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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가을에
찾아온 변화

111년만이라던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폭염,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그 폭염도 자연의 섭리 앞에 어느 순간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제는 한껏 가벼워진 공기와 맑아진 대기가 가슴 속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10월입니다.
9월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연이어 치러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
고 한반도 평화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속도가 붙
는다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겠지만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는 구체적인 목표
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분야 기술교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류에 있어 국제적인 제재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력교류, 상호보
완적 기술 발굴 및 첨단기술 개발 협력 등 단계적 협력을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세
계 시장에서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진흥원도 남북평화 체재 구축에 대비한 R&D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단기
적인 대비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첨단기술을 북한에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도 해나
갈 예정입니다.
이번 KAIA Insight 가을호에서는 8대 혁신성장 동력중 하나이며,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소개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남북한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분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호를 통해 스마트시
티에 대한 기술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모습과 더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 모습
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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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새로운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03년부터 추진해 온 u-City 접근방식의 문제점
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새로운 추진전략의 핵심은 기술중심의 접근방식을 사
람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도시발전을 목표로 하기 보다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의 편의와 행복도
를 높이는 것을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인식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스마트
시티를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 것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신전략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했던 u-City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u-City는 센서기술을 활
용한 세계 최초의 ICT 기반 스마트시티였고, 초기에는 적지 않은 성공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u-City는 도시 개
발사업자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는 공급주도적 추진방식으로 인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도시 전체의 추진전략이 결여된 상태에서 개별 시설물과 분야별로 따로 사업이 추진되어 도시 전체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신전략은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문제점들을 깊이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계획의 완성도가 그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스마트시티에서 기념비적 성공사례를
만들려면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그 중 기술개발은 한국이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다. 인공지능, 로봇 등 한
국이 뒤쳐진 기술분야를 조기에 발전시키지 못하면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이 스마트시
티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많이들 지적하지만, 기술 없이는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한국의 스마트시티 신전략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도시 유형별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u-City는 신도시이든 구도시이든, 대도시이든 중소도시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추진전략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새로
운 스마트시티 전략은 도시 성장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도시 유형을 신개발 도시, 성숙 도
시, 노후 도시로 구분했다.

스마트시티 新전략과
기술개발의 과제
글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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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 도시는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조성되기 때문에 지능형 서비스에 적합한 도

대응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2003년부터 추진된 u-City 서비스도 연기에 해당된다. CCTV와 GPS를 비롯해

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각종 이머징 기술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이점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미터링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나왔으며 빅데이터 분석

을 살리려 한다. 국가시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선정된 시범도시에는 정부의 재

도 Level 1 서비스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정적, 기술적 지원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시범도시를 규제 프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
입할 수 없는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국가시범도시를 규제프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현재 한국 정부는 세종4-1 지역과 부산EDC 등 2개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시범도시를 제
대로 설계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별로 전담 Master Planner를 임명했다. Master Planner는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의 기획과 구축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두 개 시범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하는것을 목표로 하는데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는 미래 도시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기

<표 2> 스마트시티 서비스 발전수준
단계

기술지향

주요특징

도시변화

Level 1
상황인지 서비스

인지
(Sense)

- 사물인터넷 기반 데이터 수집
- 모니터링과 상황공유 중심

-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
- 에너지절감등 도시효율성 제고
- 위치기반 서비스 등 신서비스

- 분야별(수직적) 데이터 분석
- 원인분석, 예측 등 지능형 분석

- 지능형 CCTV 등 관제 자동화
- 맞춤형 공공서비스(push)

- 수평적으로 타분야 데이터 융합
- 혹은 On-Off연계 서비스
- 데이터 허브 등 플랫폼 기반

- 부분 넘어 전체 최적화 지향
- 시민 개인 의사결정능력 제고

- 인공지능기반 준자율 의사결정
- 규칙기반에서 상황기반으로
- 생명 걸린 고위험 서비스 가능

- 도시관리 및 운영의 자동화
- 시민중심 맞춤서비스(pull)
- 자율무인셔틀 등 미래 서비스

- 로봇 기반의 움직이는 도시
- 인간과 로봇의 협업
- 가상공간 활용한 경험 창출

- 교통체증 등 자율적 문제 해결
- 시민경험·감정 중시 도시운영

Level 2
수직적 지능 서비스

능, 둘째는 국내외 다른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개발하는 lab 기능, 셋째는 실제 주민이 생
활하는 환경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기능이다.

