 센서 기술을 보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기에 자율주행 선진

외국은 자율주행 시범 운영 사례가 많지만 한국

유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과 어느 정도 격차

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흥스

자율주행차는 ‘종합 예술’과 같아요. 한 개의 기

전문 중소기업은 제어기 모듈, 차량 간 통신 모
듈 등을 제공합니다.

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과 이를 연계하는
관제기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경수 교수 주요 프로필
1984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학과 석사 학위 취득
1992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미래자동차기술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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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부문에서 4차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패러다임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향상, 도로 증대, 이동의
자유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되는 한편, 통행 증가로 인한 에너지소비와 오염 배출 증가, 전통적인 운송 산업의 고용감소 등에 대한 우려도 공
존한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기 앞서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부문에 미치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주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 및 연구 동향
자율주행 기술은 194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급성장함에 따
라 상용화에 근접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는 SAE 기술 분류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0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무한 단계이며,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운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5단
계에서는 모든 운전 환경에서 무인운전이 가능하다. 단계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3단계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
우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Navigant,
2015). 현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하에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상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중장기 로드
맵을 수립하였다(국토교통부, 2017).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센서, 판단 및 제어, 성능평가 등 차량단의 요소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많이 회자되고 있으나 아
직 본격적인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술 선도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인 등장에 따른 변화상을 전망하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 영향 부문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US DOT, 2015), 자율주행 자동차 심포
지엄(Automated Vehicle Symposium)의 주요 연구 주제로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가 포함되어 있다. 직
접적인 영향 부문으로는 안전성 향상, 에너지 소비와 오염 배출 변화, 차량운영 효율성, 개인이동성과 관련하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파급효과를 고려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설계,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법제도 보완 사항 발굴 등에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교통체계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차량 및 인프라 기술 개발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영
향 평가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car

2.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후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교통수단 및 교통서비스의 형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9
월부터 두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단계별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서비스들을 도출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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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1>과 같다. SAE 3단계까지는 주로 운전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승용차와 상용차에 추가 기능으로 탑
재될 것으로 전망하며, 1단계 기술 수준의 선택적 능동제어가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4단계
기술은 제한적인 시·공간에서 무인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승용차 공유, 자율주행택시·셔틀·버스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실험하게 될 것이며, 5단계 기술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무인운전 기반 교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가장 수요 가능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로는 자율주행 셔틀로 평가되었으며 자율
주행버스가 두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라이드쉐어링이 가능한 대용량
교통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그림 1>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신규 교통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과 기존 교통수단 수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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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출현함에 따라 개인 이동성과 교통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
러나 서비스 설계와 이용자들의 수용성 등에 따라 파급효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며,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서
비스의 형태와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환류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서 자
율주행택시가 승용차 수요를 대체하게 될 경우, 이용자와 교통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 도구인 MATSim을 이용하여 소규모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기존 승용차 수요
를 대체하는 자율주행택시를 시뮬레이션하였고 승용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택시의 적정 규모와 이용자 및
교통네트워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평균 통행시간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자율
주행택시는 전체 승용차 대수의 약 1/3 규모가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차량 투입 규모를 더 축소할 경우(특
히 첨두 시간에)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낮아진다. 네트워크 성능 변화를 살펴보면
자율주행택시의 배차 통행 증가로 기존 승용차 통행대비 총 통행거리가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첨두 수요가 집
중된 경우 필요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비첨두시에는 대기차량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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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첨두 수요가 존재하는 교통 수요 상황에서는 자율주행택시만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
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 의견으로 수렴된 바와 같이 라이드셰어링이 가능한 자율주행 셔틀, 버스 등 고
효율 수단을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서비스의 투입 규모는 이용자 편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사업 수익성 등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동수요와 배차를 효과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실시간 배차전략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기존 교통수단의 효용성을 대체가능한지
에 대한 문제 제기다. 본 사례 연구는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동일한 경우 자율주행택시가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수단전환은 통행시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하에 판단될 것이기 때문
에 결국 새로운 서비스 개발은 소비자의 수단 선택, 차량 소유 등 행태연구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통부문 파급효과
자율주행자동차는 차간거리 최소화와 교통류 안정성 유지로 인해 도로용량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선행
연구들은 최소 headway와 최대 감속도 등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적용 시 도로용량
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지 않고 마찰계수(도로노면과 타이어 마
모상태 조건 고려)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차간 최소안전거리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량의 변화를 산정하
였다. 습윤 노면과 마모된 타이어를 가정한 보수적 조건에서 100km/h 속도 기준으로 안전차간 거리가 40m로 감소
하게 되고 도로용량은 약 3,400pcphpl로서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노면과 양호한 타이어 조
건에서는 그 값이 8,700pcphpl까지 증가하여 약 300% 용량 증대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 용량 증가
효과는 비자율주행자동차와 혼재된 경우 적절한 보정계수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은 고령자 이동성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 택시/버스 운송 원가 중 운전 인건비가 약 65%를 차지
한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자행자동차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 요인이 되며 따라서 고령자들이 더 낮은 가
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용의 경우 현재 운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령자 이용률이
낮으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래에는 운전 능력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들에게 운전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율주행 기술이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은 또한 장애인 이동성 향상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
가용이다. 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
입되면 기존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동성을 갖던(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약 44만 명의 장애인 중 최소 45%(약 20만
명), 최대 73%(약 32만 명)가 스스로 이동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85만 명이 운전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이들 중 일부가 자율
주행 인공지능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 시장 진입 예측은 OECD/ITF가 자율주행 트럭의 유럽
및 미국 운전 시장 진입을 예측한 연구의 방법론을 따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분석의 장기 목표 연도
인 2040년을 기준으로 일반적 기술 보급 시나리오(빠른 보급)에서 운전 직업 시장의 24%를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지
하고 보수적 기술 보급 시나리오(느린 보급)에서 7%를 차지하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외/고속버스와 화물차 중/
대형 부문에서 진입률이 높게 예측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오는 차내 운전자 편의 및 생산성 증가는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에 대해 공통적으로 통행시
간 절감편익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후에 시행된 20개의 도로교통투자사업(고속도로사업 9개, 국도
사업 11개)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점유비율이 각각 10%, 50%, 100%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비용편
익비율(B/C)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보았다. 사례 분석 결과 도로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유
비율 증가에 따라 경제성(B/C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나리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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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성이 6%, 32%, 64% 감소하고 국도사업의 경우
8%, 38%, 75% 감소하였다.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감소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이전에 비해 신규 도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
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오는 용량 증가 및 안전 제고를 위한 기
존도로의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투입(정보 인프라, 교통안전
및 보안시스템 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 발
생의 주요 요인은 운전자로서 약 94%를 차지한다. 영국에서
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주요 원인이 운전자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중 8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 사망자수 통
계에 의하면 인적요인이 98.6%, 도로요인이 24.5%(복합요
인 통계이므로 총계는 100%와 상이)로 나타난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은 사고의 인적요인을 제거하여 약 80~90%의 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고
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고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술 성숙시에도 100% 보급될 가능성이 낮으며 기대하는 높은 사고
감소율은 완벽한 차량과 인프라 기술이 뒷받침된다는 가정에 기반하므로 감소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제도의 취지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근거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더라도 사고
시 1차적으로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100% 배상하도록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의 책
임(운전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의 결함 등)이 존재할 경우도 있으므로 2차적으로 제조사 책임의 비중을 가려 제조사의
책임 부분만큼 보유자가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고 조사와 합리적 책임(배
상)의 분배는 매우 정교한 제도적 틀을 요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필요 없으므로 범죄와 테러 등에 용이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입 또는 이용에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연구 및 개발을 저해하고 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보안 시스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범죄 이용을 방지하고 통신 이상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
차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보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4. 결론
자율주행 기반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등장은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차이를 없애고 개인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공유경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공공교통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동성은 고
령자, 청소년, 장애인 등 자율이동권 확대와 통행비용 감소로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MaaS 등 이용자
선택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성화와 활동 공간과 시간의 확대가 예상된다. 교통네트워크는 차량 이용의 효율성 증가로
주차공간이 감소하나 서비스 차량 증가로 도로 상의 대기공간, 승하차공간 등의 배치가 필요하고, 공차주행거리가 증
가할 개연성이 있으나 서비스 운영, 기술개발로 인한 용량개선 효과 등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 모형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하며, 소규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도입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교통수단·서비스의 설계는 이용자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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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신규 교통수단·서비스 추가에 따른 통행 발생, 수단 선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서
비스차량을 위한 추가 공간 마련, 기술개선효과를 감안한 네트워크 성능평가 등의 추가 과제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과 기존 자동차 기술의 근본적 차이는 운전자의 부재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요금 인하 효과(인건비 감
소), 장애인 이동성 개선, 교통 안전성 제고(인적 사고 요인 감소) 등의 긍정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운전자의 부재는
운전 직업시장에서 고용의 감소를 가져오며 사고 시 자동차 보유자와 제조사 간 책임을 배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차간 최소안전거리를 감소시켜 도로용량의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운전 행위가 불필요해지면서 차내 이동시간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로투자 평가 시 통행시간 절감편
익의 규모가 감소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이전에 비해 신규 도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도로 SOC 투자 방향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한다. 기존 도로의 정보화 업그레이드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성능 제고 측면에서 이러한 투자 방향 전환의 주요한 테
마가 될 수 있다.

5.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분석하였다. 각 파급효과에 대응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에 필요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연구의 활용

제안 과제

•안전성 제고, 도로용량 확대 및 차내
이동시간 생산성 증대에 따른 도로
교통 투자 방향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용량편람 개정(기초·정책)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교통 SOC 투자 방향 재설정(정책)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제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도로 SOC 정보화 방안(정책)

•차종별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자율
주행자동차 시장 진입 전망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운전자 고용시장 변화 전망(정책)

•이동편의성 제고에 따른 새로운
도시 및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 전망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토지 이용 입지 모형(기초)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시 및 국토 공간 계획(정책)
•자율주행시대의 지역 간 대중교통서비스 위상 고찰(정책)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정책)

•자율주행 기반 교통수단·서비스의
최적 운영방안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신규 교통서비스 설계(기초)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의 최적 운영 방안 연구(기초)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의 상생적 연계 방안(정책)

•자율주행시대의 이용자 통행 행태
분석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교통 수요 예측 방법론 연구(기초)
•공유형 자율주행서비스의 수요 발생 가능성과 수단선택 모형 분석(기초)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시범·실증사업의 성과 분석 체계 구축(기초)

•자율주행자동차의 파급효과를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

•시뮬레이션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의 효과 분석 체계 연구(기초)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 산정 방법론
재정립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고려한 도로교통 서비스수준 분석 방법론 정립(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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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포트 2

우리나라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글 김시한(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첨단기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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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협력주행 시대의 시작
4차 산업혁명, 융합이라는 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말들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간 기업들과 정부들은 자율차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전쟁을 벌이
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자율차를 향후 국가경제를 일으킬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순수하게 자동차 측면에서만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용 센서들을 활용하여
도로를 인지하고 판단하며 주행한다. 하지만 자율차의 센서들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200m의 직선거리 밖에 인지
하지 못하며 모든 사물을 100% 인식하지도 못한다.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센서에 나의 운
명을 맞기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또한 실제 도로는 사각지대가 있고 고장차, 도로보수공사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다양한 차종과 다수의 차량들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다. 차량 센서에 의존한 자율주행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하여 도로 인프라에서 사전에 도로 구조, 돌발 상황, 교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전달한다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 수 있다. 자율차 역시 자신이 감지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로인프라에 전달한다면 이들 정보를 활용한 도로 및 교통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율
차와 도로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고자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
리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로 “자율협력 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연구를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것이다.
특히, 2017년 11월 20일 국내 최초이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속도로 자율협력주행 기술 시연”을 상기 연구 과제의
테스트 베드인 한국도로공사 여주시험도로에서 국제행사로 실시하였으며,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고장차, 기
상변화 등 7가지의 시나리오를 국내·외 전문가들이 체험하였다. 이처럼 자율협력주행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자율차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과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림 1> 자율협력주행 개념도

car

2. 자율주행차의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
(1) 자율주행차의 한계
첫째는 자율차 센서의 인지범위의 한계이다.
현재 이상적인 조건에서 카메라 센서는 최대 80m, 라이다는 100m, 레이더는 200m 정도를 감지한다고 한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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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의 정지된 물체는 현재 라이다 또는 카메라로 감지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에서 100km/h 로 주행할 경우 자율차
가 인지, 판단 후 회피까지 약 3.6초 이내에 스스로 실행하거나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130km/h
로 주행할 경우에는 약 2.8초 이내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교통상황 속에서 기계 스스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한
계를 인정하고 수면 중인지도 모르는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전환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것이다.
둘째는 수시로 변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현재의 자율차는 자체에 3D 정밀도로지도를 탑재하고 지도정보와 측위정보를 결합하여 주행하고 있는데, 도로 신설,
선형변경과 각종 교통사고, 도로 보수공사 등 많은 변수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잠재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는 센서 기술의 신뢰도 문제이다.
최근 기계나 전자장치의 완성도와 신뢰도는 기존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테슬라 자율차의 사망사
고와 같이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카메라의 경우 렌즈의 화각 내에 물체가 들어와야 인식이 가능하나
주행 중 대형 차량이나 도로 구조물에 막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한 차선 인식이 중요한데 도색 상태에 따라 차선
을 구분할 수 없는 곳이 많으며, 폭설/폭우/야간 등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차선 인식은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레이더, 라이더의 경우도 전파와 광파의 산란, 반사, 물리적 장벽에 의한 차단 등에 따른 도로환경 인식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율차 센서 등의 일시적인 오류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를 보완해줄 기술적
인 이중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비용 문제다.
2014년 구글이 공개한 자율주행차는 가격이 약 10만 달러에 이른다. 도로는 분·합류 지점에서의 진·출입, 톨게이트
진입 등의 고정밀 측위를 포함하여 고도의 연산능력이 필요한 구간이 많은데, 자율차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성
능의 GPS 수신장치 및 센서들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므로 차량 제조단가 상승 문제는 상용화에 큰 어
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의 한계다.
차로 변경 및 합류 시 차량 간 협상, 교차로에서 차량과 신호등 현시 정보 공유를 통한 가변적 신호체계 운영, 교통정체
의 실시간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교통류 제어기술 등과 같은 교통시스템 전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자율차 단독이 아닌 자율차와 도로인프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림 2> 센서 인지 범위 한계 및 자율협력주행