Level 3
수평적 지능 서비스

생각
(Think)

신개발 도시와 달리, 성숙도시에는 상용기술을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는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성숙도
시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여 스마트시티에 소요되는 투자의 효율성과 스마트시티

Level 4
준자율 서비스
행위
(Act)

구현의 용이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하나는 테마별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노후도시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은 저비용의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하기 때

Level 5
자기조직화 서비스

문에 노후도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후 도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 재정투자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스마트시티 구현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2017년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재생을 위해 5개 시범지구를 성정한 바 있고, 이후 매년 4곳 이상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총 20곳 이상을 지원

Level 2와 Level 3은 인지를 넘어 생각단계에 진입한 서비스들이 해당한다. Level 1에서는 센서가 취득한 데이터를

할 계획이다.

사람이 분석했다면, Level 2와 3에서는 인공지능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게 된다. 예컨대 현재보다 한단계 고도화
된 지능형 CCTV는 사람이 지켜보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다. Level 2와 Level 3의 구
분은 하나의 단일 영역내에서 수직적으로 지능을 발전시키는지, 아니면 여러 영역을 연결하여 수평적으로 지능을 창

<표 1> 도시유형별 스마트시티 접근법
도시유형

추진방향

주요 정책

신개발 도시

신기술 적용 및 새로운 인프라 구현

국가시범도시 및 규제프리 지역

성숙 도시

성숙기술 활용하여 조기 서비스 개발

데이터 허브 구축, 테마형 특화단지

노후 도시

정부주도 스마트 솔루션 적용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 재생

출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미 도시의 주요 부문은 모두 자체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evel 2는 기존 플랫폼
을 활용하면 되는 반면, Level 3은 이를 상호연결하는 메타플랫폼을 만들어 작동하게 된다.

Level 4와 Level 5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불가능하던 혹은 존재하지 않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이다. 앞서의 Level 2와 3이 이미 존재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사람이 하던 것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것으로 바꾼 것
이라면, 이번 단계는 지능기술의 힘을 빌어 새로운 도시 기능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전 단계가 ‘개선’(reform)에 해
당한다면, 이 단계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 ‘변환’(transform)에 해당한다. Level 4와 5를 구분하는 기준
은 자율화의 정도로서 Level 4에서는 인간의 통제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Level 5는 지능기술에 의한 자기조직화

도시유형별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준

(self-organization)를 최대한 허용하게 된다.

도시 유형별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준도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 발전수준을 보면, <표 2>와 같이 5

2021년에 모습을 들어내게 될 국가시범도시는 Level 4 이상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Level

단계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인지(sense)→ 생각(think)→ 행위(act)’의 3단계 진화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3 수준의 서비스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시범도시는 그것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다시 2~3년 이후의 미
래 기술과 서비스를 제시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국가시범도시는 R&D 사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가장 초보적인 Level 1은 인지단계에 해당한다. 각종 시설물과 도시의 상황을 감지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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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시에서 구현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시범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혁신방향에 발맞춰 R&D 과제를 발

성과지향 기술개발을 위하여

굴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신전략의 성공을 위해 기술개발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도
이에 비해 성숙도시와 노후도시는 Level 3 이하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도시를 위해 이

시유형별 필요에 맞는 성과를 수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신전략이 공급주도의 기존방식을 벗어나 사람

미 국가전략R&D 사업이 추진되고 있듯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Level 3 수준의 R&D가 필요하고,

중심,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만큼 기술개발도 시민들의 필요와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리빙

노후도시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보다 적정기술을 더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 개발이 필요

랩을 비롯한 각종 시민참여 방식이 널리 활용되겠지만, R&D 관점에서 보면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실증방식을 적재

하다.