<그림 3> 구글카 센서 종류 및 가격

(2) 자율협력주행 기술
자율협력주행이란 도로인프라와 자율차의 융합을 통해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자율차 센서의 한계와 예측하기 어려운 도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자율차 단독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자율차의 측위, 센서 인식률을 도로 측면에서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도로 인프라는 자
율차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운영과 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32

KAIA Insight

<그림 4> Toward Connected-Automated Vehicle

Stand alone

Cooperative

Monitoring & Control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 R&D과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 예정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개발 중인 자율협력주행 핵심 기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적정보시스템(Local Dynamic Map)
정밀도로지도(오차 25cm) 위에 차로별로 변화하는 도로의 동적정보(타 차량, 날씨, 공사정보, 돌발 상황 등)를 실시간
으로 수집·저장하고 자율차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정보시스템이다. LDM은 4개의 Layer로 정의하며, 각 Layer별로
정보의 성격과 제공 주기를 달리하여 정밀도로지도와 함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Layer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Layer 1 : 일상적으로 제공받는 일반적인 지도로 지형과 같은 영구적인 정적 데이터
•Layer 2 : 교통신호와 같이 운전 중 획득한 일시적인 정적 데이터
•Layer 3 : 교통 정체와 같은 교통정보와 기상 상황 등의 일시적 동적 데이터
•Layer 4 : 차량이나 보행자와 같이 가장 동적인 물체의 정보(속성, 위치 등)

2) Hybrid V2X 통신 시스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인프라 간 연결성(Connected)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ybrid V2X 통신 시스템
은 자율차에 LDM, 측위보정정보 등 차량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멀티모달 솔루션이다.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WAVE 통신 방식과 LTE 이동통신을 융합한 Hybrid V2X 통신을 연구하고 있다. 민간 이
동통신사와 협업하고 있으며 멀티모달 통신 방식 지원으로 통신용량 증대 및 커버리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3) GP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기존 차량 GPS의 오차는 10m 이상이므로 자기차량의 위치를 차로 단위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위치오차를 0.9m
이내로 줄이기 위하여 테스트 베드 인근에 4개의 지역수신국(교통센터, 오산영업소, 북여주영업소, 여주시험도로) 및

<그림 5> Local Dynamic Map(L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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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이브리드 V2X 통신 시스템

<그림 7> GP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지역제어국(교통센터)을 설치하여 GPS 반송파 기반의 측위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노변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자율
차에 제공하게 된다.

4) 고정밀 복합 측위
터널 등 GPS 수신 불가 지역과 높은 방음벽, 도심지 고층빌딩 등에 의한 GPS 전파 난반사에 의해 GPS 보정정보 생성
자체가 불가한 지역에 측위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도로상에 있는 표지판, 노면 표시 등 랜드마크라고 칭하는 특정
시설물을 자율차가 카메라 또는 라이더 센서로 인식하여 자체 탑재된 도로정밀지도상의 랜드마크와 매칭하여 상대 위
치를 파악하여 자차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3.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기술 시연
(1) 테스트 베드 구축
테스트 베드는 실제 도로 환경하에서 자율협력주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 검증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책 연구과업의 일환으로 공용도로인 경부선 서울TG~신갈JCT~영동선 호법
JCT 41km 구간과 비공용도로인 중부내륙선 여주시험도로 7.7km 구간을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로 구축 중이다.
경부선 구간은 과거 스마트하이웨이 연구사업에서 C-ITS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던 구간으로 금번 자율협력주행을 위
하여 기지국 및 검지기 등을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영동선 구간은 마성 및 양지 터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갈JCT~마
성IC 구간은 높이 10~17m의 방음벽이 갓길은 물론 중분대쪽에도 설치되어 있다. 터널 및 높은 방음벽 구간은 GPS
수신이 불가하거나 교란이 발생하며, 레이더의 난반사가 발생하므로 자율차에 장착된 센서의 한계가 더욱 드러나게

<그림 8> 공용도로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 시설물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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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비공용도로 자율협력주행 테스트 베드 시설물 설치도

되어 도로 인프라와의 자율협력 주행 테스트에 유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공용도로 구간에 설치될 시설물은 통신 기
지국 15기, 레이더 검지기 2기 등이다.

여주시험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T ~ 감곡IC 사이에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2002.12월에 설치되었으며, 고
속도로 관련 각종 기술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통신 기지국 8기, 레이더 검지기
1기, 기상관측센서 1기, CCTV 9기 등이다.

테스트 베드에 구축된 시설물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자율차와 도로의 통신을 위한 하이브리드 V2X 기지국이 설
치되어 실시간으로 도로 인프라 정보를 차량에 제공하게 되며, 자율차 정보는 기지국을 통하여 통합운영센터로 보내
어 진다. 그리고 도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돌발 및 합류부 검지기, 기상관측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된 도로교통정보는 LDM(Local Dynamic Map, 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차량
에 제공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차 위치 확인이 중요한데 자율차량의 정확한 측위를 위
하여 테스트 베드 인근에 4개의 GPS 지역수신국 및 지역제어국을 설치하여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테스트베드 운영과 자율차 및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내에 자율협력 주행 통합운영센
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운영센터는 상기 역할 이외에도 LDM, 측위 보정정보 생성 및 제공, 자율협
력주행 관련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테스트 베드는 연구 기간 중 및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차량 제작사 등이 자유롭게 테
스트 베드를 이용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림 10> 측위보정정보 제공시스템

<그림 11> 자율협력주행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브리핑 룸

(2) 자율협력주행 기술 시연
기술 시연은 2017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실시되었으며, 양재동
The-K호텔에서는 국제세미나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여주시험도로에서는 기술 시연을 하였다.
미국 US DOT, 유럽 ERTICO, 이탈리아,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과 21개 언론사 기자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에서는 자율협력주행 관련 전문가 발표회가 있었고 기술 시연은 기자단 포함 약 80여 명이 직접 자율차를 시승
하며 자율협력주행 시나리오를 체험하였다.
이번 기술 시연은 2015~2020년까지 5년의 연구 기간 중 약 2년 4개월 동안 개발한 기술을 선보이는 중간 기술 시연
으로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걱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술적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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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기술 시연(2017년 11월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美교
통부, EU 유관 기관 등 300여
명 참석
•자율협력차 탑승, 인프라-자율
차 협력 서비스 시나리오 및 기
술 체험

언론보도: 연합뉴스 등 21개社 보도
•<연합뉴스, 2017년 11월 21일>
“자율차 상용화 앞당길 것”
•<중앙일보, 2017년 12월 21일>
“자율차 한계 첨단도로가 넓혀
준다”

기술 시연에 참여한 자율차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자율차였으며 차량
별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엔지니어 두 명이 탑승하고 일반인 2∼3명을 탑승시켰다. 이번 시연에는 고장차, 공사장, 기
상정보 등 7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나 여주시험도로의 연장이 7.7km인 관계로 차량별로 최대 4개의 시나리오를
시연하였다.
각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을 때 도로인프라에서 자율차 전방에 위치한 고장차 등의 도로상황을 감지하고 그 정보
를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을 통하여 무선통신으로 자율차에게 전달하면 자율차는 센서 범위 이전인 약 300∼400m 전
방에서부터 사람의 개입 없이 사전에 부드럽게 감속하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위험지대를 빠져 나갔다. 주행
속도는 기본적으로 80km/h이며 도로정보를 수신한 후 감속을 시작하였다.
기술 시연에 참여한 자율차 종류와 장착 센서 그리고 시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자율차 종류 및 장착 센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장치명
77GHz RADAR
ESC
UI
Camera
MDPS
V2X Module
MicroAutoBox
ECU

현대자동차
장치명
Front Radar
Rear-side Radar
ESC
HMI
Camera
MPDS
V2X ECU
Industrial PC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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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장치명
RADAR
HMI
Camera
LIDAR
EPS
ABSnESP
V2X Module
MicroAutoBox
AD-CU(ECU)
Ebedded PC

□ 시연 시나리오
전방에 장애물 출현

노변
센서

진입로 사각지대에서 차량 끼어들기
노변
센서

작업
구간

눈으로 미끄러워진 길 주행

기지국

전방에 돌발상황(작업구간) 출현

센터

장애물
센터

기상정보에 따른 감속

차량 접근 확인

센터

전방 1km
공사중 감속합니다
기지국

주행하던 차로가 폐쇄되어 감속(LCs)

前前방 차량 급정거(EEBL)

BrAKE

센서를 통해 강우량 감지

기지국

전방에 차량이 끼어들어 감속

Cut-Out

Cut-In

4. 자율협력주행 향후 추진 계획 및 과제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연구 기간 : 2015. 7∼2020. 7)은 국가 R&D의 성공적인 마무리다.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비공용도로 테스트베드인 여주시험도로에서의 국제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는 하였으나, 공용도로 테스트 베드인 경부선 서울TG∼신갈JC∼영동선 호법JC(41km) 구간에서의 기술 시연 실시
가 필요하다. 시험도로가 아닌 실제 차량들이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
론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반복된 테스트를 실시하며
오차를 줄여나가는 고도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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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43,413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상자 2,024명, 재산 피해액
3,74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화재사고 중 주거 지역의 사망자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50%이며, 다른 장
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재사고 발생 시 화급을 다투는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안전 확보는 신속한 현장
도착 여부와 화재 진압 활동 시기에 달려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등 인한 긴급차
량 현장 출동 지연과 긴급차량 출동 방해(일반차량의 양보의무 불이행 등), 양보의무 불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미흡, 시민의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화재사고 중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
출동로 미확보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진 사고로서, 출동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 지연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
졌고 화재 진압 및 긴급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대표적 사고 사례로 기록되었다1).
<그림 1> 소방출동로 미확보로 인한 대표적인 화재

(a) 의정부 화재

(b) 제천 화재

골든타임(Golden time)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5분 이론
과 8분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화재 상황 골든타임을 5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의 확산속도와 피해규모가 급격히 증가,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옥내 진입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이 지나면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
며, 10분 경과 시 생존율이 5% 미만이다.

<그림 2> 골든타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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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전국 소방서 실태 조사 결과, 소방서 198개소 중 69%에 달하는 137개소 소방서가
평균 출동시간 5분을 초과하였으며,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1,600개소(진입 불가 267개소, 진입 곤란 1,333
개소)의 통행 곤란 지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현장출동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
는 상황이다.
<그림 3> 아파트 소방차 진입의 제약
기타(2%)

장애물(2%)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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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

진입로 협소
(66%)

전국 소방서 10곳 중 7곳 출동시간 5분 이상

2011년부터 시행된 소방공무원 주차단속권 부여에 의한 단속 실적은 하루 평균 10대에 불과하며, 경기도 소방서 자
체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민원 발생 우려에 따른 소극적 단속(60%), 홍보 부족(30%), 유
관 기관 비협조(5%)의 순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국, 독일, 러시아 등 해외에서는 긴급차량 통행 방해 시 벌금 및 최대 면허정지까지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차
량 우선 통행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 국민 모두 사고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긴급차량 출동 시 소방출동로 확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여 관할 소방서별 길 터주기 캠페인, 기
획특집 프로그램 방영(’14년 심장이 뛴다, SBS) 등 국민의 자발적인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
으나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간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 기준 강화 등 다양
한 안전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화재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10년간(’16년~’25년)
화재사고 20% 감소를 목표로 하는 화재 저감 종합대책(정부 합동)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긴급차량 통행 방해에 대한 단속권이 있어, 단속활동을 할 수 있으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단속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현장 민원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출동 과정에서 출동로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효율
적 방안이라 보기 어렵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의 출동 단계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현장 접근 지연시간
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차차량 이동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
1. 과제 개요
본 과제는 화재, 대형사고 등 응급구난 출동 시 골든타임 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출동로 상에 진입을 방해
하는 주차차량을 손상 없이 신속하게 견인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용 견인 장비 및 주차
차량 견인 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제는 다양한 ITS 업무를 통한 운영 경험 및 기술을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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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크레인 및 부품 제작 공장을 보유를 통해 리프트 기술력이 인증
된 ㈜오스코에서 공동 연구기관으로 하여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서는 주차차량 견인 상황 알림시스템 개발 및 휴대용 견인 장비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오스코에서는 휴대용 견인 장비 개발을 수행한다.
<그림 4> 연구의 필요성

<그림 5> 연구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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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 내용
“휴대용 견인 장비 개발”
휴대용 견인 장비는 긴급자동차의 응급구난 출동 시 소방출동로 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
차차량을 손상 없이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한 휴대용 차량이동 장비이며, 다음과 같이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수행
중이다.
- 주차차량 무손상 견인을 위한 견인 장비 프레임 개발
- 주차차량 리프팅을 위한 소형 전동실린더 개발
- 견인 장비 이동 제어기술 개발
- 휴대용 견인 장비 원격제어 장비 개발