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도시나 성숙도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범사업을 통한 실증이 성과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해결에 효과가 크

<그림 1> R&D 실증 방법

고 시민들도 환영할만한 사람중심의 기술개발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그 과
정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드러나지 않던 시민들의 니즈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다. 지금까
지 우리의 기술개발방식은 기술적 타당성만 검증하는 선에서 시범사업을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보다는 사회경제
데스크/Lab

연구실

기초환경

시뮬레이션 환경

작동 환경

실제작동

적 효과, 이해관계자의 동의,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개념검증부터 시범사업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향후 5년 이상의 중기 기술개
발은 높은 실패위험을 안고 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회환경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개념검증
(Proof of Concept)

기술검증
(Validation)

기술구현
(Demonstration)

시범사업
(Pilot Project)

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축적하려면 기술개발의 매 단계마다 실증과정을 착실
히 수행해야 한다. 실증이 기술개발의 부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과정으로 인식될
때 스마트시티 신전략이 추구하는 전략목표들을 보다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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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포토스케치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아시아·태평양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성장하다
사진 고인순

World
Smart
City
Week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2018)’가 지난 9월 17~20일 킨텍스와 코
엑스에서 열렸다.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
트시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아·태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치러져 많은 관
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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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 슬로건으로
총 24개 프로그램 진행

개막식 후 국내외 관계자들이
스마트시티 관련 부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기업·국제기구

17일부터 20일까지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관계자뿐만 아니

크’를 개최했다.

라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는 한국 스마트시티를 홍

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보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국가 간 네트워

9월 18일 킨텍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유영

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다. 지난해 9월, 스마트

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

시티 유관행사를 통합·연계해 월드 스마트시티

부 제1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위크를 첫 개최, 57개 국 약 1만 3,000명 관람

장 등 세계 30개국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객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를 홍보한 바 있

오명 전 부총리와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사인

다.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로는 아·태 지역 최대

‘ConsenSys’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샘 카

규모를 자랑한다.

타스(Sam Cassatt)가 기조연설을 했다. 참석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

자들은 개막식 후 전시관으로 이동해 부스 곳곳

복한 도시(Smart City: For Better and Happy

을 둘러보면서 한국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진행

Life)”를 슬로건으로, 전시, 글로벌 교류 프로그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램, 컨퍼런스, 지자체·기업 대상 행사, 국민참여

코엑스에선 9월 17일 전날 한-아세안 인프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행사 등 총 24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스마트

장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8일부터 20일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티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핵심 공간으로

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도 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목받는 만큼, 이번 행사에선 스마트시티 관련

행되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한
스마트시티 한국관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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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시티 현재와 미래 보여준
한국관 통합 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번 행사에 참여

전라남도, 고양시, 남양주시, 김해시, 부천시, 인

하여 스마트시티 한국관 통합 전시와 함께 스

천경제자유구역청 등도 스마트시티로서의 면모

마트시티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페

를 소개했다.

어, 기술발주처 설명회,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행사장 안쪽에는 스마트시티 중소기업·스타트

창업 경진대회,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

업이 한자리에 모여 보유 기술을 선보이는 스

나를 주관했다.

마트시티 우수기업 테마관이 들어섰다. 국토교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시티 한국관, 국내 도시관

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들 기업에 부스 참가비

(9곳), 기업관(110개 사), 해외관(8곳) 등 대규

를 지원하고, 기술 평가로 우수한 기업을 10개

모의 부스가 차려졌는데, 전시관 중 가장 주목

선정하여 시상도 진행했으며 수상팀은 향후 국

받은 부스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제안 시 우대할 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한국관이었

획이다.

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스마트시티 한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9월 18일 킨

국관 부스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

텍스 302호에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사업화

원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IR)도 개최했다. 투자

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국가 차원의 스마트

설명회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이 발표하고,

시티 시범도시, 실증도시 관련 정책·기술·서비

투자자와 1:1 상담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를 홍보했다.