<그림 6> 휴대용 견인 장비 개발

본 연구는 1차 연도 견인 장비 프레임 설계 및 시작품 제작을 수행하였고, 제작에 앞서 재질 선정을 위한 금속 소재 조
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휴대용 견인 장비의 프레임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량의 소재이면서도, 차량의
<그림 7> 견인 장비 프레임의 구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고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열처리형 알루미늄 합금 중 6000 계열 Al-Mg-Si계는 강
도 및 내식성이 모두 우수한 대표적인 구조재이며, 그 중 A6063은 내식성이 높고 압출성이 뛰어나 샷시재, 차량 소
재, 산업용 소재로 쓰이고 있어, 견인 장비 프레임의 소재로 가장 적합(알루미늄 합금 6063 T5 Al-Mg-Si계)한 결과
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가변형 견인 장비 프레임을 전륜용과 후륜용이 분리되는 구조로 구동축의 위치와 상관없이 견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국내 생산차량의 최대 외측폭을 고려하여, 모든 차량을 이동 견인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1,892mm로 설계하였다.
또한, 차체 파손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손상 리프팅 구조를 설계 및 반영하여 리프팅 기술을 적용하였다.
견인 장비 프레임은 인력에 의한 이동과 장비 운용성을 고려하여, 66.8kg의 무게로 개발하였으며, 견인 장비 프레임
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동부 메인 프레임 : 구동부 바퀴 및 각종 모터들이 장착되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 전동 엑츄에이터 구조물 : 바퀴를 상승시켜주는 리프트 역할을 하는 구조물
- 전륜 캐스터지지 구조물 : 반대쪽 하중을 지지하고 타이어 가이드 롤러 및 전륜 캐스터가 장착되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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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견인 장비 프레임 1차 연도 시작품

견인 장비의 이동을 위해 조향모터, 구동모터, 전동실린더 모터를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서브모터를 통
해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9> 이동제어장비 구성도
전륜 캐스터

구동휠
구동모터

전동엑츄에이터 모터

스티어링 기어

무선 조종대

스티어링 모터

본 연구는 차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술이 아닌, 타이어를 앞뒤로 끌어당겨 상승시키는
방식인 소형 전동실린더 기술을 설계하였고, 파손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전동실린더 모터는 토크 775 kg.cm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차량 리프트에 필요
한 토크 194 kg.cm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0> 전동 리프팅 실린더

Screw Middle Guide

리프팅 실린더

Inner Screw

Screw End Block

Screw End Guide

“주차차량 견인 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개발”
주차차량 견인 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은 긴급 상황으로 차량의 이동 시 주차된 차량의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상황 및
이동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즉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보 연계를 위해 운용자(소방
관)-이용자(차량소유자)-센터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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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차차량 견인 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본 연구는 1차 연도에 이용자 알림시스템 개발의 기초단계로 이용 주체에 따른 S/W의 개발 방향 설정 및 요구 기능 도
출을 수행하였다. 본 S/W는 신속한 현장 출동 상황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현장 출동을 하는
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량의 대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대국민 서
비스임을 고려하여 UI 및 UX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시스템의 목표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이용자 알림시스템 목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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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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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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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이용자 알림시스템은 운영자, 차량 소유주, 119센터의 입장에서 개발이 필요하며, 운영자는 견인 및 단속 업무, 차량
소유주는 견인 상황 정보 수령, 119센터는 운영자와 차량 소유주 간의 연계를 주로 한다. 운영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의 요구 사항은 로그인, 불법주정차 견인,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 및 단속 내역 관리, 환경 설정을 제시하였고, 차량 소
유주의 경우, 서비스 가입, 로그인, 불법주정차 견인 알림,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환경 설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119
센터의 경우 로그인 연계, 견인·단속정보 연계, 차적조회, PUSH 메시지 발송, SMS 메시지 발송을 요구 사항 목록에
포함하였다.

“휴대용 견인 장비 실용화 기반 마련 및 효과 평가”
본 연구는 개발한 휴대용 견인 장비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1차 연도에는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
록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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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기반 마련
•휴대용 견인 장비 성능검사 기준
•휴대용 견인 장비 운용자 / 이용자 매뉴얼
•견인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매뉴얼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성능평가 및 효과평가
•단계별 현장검증(모의/실환경/실수요자)

본 법제도 검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법에서, 주·정차 단속과 견인으로 한정 조사 및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국가공무원법의 단속공무원 부분

•휴대용 견인 장비 알림시스템 성능평가
•휴대용 견인 장비 효과평가
•경제성 분석 및 재무분석

법제도 검토 결과, 구조장비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일부 법령이 개선되어, 권한에 대한 명확한 명시
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지자체의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견인 및 보관, 반환 업무를 대신할 대행 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구난 구조장비로 인한 파손 및 손
실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향후 발전 방향 및 결언
총 3차 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본 과제는 2017년 12월, 1차 연도 연구가 종료되어 현재, 2차 연도 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으며, 해당 연도 연구개발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다. 2차 연도 연구개발 목표는 1차 연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요소기술의 구현과 시작품 제작, 개발 장치 상세설계, 3차 연도는 개발 기술의 통합과 시제품 제작, 성능과 기
능 검증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용화 목표 중심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실도로 기반 현장검증 수행을 통해 휴대용 견인 장비, 견인 상황 이용자 알림시스템 등 개발기
술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개발기술의 목표 성능 구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황별 시나리오를 수
립, 효과평가 및 경제·재무성 분석 결과에 근거한 기술 보완 사항의 검토 및 기술 안전성 제고를 실시하여 연구 과제 종
료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수요처와 유기적 협력”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화재사고 예방, 긴급자동차 출동 관련, 불법주정차 등 본 연구 과제와
관련이 높은 정책 추진 주체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부처 및 운영 기관과 업무 협의를 위한 협의체 또는 의견 수렴을 위한 체계를 수립, 휴대용 견인 장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검토를 통한 개선안 도출 및 정책 제안을 실시할 것이다.

“표준화 및 현장 검증”
운용자-이용자-센터 간 정보 교환 표준규격(안)은 관련 업계 담당자로 구성된 표준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단체
표준제정기관의 제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것이며, 모의/실환경/현장출동연계의 3단계 현장 검증을 통한 개발기
술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실용화를 목표로 현재 절반 단계의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본 연구는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화재 사고 발생 시
불법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견인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
할 것이다.

2018 SPRING

47

연 구

과 제

브 리 핑

연구 과제 2

첨단도로교통시스템을 위한

위성항법 기반 차로 구분 정밀위치결정
실용화 기술 개발

글 허문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BAS 사업본부 위성항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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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민간에 개방된 이래로, 위치정보는 자동차, 기차, 선
박, 항공기 등의 교통체계는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부터 사회, 경제 곳곳에 자리 잡고 있
다. 특히, 육상교통 분야에서는 일찍이 위성항법을 이용한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 6월 유럽
연합(EU)은 EU 국가 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차량의 위치정보를 관리센터에 전
송하여 즉각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eCall 장비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함으로써, 위치정보 기반 교통 사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전 교통의 흐름 제어/관리를 통해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교
통시스템(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 산
업은 차량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충돌 회피 등 운전 편의성과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운
전자 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교통기술은 차로 구분 수준의 위치결정(오차 1m 이내)을 요구하나, 현재 상용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위성항법 장비는 통상 15m 내외의 위치결정 오차를 포함하여, 큰 괴리가 존재한다. cm 레벨로 위치를 구분
할 수 있는 상용 위성항법 장비도 존재하지만, 수백만~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가격과 동적환경에서의 신뢰성 제한으로
인해 육상교통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교통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용
자가 큰 부담 없이 높은 정확도/신뢰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과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 추진을 통해 수만 원대의 저렴한
GPS 장비를 통해 차로 구분 수준의 위치정보와 동시에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
라 시스템(이하 정밀위치결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정밀위치결정 시스템은 위성항법 신호의 코드 대비 높은 주기의
반송파 위상을 이용한 기술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인프라 시스템은 위성항법 신호를 측정/감시하는

<그림 1> 위성항법 기반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라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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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신국과 지역수신국의 측정을 바탕으로 위성항법 신호에 포함된 오차(보정정보)와 이에 대한 무결성정보를 산
출하고, 사용자 시스템에 보정정보와 무결성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제어국, 그리고 지역제어국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방송/통신 설비로 구성된다. 본 과제에서 지역제어국의 정보는 DMB TPEG1)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용자 시스템은 자신이 직접 측정한 위성항법 신호와 지역제어국의 정보를 결합
하여 차로 구분 수준의 위치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무결성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정밀위치결정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정밀위치결정의 가용성 및 안정성 확대가 요구되며, 이에 2016년부터
“차로 구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연구” 과제를 통해 정밀위치결정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한 시스
템 확장 기술 및 정밀위치결정 연속성 확보 기술, 다중 위성항법 활용 기술 등의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단
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운영 기술도 개발 중이다. 본 고에서는 실용화 연구 과제의 개요와 목표, 주요 연구개발 내용
을 소개한다.

본론
1) DMB TPEG은 Digital Media
Broadcasting Transport Protocol
Expert Group의 약어로, 교통, 여행, 날
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이다.

1. 과제 개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차로 구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기술 실용화 연구” 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
구원, ㈜문화방송, 지아이시스템㈜, 현대모비스, ㈜파인디지털 등 8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며, 정밀위치결정 교통

2) GLONASS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어로, 러시아의 위
성항법시스템이다.

인프라 시스템의 가용성 및 안정성 확대 기술 개발과 시험방송 운영을 통한 통합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한다. 세부 연

3) 클러스터란, 차로 구분 수준의 정밀위
치결정 서비스 영역을 의미하며, 위성항
법을 감시하는 4기의 지역수신국(수신국
간 70km 내외)과 정밀위치결정을 위한
보정정보 및 무결성정보를 생성하는 지
역제어국으로 구성된다.

- (가용성 확대) GPS 기반 기술에서, GPS/GLONASS2) 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 개발

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과제의 전체 개념도는 그림 2에서 보인다.
- (가용성 확대) 단일 클러스터에서, 다중 클러스터3) 기반 시스템 구성 기술 개발
- (안정성 확대) 단일 시스템 감시에서, 다중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 감시/제어 기술 개발
- (시스템 구축/검증)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험방송 실시

<그림 2> 위성항법 기반 정밀위치결정 교통인프라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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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성항법시스템 주요 오차 요인

<그림 4> 사용자 시스템의 정밀위치결정 가용성
정밀위치결정 가용 정의
실제오차
보호 수준
한계치

정밀위치결정 불가용 정의

보호 수준이 실제오차 예측에 실패하고
실제오차가 한계치를 넘은 상황

보호 수준이 실제오차를 예측(Overbound)
하고 그 수준이 한계치를 넘지 않은 상황

2. 주요 연구 내용
GPS/GLONASS 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 개발
위성항법시스템은 최소 4개 이상의 항법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항법정보(항법메시지, 의사거리 측정치)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자신의 위치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형, 건물, 구조물 등에 따라 항법 신호는
차단 혹은 단절될 수 있으며, 최소 4개 이상의 항법위성으로부터 항법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사용자는 위치결정이 불
가하다. 선행 연구 과제에서는 GPS 기반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 과제에서는 GPS와 GLONASS 결
합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한다. 보다 자세하게는, 지역제어국을 위한 GPS 및 GLONASS의 반송파 위상 기반 보정정
보/무결성정보를 생성 및 전송 기술과 사용자 시스템을 위한 GPS 및 GLONASS 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한
다. 보정정보는 사용자 시스템에서 측정한 항법정보에 포함된 오차(그림 3)를 제거할 수 있는 정보이며, 무결성정보는
보정정보의 품질을 나타내는 정보다. 이로써, 사용자 측면에서 위치결정을 위한 가용 위성 개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
써 정밀위치결정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밀위치결정 무결성 기술은 인프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용자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인프라 시스템의 무결성정보는
GPS 및 GLONASS 위성신호의 고장 여부와 보정정보의 품질을 의미하는 반면, 사용자 시스템은 인프라 시스템의 보
정정보와 무결성정보를 활용한 정밀위치결정 결과에 대한 무결성 지표(위치 보호 수준, Protection Level)을 계산한
다. 이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는 정밀위치결정 가용 여부(그림 4)를 자체적으로 결정, 감시할 수 있다.

다중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 구성 기술
정밀위치결정 가용 범위는 클러스터 단위로 결정된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지역수신국 간 거리는 70km 내외를 유지
해야 함에 따라, 정밀위치결정 가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추가로 구성해야 한다. 다중 클러스터 환경에서
사용자 시스템은 클러스터 간 이동 혹은 DMB 권역 간 이동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동 시점에서도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 클러스터 핸드오버 과정
핸드오버 전

핸드오버 과정

클러스터 A
주 기준국

클러스터 B
주 기준국

클러스터 A
주 기준국

클러스터 B
주 기준국

클러스터 A
주 기준국

클러스터 B
주 기준국

핸드오버 클러스터

보정정보 A

클러스터 A

핸드오버 후

클러스터 B

클러스터 A

클러스터 B

보정정보 B

클러스터 A

클러스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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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클러스터가 생성하는 보정정보는 인근 클러스터의 보정정보와 상이하다. 클러스터 간 이동 시, 보정정보의 불연
속성은 사용자의 위치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 과제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클러스터 천이 구간에서 사용
자의 위치에 따라 유동적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보정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보정정보의 불연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 핸드오버 기술을 개발한다.