같은 날엔 기술발주처 설명회도 주관했다. 스마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가

트시티 관련 국토교통 R&D 성과를 공공시장이

두드러졌다.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

보다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초청해 기술

구광역시와 시흥시,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우수성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 스마트시티 관

5-1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의

련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관·기업들의 좋은 반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대전광역시,

응을 얻었다.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테마관 전경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 프로그램 중
우수기업 테마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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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 참석해 성황 이룬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같은 날 킨텍스 306

재단 본부장과 성지은 STEPI 박사, 이정훈 연세

호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대 교수가 서울시 공공-기업-시민 파트너십 사

혁신성장동력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초청연사

례, 리빙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의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이와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9월 19일부터

세미나는 ‘스마트시티와 혁신성장’을 주제로 스

20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프로그램 중

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와 도시혁

발원, 스마트도시협회와 함께 스마트시티 서비

하나인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서

신, 스마트시티와 시민참여 등 총 3개 섹션으로

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주관했다. 스마트시

진행된 컨퍼런스

나눠 이뤄졌다.

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시민, 예비창업자, 공

첫 번째 섹션에서는 박정수 대보정보통신 부회

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

장, 조영임 가천대 교수, 차인혁 SKT 그룹장이

례, 창업 아이디어 등 총 3개 부문의 공모를 받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아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해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박경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는 4차 산업혁명

식 이에스이(주) 대표가 중국 스마트시티의 혁

을 실현하는 핵심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

신 사례를, Jo Arne 에릭슨LG 스마트시티 포

는 스마트시티의 모든 분야를 두루 살펴볼 수 있

트폴리오 매니저가 스웨덴, 김창규 다쏘시스

는 기회가 됐다. 올해 한국은 스마트시티 시범도

템 본부장이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혁신 사례

시와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야심차

를 소개했다.

게 추진하고 있어 내년 3회 행사를 더욱 기대해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정우 서울디지털

도 좋을 듯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개최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나에서
에릭슨LG의 스마트시티 포트폴리오 매니저
Jo Arne가 덴마크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전시관

대구광역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개발 중인 시흥시 전시 부스

국토교통 r&D 성과 중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시티 발주처 설명회
9월 18일 개최한
스마트시티 기업 투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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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스페셜 인터뷰

수평적인 거버넌스, 적극적인 시민 참여, 혁신,
스마트시티 인더스트리 생태계 조성이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을 실현시킬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을 이끄
는 조대연 단장을 만나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한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들어봤다.
글 임영현 사진 LS스튜디오

한국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뤄냅니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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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
을까요?

시통합센터를 설치하고,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

A.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합니

습니다.

Q. 한국이 스마트시티를 최초로 시작
했음에도 해외와 기술 수준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다. 200가지가 넘죠.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이후 2008~2009년쯤 주로 유럽에서 에너지나

A.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은 주로 공급자 위주로

도시 인프라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교통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많이 개발되기 시

시작했고,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관리센터가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

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데, 2008년 계

하면서 통신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변

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

획에 들어가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이뤄지는데,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서는 도시 안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본

위기의 영향으로 모바일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로

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스

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스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는 스페인 바르셀로

트시티 기술 격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스마트시티가 한국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

있어요. 스마트시티로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

로 부상했습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스마

로 관리하는 쪽으로 기술 중심의 도시를 추진했

Q. 세계에 많은 스마트시티들이 있는
데요, 해외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요?

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스마트시티 월

트시티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 한국이 스

드 엑스포 콩그레스(Smart City World Expo

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생

A. 스마트시티를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한 나라

Congress)’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합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는

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동탄

이들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에 비해 현재 한국 스

서울과 인천 송도이며 특히 서울시의 교통 상황

신도시에서 유비쿼터스시티가 최초로 시작했습

마트시티 기술은 다소 뒤쳐진 상태입니다.

을 총괄 관리하는 토피스(TOPIS)는 세계 최고

니다. 당시에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바탕으로 도

수준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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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이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도하
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까요?

낙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이 모든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부처나 단위 부서의 노력으로는 스마트시티 발

는 드물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대상으로 관련 교

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스마트시티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해

두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일방적으로 정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성공할 수

이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부분은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스마트시티를 통해

없어요. 시민들이 어떤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싶

강화하는 혁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

스마트시티 인더스트리가 성장할 수

서 도시가 경쟁력이 생기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은가에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모습이 상당히 달

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이끌

라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에 스마트시티 인더스트리가 성장할 수 있는 생

이러한 생태계 조성에는 정부와 민간,

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스마트시티를 발

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

시민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시키려면 정부 각 부서간, 부처간 공통의 협력

최대한 유도할 수 있어야 하죠. 스마트시티는 고

에는 정부와 민간, 시민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

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란 워

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들

요합니다.

Q.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수출
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 한국 정부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South Saad Al-abdullah New City)’의 마스
터 플랜과 실시설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

세대마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서비스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

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 플

링할 수 있는 오토미터링시스템도 필요하죠. 이

의 참여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

랫폼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한 사례가 있

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실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시

지만 스마트시티 수출이 본격화됐다고 보기엔

는 체제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어요. 그 과정까

민들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아이디

아직 일러요. 한국전력 같은 국내 공기업들을 중

지 상당히 힘들죠.

어를 제공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이 필요

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려는 분위기가 조

이렇듯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기까지 투자가

합니다.

성되는 상황입니다.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들은 당장의

그래서 현재까지 스마트시티가 주는 혜택은 교
통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교통정보를 제

Q. 스마트시티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
게 바꿔놓을까요?

공해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도록

A.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스마

예방할 수 있어 범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재난사고가 발생했

져야 하는데, 투자가 이뤄진 만큼 효용을 발생시

을 때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해 빠른 대

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처가 이뤄지게 하죠.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실시

예로 들자면, 스마트그리드를 사용한 스마트시

간으로 모니터링해 사후 대책을 계속해서 세울

티를 구현하려면 도시 내 신재생에너지가 보급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되어야 하고, 전기자동차도 보급되어야 합니다.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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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죠. 또한 범죄 발생을 CCTV 등을 통해

지난 9월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주관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나에서 조대연 단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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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정책 리포트
_ 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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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포트
국가R&D 혁신방안

R&D

정책

리포트

정책 리포트

국가R&D 혁신방안

지난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
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한 만큼 과

글 박시정 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심에 따라,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국가R&D 시스템 전반을 대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R&D 시스템을
개선 또는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안 중심의 지엽적·단기적 접근에 그치고 연구
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만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방안에서는
R&D를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장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
하에 실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져올 이행력을 담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무엇보다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High
Risk-High Return)하고 삶의 질 향상 재난·안전 대응, 미세먼지해결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성과를 체
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는 「국가R&D 혁신방안」의 비전, 전략, 추진과제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립 배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을 제공하며 경제성장과 국
가경쟁력 향상의 원천이 되어왔다. 이는 1960년대 후반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과 1990년대 G7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연구자와 함께 효과
적으로 추진해온 성과이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같이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
운데 우리 연구개발시스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관리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발전해온 연구
개발시스템이 자율성과 창의성, 도전과 융합 등이 중시되는 현재의 혁신환경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시스템은 과거 산업화 시대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써 모방형 R&D시스템
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이후 혁신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R&D 시스템은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 공급자 중
심의 R&D 관리제도들은 과거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목표지향적인 대형 연구개발사업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
고 있고 지적받고 있다. 또한 1991년 도입된 기관운영평가제도와 1996년 도입된 연구과제 중심의 연구비 지원 시스
템(PBS)은, 당시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팀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제는 출연(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질적 성장을 위한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R&D시스템을 선도형으로 혁신하고자 몇 차례의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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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구현장의 변화까지는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잦은 개편으로 혁신을 주도할 거버넌스가 미

development

약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문재인정부에서는 R&D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혁신본부로 위탁하는 등 혁신본부의 R&D 관련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R&D혁신의

큰 틀을 제시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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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정부의 r&D 혁신 비전 및 추진방향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문재인 정부 R&D 혁신의 비전은 ‘R&D 시스템을 대혁신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R&D의 방향을

첫 번째 전략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인 지원체계 강화이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급자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국가R&D가 특정

중심의 복잡한 법·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간다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
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나간다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공계 연구자로, 또는 혁신적 창업가

먼저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위험 혁신형(High Risk-High Return)의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

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은 정부

대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R&D 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미래융합선도

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사회에 어떠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2022년까지 ICT 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투자(’18년 현재 약 11%)

한 기술이 필요한지, 목표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R&D 투자, 산학연 연계, 규제 개선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

하는 등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Challenge 방식, Prize형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프로

이다. 특히 재난·안전, 건강, 환경 등 국민 생활 및 사회문제와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

그램을 도입해나간다. 또한 과제선정·평가나 관리체계를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성실실패 인정 등

이다.