기존 단일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DMB 권역 내 클러스터가 포함되었으나, 클러스터 확장에 따라 동일
한 클러스터 내 위치하더라도 서로 다른 DMB 권역을 통해 보정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클러
스터와 DMB 권역의 범위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사용자 시스템은 DMB 권역 이동 시, 수신 주파수 대
역을 빠르게 변경하지 못하면 보정정보 수신 단절로 정밀위치결정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DMB 핸드오버 기술은 주기적인 DMB 권역 탐색을 통해 천이 구간에서 권역을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이뿐만 아
니라, 다중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하나의 DMB 권역이 동시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 보정정보를 송출해야 한다. 하지만,
DMB TPEG 채널은 기본적으로 교통, 여행, 날씨 등의 정보를 항시 제공하기에, 추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역폭의 여
유가 많지 않다. 제한된 대역폭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전송 기술을 개발한다. 기존 바이트 단위의 데이
터 패킹에서 비트 단위의 데이터 패킹으로 메시지 구조를 변경하여, 단일 DMB 권역에서 4개 이상의 클러스터 정보를
동시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중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 감시/제어 기술
기존 단일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에서는 지역제어국이 감시/제어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다중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
으로 확장하면서, 총괄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감시 체계에 대한 요구가 동반된다. 이에 통합운영국을 신설하
고, 통합운영국 기반 통합 시스템 감시/제어 기술을 개발한다. 통합운영국의 주요 기능은 클러스터 구성, 인프라 시스

<그림 6> 통합운영국 주요 감시/제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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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상태 및 데이터 전송 지연 감시, 보정정보 성능 감시이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그림 6과 같이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반으로 통합운영국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프라 시스템은 사용자 시스템의 정밀위치결정을 위해 매초 끊임없이 보정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통합운영국은 보정정보 생성과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감시,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관리자를 통해 신
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별 주요 감시 대상은 지역수신국의 위성항법 및 기상측정 데이터 획득과 전송 모
듈, 지역제어국의 보정정보 생성 및 성능 평가 모듈과 DMB 방송국의 보정정보 송출 모듈이며, 추가적으로 모든 시스
템의 하드웨어 상태(메모리 점유율, 하드디스크 사용량, 보조전원 장치 용량 등)가 감시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시스
템 이상/고장 내역과 관련 데이터는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향후 이를 재현·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 방지
및 대응 기술의 추가 확보가 용이하도록 한다. 통합운영국은 시스템 감시 기능 외에도 시스템 구성과 관련하여 클러스
터 신설/변경/제거, 이중화 시스템 제어, 데이터 송수신 주기 등의 제어 기능도 갖는다.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험방송 실시
2018년 상반기까지 그림 4와 같이 총 4개(기존1+신규3)의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다중 클러스터 기반 통합 시스템
을 구축한다. 이로써 정밀위치결정 가용 범위는 기존 세종, 청주 중심의 충청권에서 충청 서부권 및 경기 이남 지역까
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24시간 시험방송 운영을 통해 정밀위치결정 인프라 시스템 및 사용자 시스
템의 성능을 평가·분석한다. 시험방송은 시스템 장기 운영을 통해 위성항법 데이터 측정(지역수신국)부터 정밀위치결
정을 위한 보정정보/무결성정보 생성(지역제어국)을 거쳐 DMB TPEG 채널을 통해 사용자 시스템으로 보정정보/무
결성정보를 제공(DMB 방송국)하기까지, 즉 인프라 시스템의 전 과정을 검증하고, 장기간 데이터 바탕의 사용자 시스
템(정밀위치결정) 성능 평가를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시험방송 평가, 분석

<그림 7> 다중 클러스터 기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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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위성항법 기반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단위 정밀위치결정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성항법 상시관측소를 이용한 시스템 설계 방안
을 연구한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클러스터 성능 분석 시뮬레이터를 클러스터 설계를 위한 기초 도구로 활용하여,
상시관측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및 클러스터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서 전국 단위 클러스터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밀 내비게이션과 차로 단위 안내 서비스
사용자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 타입의 정밀위치결정 단말기를 개발한다. 정밀 내비게이션은 정밀위치결정 수행을 위
해 위성항법 신호의 반송파 위상 측정과 DMB 및 기타 통신망(LTE 계열 등)을 통해 인프라 시스템의 보정정보를 수신
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차로 정보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를 통해 차로 구분이 가능토록 한다. 사용자 시스템을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에서 개발함으로써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호환성과 이식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정밀 내비게이션은 현재 이용 중인 차로 정보와 지도 및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 8과 같이 운전
자에게 버스전용차로 이용 안내, 하이패스 차로 안내, 분기점 및 고속도로 진출입 안내, 차선 이탈 경고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밀 내비게이션 상 안내 서비스 외에도, 다수 차량의 정밀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차로별 돌발 상황을 감지하
고, 안전차로를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그림 9)를 구현, 시험함으로써 정밀위치결정의 교통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서비스는 교통 흐름의 차로 단위 분석과 차로별 대응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초 서비스로서, 향후
차로 단위 C-ITS 서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림 8> 차로 단위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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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밀위치 기반 차로별 돌발 상황 감지 및 안전유도 서비스

향후 발전 방향 및 결언
정밀위치결정 기술은 운전자에게 차로 단위의 경로 안내가 가능한 정밀 내비게이션과 차로 단위 C-ITS 서비스를 중
심으로 자동차, 철도 등 교통 부문에 서서히 적용,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C-ITS 서비스 적용 이후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신호체계 등 교통체계의 변화를 점차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정확한 착
륙지점과 장애물 정보가 필요한 상업용 드론과 스마트폰, 골목길·시각장애인 보행 안내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정밀위치결정 기술은 이미 2017년 4월부터 국내 KPGA 및 KLPGA 대회 선수 공식 기록측정시스템(그
림 10)에 적용되어 스포츠/레저 분야에서 정밀위치정보 사회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골프대회 경기기록을 시작으로
축구, 야구, 동계스포츠, 경주(레이싱, 경륜) 등 기타 스포츠 경기로의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기록 분석
이 보다 체계화되고, 관전의 재미도 증대될 것이며, 스포츠 중계, 분석 시장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정밀
위치결정 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적용, 활용되어 위치정보 시장의 성장과 신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0> KPGA 및 KLPGA 대회 선수 기록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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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브 리 핑

Global Lounge

스마트홈 넘어 스마트시티로

CEs 2018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그해 IT산
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장이자, 혁신제품의 데뷔 무대다. 컴퓨터 마우스, 비디오카세트 리코더,
CD, 3D 프린터, 가상현실 등이 CES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1월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CES 2018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150여 나라 세계 4천
여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은 19만 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200여 업체가 참가해 ‘I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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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를 엿보다
올해 CES의 주제는 ‘스마트시티’였다. 지난해 화두인 ‘스마트홈’이 도시로 영역을 확장한 셈이다. 스마트시티를 구
심점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5G(5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들이 연동하는 미래상이 제시됐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교통, 의료, 재난관리 등 도시 기능을 혁신시킨다.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교통사고가 90% 가
까이 줄어들고, 자율주행택시까지 보급되면 주차난과 도로 정체 등 고질병도 해소될 전망이다. AMR(자동원격검침)이
집집마다 설치돼 전기와 물 낭비를 잡고, 자동홍수경보 시스템이 장마철 물난리에 대처한다. 안면 인식 CCTV와 순찰
드론 등을 통해 테러와 범죄도 예방한다. CES를 주최한 CTA(전미소비자기술협회)는 2025년까지 지구상에 88개의
스마트도시가 탄생하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 치열해진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
인공지능은 스마트시티의 핵심이자 IT기업들의 최대 격전지다. 세계 가전·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삼성전
자와 LG전자도 인공지능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삼성은 자체 인공지능 ‘스마트싱스’로 다른 회사
의 가전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스마트홈, 업무용 대화면기기 ‘삼성플립’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스마트사무실을 보여
줬다. 또 모든 제품을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를 통해 말로 간편하게 제어하는 모습도 시연했다.
특히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관람객들이 몰렸다. 가족 각자의 입맛과 식재료의 유통기
© 삼성전자 제공

한을 고려해 식단과 조리법을 추천하고,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해 맞춤정보를 알려준다.
LG는 인공지능 ‘딥씽큐’가 탑재된 각종 스마트 가전을 체험할 수 있는 거실, 주방, 세탁실 등을 실제 가정처럼 꾸며 좋
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CES에서 가장 의외의 사건은 구글의 데뷔였다. 구글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홍보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 부으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해 맞춤 식단과
조리법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냉장고
‘패밀리허브’.

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동안 구글은 자체 행사인 ‘구글 I/O’를 통해서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해왔다.
갑자기 구글의 콧대가 낮아진 배경에는 라이벌 아마존이 있다. 작년 CES의 주인공은 아마존이었다. 아마존은 부스도
차리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알렉사’는 다른 기업들의 각종 제품에 두뇌 구실을 하며 전시장을 휩쓸다시피 했다.
지난해 침실이나 거실에 놓는 인공지능 스피커 붐을 일으킨 알렉사는 욕실로 영역을 넓혔다. 음성으로 시간과 온도

© LG전자 제공

© 삼성전자 제공

를 예약하는 스마트 샤워기, 뉴스를 보거나 교통정보를 검색하면서 면도 등을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거울이 공개됐다.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대화면기기 ‘삼성플립’은
스마트 사무실의 미래를 보여준다.

인공지능 올레드 TV ‘씽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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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는 65인치 UHD 디스플레이.

146인치형 모듈러 TV ‘더 월’.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신개념 TV다.

93년 만에 깨진 TV의 고정 관념
TV는 만들 때 이미 화면 크기가 결정된다. 1925년 영국 존 베어드가 TV를 발명한 이래 변치 않은 사실이지만, 올해
CES에선 93년 만에 TV의 고정 관념이 깨졌다. 삼성이 개발한 ‘모듈러 TV’는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신개념 TV다.
침실은 30인치, 거실은 60인치 식으로 장소에 맞춰 변형할 수 있다. 크기가 10~100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LED 칩을 얼마든지 이어붙일 수 있는 신기술 덕분이다. 삼성 부스는 무려 146인치에 달하는 모듈러 TV를 보려는 인
파가 끊이지 않았다. 삼성은 또 인공지능 기술로 저화질 영상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8K QLED TV, 음성으
로 채널 변경과 정보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 TV도 선보였다.
LG도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는 65인치 UHD 디스플레이로 주목을 끌었다. 사용하지 않을 땐 말아서 보관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크리스털 사운드 올레드TV’와 그간 올레드의 한계로 여겨
졌던 80인치를 넘어선 ‘88인치 8K 올레드 TV’도 공개했다.

자율주행은 기본, 생각 읽고 용도 따라 변신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터쇼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스마트 자동차들이 출품됐다. 현대차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콕핏’
(지능형 개인맞춤 운전석)을 전시했다. 운전석 문을 노크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심박 수를 측정한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담당 의사와 연결해주고, 돌발 상황에 심박 수가 빨라지면 갓길로 안내해주기도 한다.

완전자율주행 콘셉트카 ‘스마트 비전 EQ 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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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 벤츠 제공

자율주행 콘셉트카 ‘이 팔레트’는 이동형 상점으로
변신할 수 있다.

닛산은 운전자의 뇌파를 읽는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생각하면 차량이 먼저 움
직인다. 닛산은 실제로 행동하는 것보다 0.2~0.5초 더 빨라서 사고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용도에 따라 변신하는 ‘이 팔레트’를 공개했다. 박스 형태의 자율주행 전기차로 아침에는 차량 공유용, 오후에는
배달용 등 24시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여러 대를 합체하면 의료시설이나 공연장, 상점으로도 변신한다. 자동차의 쓰임
새가 이동을 넘어 서비스로 확장한 셈이다.

짐 나르고 쇼핑 돕는 로봇 주목… 애완견 로봇도 인기
지난해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 잔디깎이 로봇 등을 공개한 LG는 올해 서빙 로봇과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3종을 추
가했다. 서빙 로봇은 호텔 투숙객이나 공항라운지 방문객 등을 상대로 24시간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터 로봇은 짐
을 운반할 뿐 아니라 결제를 포함한 호텔 입실·퇴실 수속 기능도 갖췄다. 쇼핑카트 로봇은 사고 싶은 물건이 진열된 자리로
안내하고, 물품 목록과 가격도 알려준다.
19년 만에 개량된 소니의 애완견 로봇 ‘아이보’는 실제 강아지와 더욱 흡사해졌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익히
고, 익숙한 장소에서는 더욱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기억했다가 반복하기도 한다. 한편 전시장
에는 봉춤을 추는 로봇 댄서와 실제 여성의 모습과 유사한 인공지능 섹스 로봇이 등장했으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가족 관람
객이 많았다.

눈길 모은 아이디어 제품들
벤처기업들도 아이디어 제품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삼성의 사내 벤처 C랩은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도 이어
폰을 끼느라 귀를 혹사하지 않아도 되는 1인용 지향성 스피커 ‘S레이’로 시선을 모았다. 중국 포워드엑스가 선보인 자가운
전 가방 ‘CX-1’은 손잡이를 잡아끌지 않아도 최고 시속 10km로 주인을 따라간다.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 크기인 ‘퍼브 포
토’는 명함이나 문서 등 스캔을 원하는 곳에 비추면 신속하게 고해상도 스캔을 뜰 수 있다. ‘일렉트론 휠’은 단 30초 만에 일
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꿔주는 장치로 2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센서가 달려 탈모 방지법을 조언해 주는 ‘스마
트 빗’, 방독면 기능이 탑재된 공해방지 스카프, 좌우에 진동기능이 달린 길 안내 벨트, 밑창에 진공청소기가 달린 신발, 전

© 삼성전자 제공

자파를 차단해 남성 생식 기능을 개선하는 속옷 등도 눈길을 끌었다.

© 퓨리온로보틱스 제공

애완견 로봇 ‘아이보’.

© 소니 제공

삼성의 사내 벤처 C랩이 만든 1인용 지향성 스피커
‘S레이’.

탑승형 거대 로봇 ‘프로스시스’.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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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기라도 하듯
꼭꼭 숨어 있는 이곳은 육로 이동은 히말
라야의 눈이, 비행기 이동은 고산증이 방
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화되기를 거부
하고, 소도시의 유명 맛집에 만족하며 살
고 있는 주방장을 소개하듯, 세상에 꺼내
놓는다. 이제 아름답고 순수한 레를 만나
볼 시간.
글·사진 홍정민

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의
책 «오래된 미래»의 배경이기
도 한 레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
고 중국 등 3개국의 분쟁이 끊이
지 않는 인도 북서부 잠무카슈미
르주 동부 라다크에 속하며 해발
고도 3,500미터에 위치한 고산
지대다. 레는 중국과의 경계 지역
이며 1960년대에는 국경 분쟁으
로 인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지금은 다수의 인도군 병력이 주
둔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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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여행자들은 육로가 열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레를 방문한다. 그 외 다른 달
에도 방문할 수는 있지만 히말라야의 눈으로 방어하고 있고, 숙소나 음식점 등 여행자
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육로가 열리는 시기를 피해 찾
아갈 필요는 없다. 델리공항에서 레공항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고산증
의 고통을 호소하는 여행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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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가 열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도 ‘레’를 찾아가는 여정은 험난하
고 고되다. 델리에서 레까지 바로 가는 버스 노선은 없으며, 스리나가
르나 마날리를 경유하여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델리에서 마날리까지
는 버스로 약 16시간, 마날리에서 레까지는 버스로 약 28시간이 소요
되는, 어마어마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
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그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융화되어 살아가고있는 라다키(라다크 지역 거주민)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보다 버스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는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볼 수 있으며, 천천히 높아져 가는
해발고도를 몸으로 적응하여 고산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 해발 3,500미터의 고산 지대인 레에 도착하면 숨쉬기가 힘들며 조
금만 걸어도 호흡이 가빠져 오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무기력증,
두통 등을 동반하는 데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지만 심하
면 바로 고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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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날리에서 레로 가는 길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인 타그랑 라(Taglang
la, 해발고도 5,328미터)를 지나게 된다. 레로 향하는 대부분의 도로는 좁은 비포장
이며,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맥의 만년설과 인더스 강을 감상할 수 있지만 천길 낭떠
러지도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더구나 대부분의 버스
는 낡고 남루한데 재생 타이어에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쇳소리가 나고, 쿠션도 없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는 반듯한 직각이기 때문에 여행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 버
스로 스리나가르에서 레까지는 약 28시간이 소요되는데 천길 낭떠러지의 외길을 이
리저리 달리다 중간 지점에 위치한 마을에서 1박을 하기 위해 정차한다. 버스가 정
차하면 승객들은 알아서 근처에 숙소를 정해야 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버스 기사가
정해 준 시각에 다시 버스에 오른다. 이때 그냥 버스에서 잠을 청하는 여행객도 있
고, 인근 유스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지친 몸을 달래는 여행객도 있다. 고
산 지대라는 특성상 버스가 레에 가까워지면 살짝 머리가 아파 오고 호흡이 가빠진
다. 우여곡절 끝에 레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면, 여기가 정류장이 맞는지 의아할 정
도로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여행객을 태우려는 인도인들의 호객 행위가 이곳이 사
람 사는 곳임을 알려 준다. 레에 도착해서는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고 숨이 가빠지
며 두통이 밀려온다. 특히 레에 도착하고 2일 정도는 계속해서 무기력증과 두통 등
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내 몸이 고산 지대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본래의 컨디션까지
는 아니더라도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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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숙박 업소는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한낮에는 전기
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온수도 아침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
다. 뜨거운 햇빛과 건조한 대기는 피부를 지치게 하기도 하
고, 입술은 항상 말라 있다. 이렇듯 고생스러운 여정이지만
델리 같은 대도시보다 순박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현지인들
이나 언제나 감탄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만나면 도심을 여행할 때 느끼지 못하는 만족감을 얻
을 수 있다.
레에서 지내는 동안 복잡하거나 새롭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
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향집의 익숙한 불편함이
도심의 편리함보다 가치가 없다고 정의할 수 없듯이 말이다.
또한 이렇게 잘 보존된 환경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고마움
을 느끼기도 한다. 레는 접근하기 힘들지만 어렵게 방문한 많
은 여행객에게 그들의 도심에서 보기 힘든 것들을 아낌없이
꺼내 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할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은
레를 찾아가 보는 것은 복잡하고 힘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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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에서
리
튬
을
회 수 하 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만 톤의 리튬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휴대폰 등 소형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대용량의 축전지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 담수화 플
랜트 부산물 자원화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바닷물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현재
수입에만 의존하는 리튬을 자체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현재 대다수의 탄산리튬은 염호에서 자연증발식 리튬 추출법을 통해 얻어지는데, 이 방법은 탄산리
튬을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출시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인 2차전지기술을 리튬 분리기술
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리튬추출 연구를 진행, 염수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리튬 추출 개발
을 주도하고자 한다.
성과명
해수 담수 부산물을 이용한
유가자원인 전기화학적
리튬 회수 기술
연구 기간
2013년 6월~2018년 6월
총연구비
40억 9천만 원
연구자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68

KAIA Insight

주요 성과
전기화학적 리튬회수 원천 기술 개발
염수 내의 리튬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리튬회수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다. 리튬 회
수 원천 기술 관련 특허를 1건 등록하고, 국제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기술 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대형화 공정 개발
개발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공정 상용화를 위해 전극의 대형화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량의
염수에서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리튬 회수 장치를 구축하였다.

해수 담수화 농축수로부터 리튬 회수 공정에 적용
미량의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 해수로부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 공정과 결합하여 리튬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여 2018년 소형 시스템 운전을 앞두고 있다.

<그림 1> 간수에서의 리튬추출을 위한 리튬회수 이차전지 시스템

연구의 차별적 특징
전기화학적 공정에 의한 금속리튬 회수
리튬의 공급원은 광물, 염수 또는 해수 등이며, 이중 광물은 스포듀민(spodumene), 페탈라이트
(petalite) 및 레피돌라이트(lepidolite) 등으로서 리튬이 약 1 내지 1.5%정도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광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회수 절차가 복잡하고, 1000℃ 이상의 고 에너지 공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리튬은 주로 염수로부터 추출되고 있으며, 염수는 천연의 염호에서 산출되고, 리
튬을 비롯한 Mg, Ca, B, Na, K 등의 염류가 함께 용존되어 있다. 이러한 염수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존의 방법은 천연의 염호에서 염수를 펌핑하여 노지의 증발못에 가둔 후 1년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자연증발시켜 리튬을 수십 배로 농축시켰다. 그리고, Mg, Ca, B 등의 불순물을 침전시켜 제거하고,
탄산리튬 용해도 이상의 양이 석출되도록 하여 리튬을 회수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증발법을 이용한 염수에서의 리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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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전기화학적 리튬 회수 기술은 수주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던 기존의
흡착 또는 증발 공정에 비해 몇 시간 내로 빠르게 추출할 수 있으며, 화학적 첨가제 및 넓은 부지가 필
요하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인 공정이다. 또한 충·방전을 이용한 저에너지 공정이며, 반응기 구조 및
운전방법도 단순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 기술부문

리튬회수 관련 산업의 발전 기대 리튬은 중요한 에너지자원 중 하나로서, 그 수요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 등 대용량의 축전지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리튬 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수, 간수, 폐리튬 전지 등에서의
리튬회수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기존 공정에 비해 간단하고 효율적이므로, 리튬 추출 공정
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리튬 회수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염수에서의 리
튬 회수뿐만 아니라 해수, 폐리튬 전지의 리튬 재활용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달을
통해 앞으로도 세계에서 한국이 리튬 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전기화학적 이온 분리 전문 인력 양성 해수에서의 리튬 추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일본과 한국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흡착제 연구를 시작,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
하기 위한 벤치스케일 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질자원연구원
을 중심으로 해수에서의 리튬 추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적으로는 리튬회수 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등 다른 이온들에 대해 선택성을 가진 물질들
을 이용, 이를 본 기술 개발에 적용시켜 다양한 이온 분리 기술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화학적 이온 분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앞으로의 과학기술개발 육성을 이룰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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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7년 1건(SCI)

인력 양성

박사 2명, 석사 3명

기술 이전

염수로부터 리튬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셀젠

R&D

Village

주목받는 국토교통 R&D 성과

제원

탑승 인원 4명 길이 8.03m 폭 11.29m 최대이륙중량 3,600 lb(1,633kg) 엔진 315마력 단발
프로펠러 최고속도 363km/h 항속거리 2,020km

우리 손으로 만든
소형민항기

등장

세계 항공기시장에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독자적인 민간 상용 항공기 개발에 도전, 국산
민간 항공기 개발에 성공했다. 소형 항공기 인증기술을 확보했고 특히 2014년에 한미상호항공안전
협정(BASA) 체결을 통하여 세계 선진 수준의 국가항공안전 인프라를 공인받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산 항공기의 세계시장 진출의 문을 열었다.

연구 목적
성과명
4인승 소형 항공기급 인증기
(KC-100, 나라온)
연구 기간
2008년 6월 ~ 2013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BASA 체결은 항공안전 선진국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술표준품 수준에서 BASA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항공 안전에 대한 국가역량을 FAA급의 인증능력
수준으로 높여, 국내의 항공안전 수준 및 기술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간

총연구비
823억 5천6백만 원

항공기급 BASA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항

연구자
고대우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4인승 소형항공기 KAS 23급 항공기의 형식 증명 획득을 추진,
그에 필요한 기술 연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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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획득
4인승 소형 항공기 KAS 23급 항공기의 형식증명 획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단발 피스
톤 프로펠러항공기를 개발했다. 이로써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을 취득
했다.

미국 직접 수출 길 열려
항공 안전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표준품 BASA(상호항공안전협정)의 범위를 항공기
급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세계시장에 민수 완제기 수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을 체결, 소형 항공기급에 대한 최고 수
준의 안전인증을 확보했고, 미국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해졌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용 비행실습기로 납품
공군사관학교 생도용 비행실습기로 납품, 항공기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받게 되었다. 또한 공군사
관생도의 비행훈련 전 과정을 국산 비행기로 진행하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시장 진입의 디딤돌 구축
가혹한 운영환경에서 진행되는 생도용 실습기 운영을 통하여 항공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받음으
로써 세계시장 진입의 디딤돌을 구축하게 되었다.

연구의 차별적 특징
탁월한 Stall/Spin 회복능력
항공기 기술 기준에 부합되는 Stall/Spin 회복능력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며 동급 소형 항공기에 비해
Stall/Spin 회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승 국산 소형 항공기(K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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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용 소형 항공기(KT-100)

소형 항공기 최초 HiRF 시험 통과
최근에 신규 추가된 기술기준으로서 일반적인 EMI/EMC 시험보다 시험 조건과 통과 기준이 까다로
운 HIRF 시험에서 전 세계 소형 항공기 중 KC-100이 최초로 통과하였다.

엔진 FaDeC(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 장착
엔진 FADEC은 연료분사 및 점화 시기를 자동 조절하고 공기 밀도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연료-공기 혼합비를 제어함으로써 연비 향상은 물론 소음/진동 감소효과가 있다. KC-100은 전 세계
소형항공기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엔진 FADEC를 탑재하여 높은 비행안전성을 확보했다.

고강도 탄소복합재 사용
타 경쟁 기종에 비해 KC-100은 탄소복합재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중량 절감효과가 있으며
기체 구조물의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 기술부문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약 54%에서 80%로 향상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수준은 군용기 위주의 개발
기술만 축적되어 있어 선진국 대비 약 54% 수준이었다. 그러나 복합재 민항기 체계 종합 경험, 최신
경량화 제작 공법, 소형 민항기 인증 관련 기술 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국 대비 약 80% 수준까지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AR25급 중형 항공기 개발로 연계되어 국내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심화
시키고 민항기 항공안전 인증기술도 보다 선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국가 신인도 및 경쟁력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 민항기 시장분석, 요구도 정의, 설계 및 개발, 시험평
가 및 인증 등의 전 사이클을 경험하고 관련 기술, 전문 인력, 설비를 확보함으로써 민항기 개발을 위
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확보된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등 상용화 목적
의 민항기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신인도가 높
아지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었다. 2014년에 한미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 통하여 세계선진
수준의 국가 항공안전인프라를 공인받음으로써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었다. 이제 고유 브랜드의 완제
기로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
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고부가가치가 기대된다.