평가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국가R&D 혁신 추진방향

그리고 연구개발 기획-선정-평가-보상 등 R&D 프로세스 전 과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연구관리규정의 일원화·간소화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인 ‘「(가칭)국가연구개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별 또한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현재 17
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하며, 20개의 과제지원시스템
도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그간 개별사업 중심의 R&D투자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무인기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제도, 정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지원하는 ‘패키지형 R&D 투자시스템’을 도입하여 R&D 투
자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3.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국가R&D 혁신방안은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전략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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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➊ 연구자 중심으로 R&D 지원시스템 혁신
➋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➌ 고위험 혁신형 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➍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➊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 R&D 지원 확대
➋ (공공(연))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➌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➍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➎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➊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➋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➌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➍ 과학기술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전략 2] 혁신주체 역량 강화
두 번째 전략은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 지역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이다.

먼저 대학의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선택
할 수 있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대폭 확대(’18년 1.42 → ’22년 2.5조원)하고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
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간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연구자 권익도 강화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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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위주의 지역R&D 투자가 실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앞으
로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정부가 역매칭하는 등 지역이 장기적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해가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
이다.

[전략 3]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세 번째 전략은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 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성장동력 창출, 산업발전 등과 같은 경제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혁신성장 뿐 아니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 생활 속 문제해결과 같은 사회적인 기여를 확산해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혁신성장과 관련하여는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시티, 가상증
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
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 등의 13대 혁신성장동력도 맞춤형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발된 기
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
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는 공공연구소와 기업, 지역 R&D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대대적으로 혁신해나
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민 생활문제 해결 분야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해, 환경, 건강, 범죄 등 국민 안전·안심을 위
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에 대해서는 문제발굴부터 실증·평

과거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과 우수인력을 공급하던 공공연구소들이 대학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을 잃어

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가고 단기·소형·현안과제에 매몰되어 있는데, 공공연구소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연구소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
행하고 단기·현안위주의 미션에 몰두되어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무

4.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를 명확히 해주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연구과제 중심 지원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등을 개선하며, 또한 연구기관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역량 중심으로

이번 혁신방안에서는 혁신방안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참여정

기관평가제도를 개편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현안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
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과학기술부총리(의

또한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기업R&D 지원으로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R&D 지원체계를

장)와 12개 부처의 관계장관들이 과학기술 현안을 논의해왔던 중요한 회의체로 이번에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관계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혁신 관련 현안들을 장기적·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과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R&D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사람 중심의 선도형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혁신성장과 국
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
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2년까지 각각 6,000명(현재 약 3천여명), 30%(현재 약 21%)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계선도 연구자 수(논문 피인용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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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명

6,000명

2016년

2022년

전체 창업기업 중 혁신형 창업비율(OECD)

21%

30%

2014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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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 기술

철도 기술 발전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철도 이용률이 높아져 점차 철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철도 이용객의 승차감 향상, 차량 내 환경 개선, 역사 내 각종 편의 시설 및 역사 내 쾌적한 환경
구축,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 시스템 및 안내 시스템 개선 등 철도 이용객의 여정에서 필요한 각종 시설에 대한 편의성
개선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철도 이용객의 고령화 및 다양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편의성 개선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
는 전국 총 14,963천명으로 총 인구대비 28.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철도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시각장
애인의 경우에는 승차 안내전광판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TAGO, ALGOGA, TOPIS, GBIS 등과 민간포털사이트에서 운영
하는 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등이 대표적인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주체별로 특정 교통 수단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대중 교통수단 정보를 고려한 연계정보 서비스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보 수집은 버스, 철
도, 항공 등 각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기관을 통하여 수집하고 일정 가공단계를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이용자의 위치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환승센터에서 환
승하기 위해 필요한 환승지점의 위치, 환승지점까지의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등의 정보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