사 업 화

2014년-2017년 상품화

특수 성과

2016년 KC-100AF 제작에 대한 안정성 확보

249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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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라

세상을 더욱 빛내줄
신 기 술
다양한 분야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장과 변화의 뒤에서 혁신의 기틀이 될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신기술중 교통·건설 관련 신기술을 소개한다.
<신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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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
지붕 시공 방법

건
설
신기술

▶ 지정번호 : 832, 개발회사 : ㈜에이비엠그린텍, ㈜건기

□ 주요 내용
ㅇ 태양광발전 모듈을 지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함
<그림> 신청기술의 개념도(태양광발전 일체형 패널지붕)
양방향 모듈 체결 바
태양광발전 모듈
상
부
마
감

EPDM 결합 방수패킹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
보조배수관

부
전선트레이
통기시트
결로방지시트
하
부

단열재
구조 연결 부재(L-형 바)

구
조
부

보강 가이드레일
간격조절부재 뭉치
하부 골 강판
중도리(퍼린)

□ 설치효과(장점)
ㅇ 태양광발전 모듈과 패널 지붕 일체화
- 지붕공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제공
ㅇ 동일 면적 대비 발전량 증가로 인한 수익성 증대
- 기존 발전소 운영수익 대비 1.9배 이상 우수

공사 기간 45% 단축 / 공사비 약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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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 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내 고
형물 처리 기술
▶ 지정번호 : 831, 개발회사 : ㈜피앤아이휴먼코리아

* CSO : 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 주요 내용
ㅇ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된 여재
- 다단의 여재를 방사형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 상향류 여과 기술 대비 동일 공간 내에서 여과 단면
의 확대가 가능
ㅇ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
-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상수도압을 이용하여 분사 노즐 회전을 통해 여재 세척이 가능

□ 설치효과(장점)
ㅇ 기존 상향류 여과기술 대비 여과 단면 확대에 따른 여재 설치면적 축소 및 별도 처리수조 제작 불
필요
ㅇ 여재 세척 시 별도의 전원공급이 불필요함에 따른 소요 에너지 절감

여과 성능 10% 향상 / 장치 설치 부지 2/5 수준으로 축소 / 공사비 약 30% 절감 가능
여재 입체도

여재 전개도
Layer1

<그림 1> 방사형 여재 및 세척 노즐

Layer2

Layer3

Layer4

Layer5

<그림 2> 방사형 다단여과 처리기술 개요

집광식 내부 조명 표지판 및 안내 표지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39호, 개발회사 : ㈜제이에스컴

교
통
신 기 술

□ 주요 내용
ㅇ (기존) 비, 눈, 안개 등 기상 악화와 기온차로 인한 결로 현상 발생 시 도로표지판의 가독성이 현저
히 감소하는데,
- 내부 조명 방식의 도로표지판의 경우 빛 확산으로 인한 문자 번짐과 색도 감소 현상으로 선명도와
가독성이 저하됨
ㅇ (개선) 조명식 도로표지판에 블라인드 필름층과 프리즘 집광필름층을 추가하여 색이 번지는 것을
줄이고 직진성을 향상시켜 야간 혹은 악천후 시 운전자의 가독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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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집광필름 적용으로 문자, 기호, 도형 부분을 투과하는 빛이 직진성을 갖도록 하여 표현 문
자의 선명도를 높이며,
- 블라인드 필름층으로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색도 감소 현상과 빛 번짐 현상을 줄여 특히 야간에
가독성을 향상시킴
<그림> 집광식 내부조명표지판 내부구조 및 빛 직진성
재귀반사광 흐름도
내부광원 흐름도

① 알루미늄 프레임

유색 EC필름

② LED광원
초고휘도 반사지

③ 유연성원단 or 광확산PC

프리즘 집광필름층

④ 블라인드 필름층

브라인딩 코팅층

⑤ 프리즘 집광 필름
⑥ 투과성 초고휘도 반사지

유연성원단(Flex)
또는 광확산PC관

⑦ 유색 EC필름

광원(LED)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 소음 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42호, 개발회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니슨테크놀러지㈜

□ 주요 내용
ㅇ (기존) 고속철도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소음이 증가하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의 높이
를 높이는 공사 필요
- 기존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소음 저감 장치들은 도로 소음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소음 저
감량이 주로 1.0dB 내외에 불과
ㅇ (개선) 고속철도의 방음벽 높이를 높이지 않고도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의 방음벽 상단
에 설치하는 소음 저감용 장치 개발
- 고속철도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여 고속철도 소음에 해당하는 주파수(315Hz 이상)를 감쇠할 수 있
도록 장치 내부를 격자구조로 개발하고, 장치 상단에 다공판과 흡음재를 배치
- 3dB 이상 소음 저감 효과 발생, 이는 방음벽의 높이를 2~3m 높인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간단한
공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작과 설치가 가능

<그림 1> 방음벽 상단에 설치된 소음 저감 장치

<그림 2> 소음 저감 장치 내부

2018 SPRING

77

R&D

Village
R&D 거래소

장력 도입 및 장력 계측 시스템
기술범위
케이블 가설의 핵심 기술인 MS 케이블 균등긴장시스템은 해외 의존 기술에 대해 국산화한 기술로 고강도 케이블 인장
잭(H/W) 및 장력 도입 자동화 시스템(S/W)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부착식 장력계측 시스템은 비접촉식 레이저진동계
를 통해 계측한 데이터로 장대교량 케이블의 장력을 원격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01

◎ [균등긴장] 균등긴장시스템은 케이블 시공핵심기술이지만, 해외기술에 100% 의존하고 있음.

기존 기술의
문제점

02

◎ [균등긴장] 국내 최고 기술인 초고강도 케이블에 대한 시공 장비 미흡
◎ [장력 계측] 접촉 시 가속도계를 통한 장력 계측으로 공간적 제약이 있음.

◎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구분

해당 기술

독일 D사

프랑스 F사

•기능/성능

•장단점

- FBG로드셀 + 모노잭

- 유압로드셀 + 모노잭

- 듀얼 모노잭

- 긴장 범위 : 2,200MPa

- 긴장 범위 : 1,860MPa

- 긴장 범위 : 1,860MPa

◎ 우수성

◎ 경제적 효과

MS케이블 균등긴장 시스템

케이블 물량 20% 절감

•내구성이 우수한 FBG 센서 로드셀을 적용함으로써
기술 차별화
•장대교량 핵심 기술 자립화로 순수 국내 기술 활용
해외 장대교량 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

비부착 장력계측 시스템
•공간적인 접근성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우수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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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케이블 적용에 따라 20%가 물량 절감 가능하
며, 사장교 케이블시스템기술 자립화로 사장교 가설 시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원가 절감 가능

균등긴장시스템 장비 임대비용 절감
•교량1개소 공사당 4~8set 임대 시
해외 임대비용 4억 원 절감 가능

03
기술 활용
실적 및
기술 내용

◎ 활용 실적
- MS 케이블 균등긴장 시스템 : 광양 태금교(Extradosed교), 노화-구도 연도교(Extradosed교)
- 비부착 장력 계측 시스템 : 인천신항 사장교, 영덕1교 사장교 등

◎ 향후 활용 전망
-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사장교 2개소 적용 예정(균등긴장시스템 및 비부착식 장력 계측)
- 향후 사장교 PJT 수행 시 지속적 활용 예정

◎ 기술 내용
MS 케이블 균등긴장 시스템

비부착식 장력계측 시스템

- MS 케이블 균등긴장 H/W 시스템 개발
- Master Strand 도입장력 예측 패키지 개발

- 비접촉식 레이저진동계를 통한 장력 계측

[레이저 계측 H/W]

[장력 및 진동사용성 평가 S/W]

04
수요처 및
권리 현황

수요처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케이블텍, VSL 등 케이블 전문 건설사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
•케이블 유지관리 전문회사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등 정부기관

기술 분류

토목

기술 수준

○ 기술 개념 확립
○ 연구실 환경 검증
○ 시제품 제작
○ 실제 환경 검증
○ 신뢰성 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등 정부기관

과제명
R&D
수행 이력

연구 기간 2009. 5 ~ 2015. 12
연구비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FBG광섬유 센서를 이용한
멀티스트렌드 균등인장시스템

특허번호
10-1204661

520,000,000원

기술 문의

포스코건설
고영곤(032-748-2104)
ykko@poscoenc.com

총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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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등록

사장교 케이블 시스템
및 이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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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 연결 방식을 이용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형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및 프리텐션 콘크리트 부재 사용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 소켓 연결 방식을 이용하
여 현장 타설하는 습식결합(Wet Joint)을 활용하므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간의 결합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향상
시키는 제형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

01

◎ 콘크리트 교량은 현장 작업량이 많다.

기존 기술의
문제점

◎ 현장에 투입할 숙련된 건설 기능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건설 현장의 작업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 콘크리트 중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쉽고 신뢰성 있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의 연결 공법이 필요하다.

02

◎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구분

해당 기술

기존 기술

•연결성

노듈 연결(습식 연결)

건식 연결

•시공성

프리캐스트 복부
양방향 헌치

슬래브 헌치
현장 타설

•경량화

프리텐션 경량복부
(t=150mm)

철근콘크리트 복부
(t=400mm)

•경제성

Nodular 거더 / 공사 기간 : 105일
공사비 : 615,486,541원 / (B=24.3m, L=50m 기준)

PCS I형 거더 / 공사 기간 : 178일
공사비 : 697,733,048원 / (B=24.3m, L=50m 기준)

◎ 우수성

◎ 경제적 효과

동일지간 초기 공사비 최소화
40~60m 구간 경제성 우수

I형 거더 대비 거더 제작 규모에 따라
공사비 10~20% 절감 가능, 공사 기간 41% 단축

•유지관리비 최소화 : 박스 내부 점검로 사용 및
유지 보수용 텐던 설치
•고품질 확보 :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및 프리캐스트화
•추가 공사비 최소화 : 현장작업

•콘크리트 수량 약 32% 절감
•철근 수량 약 3% 절감
•강연선 수량 약 32% 절감
•공기 단축으로 투입 인원 38% 감소
구분

PSC i형 거더

Nodular 거더

비고

•B=24.3m인 경우
콘크리트
843.24m2(100%) 568.75m2(100%)
I형 거더 9본
(슬래브 포함)
Nodular 거더 4본
철근
100.422t(100%) 97.580t(100%) •주요 수량 약 3~32% 감소
(슬래브 포함)
•따라서 거더 제작 규모에
따라 약 10~20% 공사비
강연선
39.08t(100%)
26.49t(10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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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 활용
실적 및
기술 내용

◎ 활용 실적
-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6공구), 평팔육교 준공 (’15. 11)
-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1공구) 산외교 기술제안 당선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광재IC교 설계 반영

◎ 향후 활용 전망
1. 시공성 및 미관 증진을 위한 교량에 활용
2. 중장경간 교량공법 중 건설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프리플렉스교, PSC BOX교, 강합성교 등에 활용
3. 재해 복구 현장 및 교통 흐름 최소화 현장에 급속 시공 활용
4. 경제적이고 단시간에 고품질 교량을 가설하는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 활용

◎ 기술 내용
운송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습식 연결(Wet Joint)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프리캐스트 부재의 이송과 인양 그리고
취급에 있어서 편리함을 도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프리캐스트 부재간의
결합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임.

04
수요처 및
권리 현황

수요처
•교량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
•국토교통부(지방청),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 공공기관·지자체

적용처

추가 기술 정보
기술 분류

토목

기술 수준

○ 기술 개념 확립
○ 연구실 환경 검증
○ 시제품 제작
○ 실제 환경 검증
○ 신뢰성 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도로교량, 철도교량,
보도육교 현장

권리 현황
발명의 명칭
교량용 조립식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J형 웹 부재

특허번호

비고

10-1405025

등록

노듈 조인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세그먼트의 연결구조를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그 시공방

10-1482521

등록

조립식 노듈러 거더, 이를 이용한 교량 및 그 시공방

10-1482522

등록

조립식 박스 형상 구조물의 웹부재 설치 장치

10-1479013

등록

노듈과 웹부재의 조립에 의한 조립식 노듈러 거더의
시공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작된 조립식 노듈러 거더

10-1479014

등록

안전휀스 설치 구성을 가지는 조립식 노듈러 거더,
이를 이용한 교량 및 그 시공방

10-1482523

등록

과제명
R&D
수행 이력

소켓 연결 방식을 이용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제형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

연구 기간 2014. 6 ~ 2016. 6
연구비

781,400,000원

기술 문의

㈜장헌산업
김용혁(02-2141-7402)
yonghuck@naver.com

총괄 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031-389-6364
techbiz@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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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응답소

국토교통 R&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고 있지만 헷갈리거나
알 수 없어 답답했던
국토교통 분야 R&D 사업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사항과 명쾌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R&D 관련 궁금증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홈페이지 www.kaia.re.kr - 참여 - Q&A
전화 031-389-6495(사업지원실)

이번 호 국토교통 R&D 문의 사항은 협약 체결 관련 내용으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Q

[협약 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 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협약 체결 서류 제출 일정은 해당 사업실에서 선정 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기한까
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 연구 기관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
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 과제는 과제 선정이 취소되고, 계속 과제는 계속지원 결
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협약 체결] 과제 평가 후 협약 체결 시 연구 내용 또는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신규 과제의 선정평가 및 계속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본을 작성하여 제출하신 이후에는 연
구개발계획서 및 협약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계획서 최종 보완본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 기관과 사전협의가 없이
내용을 변경할 경우 협약이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계상의 부적정, 연구 수행
및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 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습
니다.

Q

[협약 체결]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 및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
족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입니다.
※ 관련 서식 : 해당 공고 시 제공
※ 관련 항목 연계 : 연구비 중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항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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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톡톡

신기술 매·칭
지자체들이 나선다
신기술·특허 공법을 개발하고 나서도 판로가 만만치 않아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특허 공법이 있는지 몰라서 신기술·특허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발업체와 수요업체 간의 소통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섰다.

84

가장 먼저 기술 교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특정 적용이 필요한

2017년 4월부터 ‘신기술·특허 OPEN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계

공사 설계 용역을 검색한 후 사업부서에 기술 적용을 신청할 수 있

약심사 담당관에게 기술 적용을 신청하면, 도 자체의 선정위원회

다. 충남도는 특히 모바일 앱까지 지원한다. 시행된 지 이제 2개월

에서 그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을 조금 넘는 시점에서 벌서 32건의 중개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6월부터 자체 공사 관련 전문포털인 ‘건설

대구광역시는 2018년 4월 새로운 신기술 플랫폼을 오픈한다.

알림이’ 내에 특정 공법을 공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대구시는 신기술 플랫폼의 구체적인 활용을 위해 자체 발주 사업

36개 공종에 걸쳐 428건의 기술이 등록되어 있다.

에 우선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 보상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11월부터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

등 활성화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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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특별시

신기술·특허
OPeN 창구

건설알림이

특징

특징

•등록 기술에 대해 경기도 소속 기관 발주사업 우선 적용

•36개 공종, 437개 기술 등록

•경기도건설협회와 협동 사업 운영(1,000여 개 업체 등록)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 총망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pmis.

처리 절차
신기술 특허
보유업체

eseoul.go.kr)과 연동하여 주요 사업별 진척도 및 필요 공

신청

계약심사 담당관
(접수)

전달

발주 부서
(적용 여부 결정)

종 검색 등 강력한 검색 서비스 제공

결과통보

경기도(계약심사 담당관) : 경기도, 공공기관 계약심사 등 대
상 사업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업체 : 신기술·특허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서 제출
경기도(계약심사 담당관) : 신기술·특허 보유 사업자의 신청
서를 접수하여 발주부서 통보
발주 부서 : 접수된 신기술·특허 자료를 내부 선정(기술 자문)
위원회 안건 등으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법 선정

홈페이지 cis.seoul.go.kr
전화 상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89

홈페이지 www.gg.go.kr/newtech
전화 상담 031-8008-2902
FaX 031-8008-2929
전자메일 contract@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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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Village
알쓸 톡톡

충청남도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특징
•기술보유업체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
•각자 기술의 등록, 사업의 등록을 통해 상호 매칭이 가능한 시스템
•2017년 서비스 개시 이후(4개월간) 특허 및 신기술 중개 실적 32건
•모바일 앱까지 지원

서비스 개관
세부 내용 문의 및 서류 신청

공공부문
도, 충남개발공사 사업부서

기술 결과 회신

기술
등록현황
조회
민간부문
기술개발자(기술보유업체)

공유시스템

발주 현황 자료 제출
신청된 기술 처리결과 제출

운영실

공사 검색
시스템 상으로 신청 확인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충청남도

특허 기술 적용 절차
① 기술 보유자가 홈페이지 ‘특허점·신기술 중개’에서 사업 대상 검색
② 검색된 사업을 클릭하여, 발주 부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③ 발주 부서 담당자와 세부 공종 및 신청 가능 여부 문의
④ 해당 기술 공종과 부합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⑤ 발주부서에 특허·신기술 적용 검토신청서 및 자료 제출
⑥ 신청서와 자료 제출 후 홈페이지에 ‘신청서 제출 확인’ 등록
⑦ 발주 부서는 내부 검토 및 검토 결과 최종 통보(도, 기술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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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chungnam.go.kr/cnShare.do
전화 상담 041-635-5440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특징
•신기술 검색 및 매칭 DATA-BASE 형태
•인사 평가 시에 신기술 활용여부를 포함 예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Singisul.daegu.go.kr(2018년 4월 오픈 예정)
전화 상담 현재 대구광역시청 감사관실에서 사업 추진 중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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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CulTuRE
TREND 2018 카드뉴스

1
차가
하늘을
난다고?

air plain 에어플레인(×)
flying car 플라잉 카(○)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

4

5

땅위에서는

4월이면,

최고 속력 200㎞/h로 달릴 수 있고,

이런 플라잉 카가 시판된다.

하늘에서는 305㎞/h로

다만 운전면허로 달릴 수는 없고,

이동할 수도 있다.

비행면허가 있어야 한다.
가격은 무려 1억 3천만 원
출처: 샘슨모터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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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미국의 자동차회사

모델명은 ‘스위치 블레이드’

샘슨모터스가

접었다 폈다하는 날개로

올해 4월 플라잉 카를

땅 위에서도 달릴 수 있고,

판매하기 시작한다.

하늘을 날 수도 있다.

출처: 샘슨모터스 홈페이지

출처: 샘슨모터스 홈페이지

인천공항...
아.. 멀다

6

7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는 첫 시판 모델,

수직이착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반드시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타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첫 시도는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출처: 샘슨모터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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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R&D
운전하다 보면 아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음성이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처음가는 길이
라면, 내비게이션없이 운전하는 것은 거의 무모함에 가깝다. 교통량에 따라 최단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로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힘은 통신을 통해 전송되는 방대한 도로정보 데이터에서 비롯
된다.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R&D 연구개발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로 하여금 목적지로 헤매지 않고 도착하도록 돕는 것처럼 특허정보가 바로 R&D
글 한양특허법인 이재복 변리사

의 내비게이션이다.
특허가 무엇이길래 R&D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개 및 독점권은 모두 특허문서에 일정형식으로 기재된다. 특허문서 중 「청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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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 기재되는 부분이 독점권이 부여되는 기술 내용이다.
또한, 특허문서에는 「청구 범위」 항목 외에도 해당 분야의 평균수
준의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하거나 구현하
도록 「청구 범위」의 내용을 풀어서 도면 및 설명으로 기재해야 하
는 「설명」 항목도 있다. 출원으로부터 등록의 과정 중에 이러한 내
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특허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부실하
면 수정의 기회를 준다.
만일, 독점권은 최대로 가지려하고, 기술 공개는 최소로 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감추면 어떻게 될까. 특허심사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정의 기회에도 제대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특허
는 거절될 것이다. 특허 출원 시에는 내용을 감추다가 나중에 거절
이후에서야 처음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는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가 발생하며, 그
것이 기술 공개 의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면 권리 취득은 실패한다.

둘째, 특허로부터 파악되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과연 특허문서에 발명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공개를

부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이로부터 R&D의 방향을 수정할 수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기술 공개와 독점권 간에 균형을 이

도 있고, R&D의 최종 목표도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루도록 설명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 이러한

특허정보를 언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동차 내

균형을 규정함으로써, 독점권을 얻고자 하는 정도에 비례해 충실

비게이션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게 발명의 기술내용을 공개해야한다.

첫째, 운전 전에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요 시간이나 운전경로를 미

이제는 특허를 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지 이해될 것이다. 개

리 확인하는 것이다. R&D에서도 마찬가지로, R&D 기획단계에

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받기위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한 해

서 특허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R&D 방향이나 목표가 아직

당 기술에 대한 설명이 특허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D

에, R&D에 참고할 만한 많은 내용을 특허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

에 앞서 특허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둘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자동차는 운전경로 중에 내비게이션

특허정보를 통해, R&D 연구자는 크게 2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으로부터 변경된 도로상황에 따른 안내가 필요하다. R&D의 진행

첫째, 연구하려는 R&D와 관련해 이미 선점된 특허권이 있는지

중에도 업데이트된 특허정보는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

여부이다. 타인이 특허를 선점했다면, 지금 수행 중인 R&D에 의

지 변동 상황에 따라 이미 수립된 R&D 전략을 점검하고, 필요하

해 제품이나 공정이 개발된다고 해도 선점된 특허에 의해 사용이

다면 R&D 전략을 수정·변경할 수 있고, R&D를 수행하면서 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수립된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목적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역할이 없는 자동차의 내비게
이션과 달리, R&D가 종료한 뒤라도 특허정보는 유효하게 활용된
다. R&D 결과물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특허망 구축을 통
한 특허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는 특허정보는 필요하다.
특허정보라는 내비게이션 없이 아무도 없는 벌판이라 생각하고 무작
정 달리는 R&D 연구자는 결국 막다른 길목에서 선점된 특허를 만나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게 되고, 이를 우회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심지어

공개한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이 특허문서에

는 우회하려는 길마저도 다른 특허로 선점되어 있을 수도 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R&D에 참고할 만한

R&D 길목에서 운전 중 방향을 잃고 헤맬 것인가, 출발 전부터 도

많은 내용을 특허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착지까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할 것인
가, IP 내비게이션의 장착은 이제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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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REND & CulTuRE
연구 Inside

바이오폴리머,
하천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 되다
글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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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하천은 도시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급격
한 산업화는 도심과 하천을 병들게 했다. 물장구치는 어린아이들
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도시의 하천은 물이 더러워지고, 주변 생
태계가 오염되면서 찾는 이 하나 없는 황량한 곳으로 버려졌다. 하
천의 변화는 수질 악화와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했다. 이와 함
께 지역 주민들이 하천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
하천은 크게 이수와 치수 그리고 환경기능의 3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수 기능은 마시는 물과 생활용수를 공급하
는 수자원으로서 기능이고, 치수 기능은 홍수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으로 예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하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 속을 관통하는 하천이 늘어
나면서 동식물에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과 오염물질을 깨
끗이 하는 자정 기능, 도시 열섬과 기후변화의 완화를 위한 기능과
아름다운 경관을 이뤄 힐링이 되는 심미적 기능, 그리고 인간에게
쉼터와 여가 활동을 위한 기능 등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천의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생태계 복원에도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은 훼손된 하천 환경을 원래 그 하천이
가지고 있던 하천다운 모습과 하천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
돌려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최소한의 기술을 적
용해줌으로써 하천이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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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고 있었다. 그러다가 식물성 기름에서 추출한 ‘바이오폴리머’

하천 분야의 건설기술은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과거에는 물을

라는 친환경 소재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막기 위한 치수 중심의 기술이 우선시되었지만 최근에는 시대

기술이 적용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조성할 수 있

적 요구에 발맞춰 치수적으로 안전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

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생태 하천 조성 기술 개발에 매진

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게 되었다.

이는 하천 건설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를 가져왔다
고 할 수 있다.

바이오폴리머, 생태 복원의 키를 쥐다

‘하천 복원 소재 응용 및 하천환경평가/모니터링 체계 기술개발’

그러나 문제가 됐던 건 따로 있었다. 바이오폴리머라는 새로

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매우 자연

운 소재에 대한 의심이었다. 신소재를 건설 분야에 적용한 것

스러워 보이는 하천이라도 가까이 다가가 보면 콘크리트블록으

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

로 가득차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소재는

다. 또한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했기에, 생태독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값싸고 튼튼한 소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

성 실험도 함께 진행하였다. 생물학자들과 공동 연구로 약 2년

다. 과도한 콘크리트 소재의 활용은 하천 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

에 걸친 생태독성실험 후에 비로소 바이오폴리머 소재를 하천

니라 강알카리와 중금속과 같은 독성을 방출시켜 수질 오염 및

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압축강도, 휨강도, 간접인장강도, 부착강도, 내마모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선

투수계수 분석 등을 통하여 건설 재료로서도 활용 할 수 있다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콘크리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비로소 기술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복원 기술에 안타까움을 갖

하천에서는 모든 기술에 대한 수리적인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
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야만 했다. 국내 최
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

일체형 저수호안 조성 기술(창원 광려천)

원 안동하천실험센터에서 개발기술의 토
양흡출 및 유속저감 효과분석, 고유속 실
험을 통한 허용소류력 산정, 포장 및 필터
층 두께 산정 등 실규모 실험을 통한 과학
적 자료에 기초한 기술의 수리적 안정성
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은 현
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재차
검증하여야 하였기에 창원시 및 김해시

사업 후 홍수 전(2014. 03. 28)

사업 후 홍수 후(2014. 12. 03)

와 MOU를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적용하
게 되었으며, 그 이후 2~3년에 걸친 모니

김해 대청천 하상보호공 기술

터링을 통하여 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개발된 기술은 2016년
도 응용생태기술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태국 수자원 및 환경 관련 단체
인 TGWA(Thailand Global Worming
Academy)와도 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사 직후(201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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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1년 6개월 후(2016. 09)

R&D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해외시장
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절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쓸만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힘내야 한다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

연구자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끝

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야 한다

내는 차원은 결코 아니다. 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직접 지자체 하천 관리자를 만나서 개발

수많은 실험을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학적으로 검증

기술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행정적인 처리 또한 쉽

된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특허로 등

지 않다. 또한 아무리 쓸만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하천 점용허가

록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를 얻어 시범 적용하고 난후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철거가 원칙이

기술인지를 몇 년에 걸쳐 다시 검증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용화단계

다. 이때 다시 새로이 하천 관리자를 설득하고 지자체로 이양시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이나 신기술 등록)에 이르게 된다.

도록 연구자가 노력해야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힘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R&D를 통하여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일지

든 일이었다.