글 안태기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혁신연구소
스마트모빌리티연구팀

트폰의 등장으로 무선인터넷, GPS, 전자나침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카카오, 네이버 등의 포털서비스업체와
개인개발자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교통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 버스 및 철도 정보서비스
의 경우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이용자 위치 및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공공부분처럼 통합정
보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차량정보(온도, 혼잡도, 소음, 공기질, 차량위치 등), 역사정보(역사 맵, 시설
물 표준노드, 링크, 혼잡도, 공기질 등), 철도 이용객 실내·외 위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가공된 정보들의 표준화된
“철도 이용객 정보 데이터셋”으로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철도 이용객에게 정보제공 하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고,
철도 이용객 정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각 운영기관 데이터 및 산재되어 있는 철도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실내외 또는 교통수단에 따른 상황별 정보제공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oor-to-Door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내 편의 시설 정보 및 환승정보 위치 등을 연계한 길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상황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론
1. 과제 개요
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 기술 개발의 목적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철도 이용객 중심의 프리미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이용객의 편
의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 이용객 정보의 표준화 및 핵심기
술 개발이다. 철도 이용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철도 정보에 접근하
고 이용 할 수 있는 단절 없는 철도 이용객 정보제공 기술 표준화 및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하여 철도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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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및 정보를 표준화하고 철도 유관기관 간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표준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였다.

철도 이용객 정보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철도 서비스 구간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철도 이용객 데이터 표준규격서는 철도 운영기관별 보유한 정보들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의 정보 서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 발생장소, 철도 종류, 공개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정보 발생장소에 따라서

비스 단절을 방지하여 철도 이용객이 최적의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규격

는 차량정보, 역사정보, 운영정보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철도 시스템에 따라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 및 도시철

을 정의하고 있다. 철도 이용객 정보 표준 규격서에는 기술개발의 구성 및 역할 구분 정의, 관련 용어 표준 정의 및 메타

도로 구분될 수 있다.

정보 생성, 표준규격서 일반 사항 범위 및 기준제정, 표준규격서 기술 사항 구성 및 표준 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수행하였으며, 1세부과제는 정부, 철도 운영기관, 기업, 민간에서 철도 이

있다. 철도 이용객 데이터 표준규격서는 철도 이용객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각 철도운영기관의 철도 정보를

용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및 제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철도 이용객 정보

수집, 가공,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하며, 표준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 성능 및 요구사항 등은 철도 이용객 정보 공유 시

인프라 구현을 목표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2세부과제는 1세부의 다양한 데이터와 실내측위기술, 최

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술이 반영 되어야 한다.

적경로기술 등을 융합하여 이용객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필요한 정보를 단절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D2D
표준규격서 주요 내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표준규격서 일반사항

- 개념, 필요성, 목적
- 철도 이용객 정보 적용 범위 및 기준
- 철도 이용객 정보 적용 대상
- 철도 이용객 정보의 용어
-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관련 법/근거

철도 이용객 정보 표준분류체계

- 대분류 : 3개 항목
•역사정보, 운영정보, 차량정보
- 중분류 : 18개 항목
•역 일반정보, 역 주변정보, 호선정보, 차량 일반정보 등
- 소분류 : 76개 항목
•역명, 역위치, 역구조, 화장실, 호선정보, 차량편성정보 등

철도 이용객 정보 공유 시스템
철도 이용객 정보 공유시스템은 크게 수집, 관리, 포털의

철도이용객 정보 수집 시스템 구성도

3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철도 이용객 정보 수집
시스템은 철도 이용객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차량, 역
사, 운영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적데이터(역명, 역사 시
설물 등) 및 동적데이터(실시간 차량위치, 실시간 온도정
보 등)를 포함하는 철도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이다. 즉 이 시스템은 표준규격서 기반으로 역사, 차량,

2. 주요연구내용

운영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명과 역위치

[1세부] 철도 이용객 정보 표준화 및 실용화 기반 구축

등과 같이 변화가 거의 없는 정적데이터 수집시스템과

1세부 과제는 정부, 철도 운영기관, 기업, 민간에서 철도 이용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표준화 및 제도를 구축하고, 정