라도 특혜 시비를 걸어서 활용되지 못하는 기술들이 다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

으로 알고 있다. R&D를 통하여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은 국가차

로 사용하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도 발전되고,

원에서 SOC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사용할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죽은 기술이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원

개발기술이 국내 여건에 맞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기술의

이야말로 연구자들은 더욱 힘을 내어 필요한 기술, 쓸만한 기술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와 상황이 다른 나라의 여건에 맞

개발연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건설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계

는 맞춤형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과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

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적인 수리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도 필요하다. 개발된 기술은 폭을 넓
혀 관련된 기술들로 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다. 단위 기술 개발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동력을 달아주어 더욱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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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시대의 전략

우버 신드롬
시장의 맥락을
읽
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 Demand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Uber,
세계적인 숙박 공유시설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온디맨드 시장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역시 온디맨
드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前 우버코리아 강경훈 지사장으로부터 온디맨드 시대에 대응하는 우버 서비스의 특징과 전략을 들어본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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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운송차량 호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는
2017년 기준으로 전세계 70개국, 480곳 이상의 도시에
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차량 공유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Inc는 2009년 설
립되었다. 우버 서비스 개발은 우버의 창립자인 트래비
스 칼라닉Travis Kalanick 사장이 여행 중 택시를 잡는 데 어려
움을 겪은 일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는 스마트폰 보급 초
기였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가 아닌 고급 리무진
을 부르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공동 창업자 개릿 캠프Garrett M. Camp와 함께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했다. 그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
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

우버 서비스의 투명성은 고객 신뢰를 더욱 높여 준다. 고객

록했다. 2013년에는 아시아로 진출했고 서울에는 2013

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영수증에 차량의 주행 정보가 안내

년 8월에 들어왔다. 2017년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전체

된다. 영수증에는 탑승 및 하차 장소, 경로, 시간과 거리 및

110만 명 이상이 운전 기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80%

요금이 표시되므로 과다 청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제

가 아시아에 몰려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에 속한다. 중국

요금에 의문이 든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고 제기된

의 도시들은 미국과 유럽의 큰 도시에서 4~5년에 걸쳐 성

문제가 타당하다면 정정할 수 있다. 차량에서 물건을 잃어

장한 수치를 1~2년 안에 따라잡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

버려도 의견을 남길 수 있으며 되찾기도 한결 수월하다. 안

이고 있다.

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고객이 우버를 탑승할 때 버튼을 누
르면 자신의 친구와 가족 등에게 탑승 정보를 알려준다. 더

핵심은 철저히 맞춰진 고객 중심형 서비스

불어 고객과 기사 모두 별점으로 상호 평가를 해 다음 서비

우버는 고급 택시(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 일반 콜택

스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시와 비슷한 ‘우버택시’, 개인 소유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

현재 서울의 택시 기사는 7만 명에 달하는데, 택시 기사에

는 ‘우버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

따른 서비스 편차가 심하다. 택시 기사 또한 자칫 위험 고

으로 통용되는 우버 서비스의 시스템과 특징을 살펴보면

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우버의 상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호응하는 온디맨드 시장의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보가 축적된다면 더 나은 운전기사, 좋은 고

우버의 강점은 보편성이다. 아시아, 유럽, 북미의 도시 가

객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검증과 서비스 개선의 선순환

운데 우버가 진출한 곳을 방문할 때 고객은 우버 애플리케

을 이루게 되는 구조이다.

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현지에서 택시 등의 운송차량을 호

플랫폼을 통해 운전 기사와 고객 모두 혜택이 돌아가려면

출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

효율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수요와 공급량 예측이 관건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험을

인데 우버는 이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지역별,

제공한다.

시간별 빈도 분석을 통해 승객이 많은 곳을 기사에게 안내

그리고 편의성은 최대로 끌어올렸다. 우선 작동 방법

한다. 또한 구역별로 수요 예측이 가능해 기사들은 효율적

이 무척 쉽다.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위치 확인 시스템인

으로 일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인식돼 모니터에 현장 위치 및 주

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

변에 위치한 등록 차량이 보인다.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

이렇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평균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예상 도착 시간이 안내되며 차량 모델,

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2.4분에 불과

운전기사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는 고객이 목적

하다. 시카고 3.1분, 런던 3.8분, 시드니 3.4분, 멕시코시

지에 내린 후 미리 등록된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티 4.1분 등 전 세계적으로 5분 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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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공유경제에 입각한 우버코리아는 앞으로 국내 실정에

시애틀은 음주 운전 사고가 10% 줄어들었다. 미국은 택

맞게 재정비, 새로운 서비스들을 도입해서

시 운영이 잘 안 된 곳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

조화롭게 성장의 틀을 다지고 발전할 것이다.

이 종종 발생한다. 이제는 우버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시카고는 택시 관련 범죄가 20% 이상 줄었다. 플
랫폼이 제공하는 장치를 통해 범죄 발생 확률이 낮아진 것
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여는 청사진
트래비스 칼라닉 사장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이 5분
안에 올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5분 안에 연결할 수 있

우버코리아 돌파 전략

다고 생각한다. ‘우버’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음식, 물건

2013년 8월, 우버코리아는 서울에 고급 리무진 서비스

배달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버블랙’을 개시했다. 그런데 연이어 ‘우버X’, ‘우버택

‘우버아이스크림’은 이런 우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독특

시’를 시작했는데 이런 과감한 전략에 택시 사업자들의 반

한 이벤트다. 매년 여름 하루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이뤄지는데 고객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프리미엄 아이스

이에 우버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택시물류과, 택

크림을 배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

시조합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결국

한국에서는 배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오해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미국은 현재 음식을 배달하는 ‘우버잇츠Uber Eats’라는 서비

서비스 방향을 고급 택시로 정했고, 이후 우버블랙을 합법

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자전거로 소포를

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배달하는 ‘우버러시Uber Rush’도 관심을 모은다. 나아가 ‘우

다시 정비된 우버블랙은 더욱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버차퍼Uber Chopper’라는 헬리콥터 운송 서비스도 테스트하

방침을 세웠다. 개인택시 기사들 중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고 있다.

이상에 과거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연간 16시

우버 지사들은 도시마다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추진할

간 서비스 교육을 수료하고 배기량 2800㏄ 이상의 차량을

자유가 있다. 2014년 서울에서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가진 사람이 운전 기사로 등록할 수 있다. 기사 평점을 보

배달했고, 홍콩에서는 아이스버킷 얼음물을 배달하고 사

면 거의 5점 만점으로 서울 우버 기사들의 평점이 다른 어

진을 찍어 주는 재밌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적극

느 도시의 기사들의 평점보다 높다. 현재 우버블랙 기사들

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우버는 세계적이고 보편적

은 총 80명 이상이며, 기사 한 명 한 명이 우버의 이미지이

인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

므로 무리하게 기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만드
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운전기사를 위한 지원과 혜택에도 신경을 썼
다.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차량 구입 시 할인 및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체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
고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와는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
든 강남역에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구역인 ‘강남역 해피
존’ 협력을, 국토교통부 ‘택시 친절왕’ 운영에도 협력하기
로 약속했다. 이처럼 공유 경제에 입각한 우버코리아는 앞
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재정비, 새로운 서비스들을 도입해
서 조화롭게 성장의 틀을 다지고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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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강경훈
前우버코리아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공유경제 시대 대표적인 비즈니스 기업으로 우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정의와 공유경제가 가져올 미래
의 변화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기술을 매개로 갖고 있던 자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사람이 자산을 이용함으
로써 경제 활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버의 창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사장은 우버 플랫폼을 확장해 무궁무진하게 적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를 통해 집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식
인 거죠. 또 입고 싶지 않은 옷, 갖고 있는 장비 등을 우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확장
되면 이런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간혹 우버가 확장되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
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 우버 100대가 매일 운행된다면 차는 보다 빨리 낡게 되고
교체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좋은 차량을 필요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은 차량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

강경훈
前우버코리아 지사장

안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오랜 기간 차를 교체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측면을 보면 산업 변화를 조금 다르
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E의 패스트웍스, 코카콜라의 파운더즈와 같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의 민첩한 혁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스타트업 조직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스타트업 조직문화는 수직적인 대기업 문화와 많이 다릅니다. 우버의 예를 들자면 만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사
장님에게 직접 메일로 전달하거나 개인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인 2014년 4월 직원이 1,000명 정도 있
었고 2016년 현재 8,000명 정도 있는데 사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주 전 직원 미팅을 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하십니
다. 특히 미팅 시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조직문화가 수평적이죠. 또 하나 직원을 채
용할 때 여러 테스트를 거쳐 고심해서 뽑습니다. 저 역시 인터뷰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매일 숙제와 테스트를
치러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입사한 직원들을 믿어 줍니다. 경영진이 방향을 세우면 세부적인 실행은 실무자에게 전적
으로 위임하는 점도 비즈니스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비결이죠. 직원에 대한 신뢰와 업무에 대한 자유, 거기에서 오
는 보람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케이스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몇 년간 고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버가 빨리 정
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버의 서울 진출이 힘들었던 이유는 우선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버가 성공하기 쉬운
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나 도시들이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필라핀의 마닐라처럼요. 마닐라의 경우 우
버 서비스는 100% 합법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미숙했던 부분은 정부 관계 부처와 택시 업계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점입니다. 우버에 제재가 가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만나면서 우버 서비스를 단순히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이 아니란 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택시조합 등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다른 도시라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프랑스 파
리나 독일의 몇몇 도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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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소식
_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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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이모저모

국민체감형 R&D 전문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철도차량 부품 개발 사업 공청회

지난 2018년 1월 25일(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농림식품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철도차량 부품 개발 종합계획’의 비전

기술기획평가원(IPET),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해양수산과학기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철

진흥원(KIMST) 4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연구 전문 인력과 취업 준비생

도부품사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철도차량 부품’과 관련

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된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2018년

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채

2월 28일(수요일)에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용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정기조 대응
하고자 유사 기관 간 협력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전문기관 협의체’ 활
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첫 공식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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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 기획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

지난 3월 9일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아카데미홀에서 국토교통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

R&D 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기

된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발주청 공무

획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국토부 정책기획관, 사

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여 건설 신기술 제도 및 활용에 대한 이

업담당자, 진흥원담당자 및 기획연구 참여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

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함으로써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 맞춤형 행사구성과 신기
술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
주처 담당자들 간에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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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通) KAIA

모두를 위한 국토교통 기술의
미래를 환히 밝히다
전략예산실

(왼쪽부터) 심형욱 연구원, 유준상 책임연구원, 하민기 선임연구원, 김지희 전임연구원, 박정원 실장, 이화진 선임연구원, 김정완 책임연구원, 곽윤석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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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토교통 분야 혁신을 통해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일은 전략예산실을 통해 시작된다.
전략예산실은 국토교통 분야 10년을 내다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 R&D 미래 여정의 시작점’인 전략예산실을
소개한다.

전략예산실은 ‘국토교통 R&D 미래 여정의 시작점’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년 단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
획’을 세우고, 이러한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
업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전략예산실을 맡고 있는 박정원 실장은 “전략
예산실 업무는 크게 R&D 전략 업무와 예산 업무로 나눌 수 있는
데, R&D 전략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 계획’ 수
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의 예산 확보와 집행 관리 등의 업무로 이뤄져 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전략예산실의 R&D 전략 업무를 살펴보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
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외에 미래 이슈와 R&D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기술예측조사, 연구개발활동조사, 정책 및 기술동향집
등 각종 R&D 자료를 발간하는 업무 그리고 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제·개정 등이다.
이들 업무를 ‘완벽주의자이지만 누구보다 호탕한 배포를 지닌’ 김
정완 책임연구원과 ‘전략예산실 분위기를 책임지는’ 하민기 선임
연구원, ‘소통의 달인’이자 ‘글쓰기에 따라올 자가 없는’ 이화진 선
임연구원,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업무를 소화해내는’ 곽윤석
전임연구원이 책임지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 분야 10년을
내다보고 수립되는 중요한 계획이다. 지난해 전략예산실은 ‘국토
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년) 수립을 위해 8
개 중점 추진 분야별 중점 과학기술을 도출하고 전략 로드맵 작성
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예산실 소속 8인은 ‘국토교통 기술의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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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058억 원 사업 예산 확보에 성공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
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을 꼼꼼히 관리하며 연간 시행 계획을
세우는 업무는 전략예산실 소속의 3인이 맡고 있다. ‘긍정의 마음
가짐과 자상함을 동시에 갖춘’ 유준상 책임연구원과 ‘해박한 지식
과 동안을 지녀 부러움을 사는’ 김지희 전임연구원 그리고 ‘내면
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심형욱 연구
원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진흥원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진흥원
설립 이후 최초로 5,000억 원을 넘겼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추진
사업의 예산을 추가해 전년보다 320억 원이 증가한 5,058억 원
의 사업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내외부 소통 힘써 국토교통의 미래를 그리다

전략예산실의 업무는

박정원 실장은 “전략예산실 업무가 국토교통 R&D의 추세를 정기

곧 진흥원의 대외적인 성과이자

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 만전을 기하는 만큼 국

국토교통기술의 미래와

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등의 대외 기관은 물론, 여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 그리고 진흥원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
견을 듣고 국토교통 기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외부 관계자와 전문가, 내부 구성원
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략예산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예산실의 업무는 곧 진흥원의 대외적인 성과이자 국토교통
기술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업무 스케
일이 큰 만큼 책임감이 무겁지만 ‘국토교통 기술의 미래 가치를 창
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정원 실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이야기했다.
미래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
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예산실. 전략예산실은 ‘국토
교통 기술의 미래를 밝힌다’는 비전을 갖고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

박정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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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종합계획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할 것이다.

국토 교통 소식
애독자 코너

GIFTICON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AIA Insight’는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콘텐츠 건의 사항, 궁금한 점,
이번호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호 총 5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애독자 퀴즈
아래의 퀴즈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실 곳 : juheeyang@kaia.re.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18. 04. 01~2018. 04. 30 / 상품 당첨자 발표 : KAIA Insight 여름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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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식지
[KAIA insight]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ia.re.kr/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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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관양동 1600] 송백빌딩 2~7F, 9F
TEL 031-389-6313 www.kai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