실시간 열차위치 정보와 같이 계속 변화하는 동적데이터

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철도 이용객 정보 인프라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철도 이용객 정보 인프

수집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라 구현을 위해서는 철도 이용객 데이터에 대한 표준규격을 정하고, 정해진 표준규격에 따라 정보를 수집/관리/제공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는 표준 DB로 관리되어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정적데이터수집시스템을 통하여 철도 운영기관은 기관별로 부여된 권한으로 해당 역사, 차량, 운영데이터를 입력, 수

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파일 또는 API형태로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정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으며,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를 포함한 동적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정적데이터와는 다르게 별도의 자동 수집 시스템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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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용객 정보 표준화

필요하다.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는 철도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이지만 열차 위치 관련 원천 데이터는

철도 이용객 정보는 철도 운영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 관리 되고 있으며 철도 유관기관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인터

열차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호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외부망과의 연계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철도 시스템

페이스가 없어 철도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철도 운영기관별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은 국가 정보 기반 시설로서 외부망과의 연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외부망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보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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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많은 보안 설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방화벽, VPN 등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노선마다

철도 이용객 정보 포털 시스템

각각 다른 통신 프로토콜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철도 이용객 정보 포털 시스템은 표준화되고 통합된 데이터를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 시스

본 과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의 열차 운행정

템을 통해서 데이터 또는 API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시각화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보 수집기술을 개발한다. 열차 운행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캡쳐하여 화면 내의 내용을 영상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있다. 이 포털 시스템은 전국 최대의 철도데이터 포털로서 800개가 넘는 통합데이터

이용하여 다시 데이터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존 신호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통신

파일과 60개가 넘는 API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프로토콜에 독립적이며, 철도 운영기관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보안에 매우 유리하다.

는 운영기관 중 일부 운영기관에 적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상 분석기 하나만 설치하면 되므로 기존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철도역사내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역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승강장 이격거리에 따른 탑승

이다. 이 기술은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노선과 인천, 우이신설선 등 수도권 노선 등 13개 노선에 이미 적

안전정보, 차량 호차별 역사내 이동시설 연계 정보, 역사내 교통약자 시설물 안내정보,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엘리

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베이터 이동경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철도 이용객 정보 관리시스템

철도이용객 정보 포털 시스템 구성도

철도 이용객 정보 관리시스템은 수집기술을 통해 축적된 미검증된 철도 이용객 데이터를 품질정책에 의해 관리하고
가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미검증된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관리기
술의 품질정책 및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결과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품질
이 보증되는 운영 데이터는 정적데이터와 동적데이터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처리하
며, 크게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로 분류된다. 파일데이터와 오픈API는 데이터 제공기술로 데이터 유형, 종류, 타입
등이 관리되며 포털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된다. 철도 이용객 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철도 이용객
정보 수집 관리시스템DB는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품질 인증 평가 실시 결과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
득하였다.

철도이용객 정보 관리 시스템 구성도

[2세부] 철도 이용객 중심 정보제공 기술 개발
2세부는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자(외국 관광객 포함)에게 교통수단과 환승시설에 관계없이 단절 없는 교통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철도 중심의 정보제공 표준화에 기반한 철도이용객 정보제공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철도이
용객 정보제공 표준화를 바탕으로 철도정보, 버스정보, 공유자동차정보(렌트카, 카쉐어링, 택시등), 공유자전거 등을
통합하여 “더 스마트한 철도 이용객의 접근교통 이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 이용객에게 차량 내비게이션인
T-map과 김기사에 버금가는 철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와 타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기술, 철도 이용객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 D2D App 개발, 철도 역사용 Wifi 기반 실
내측위 기술 개발, 마커 기반 실내측위 기술을 활용한 보행내비게이션 개발, 이용객 유형별 경로안내 알고리즘 개발을
통하여 Smart D2D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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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요소기술

As-Is

TO-BE

기존 시스템은 자동차/버스/철도 등의 정보 유통이 단절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
결하고, 실시간 기반의 One-Pass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분산운영 교통정보를 통합하고 타 교통수단과 철도역까지
의 연계 교통수단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철도정보와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GPS 음영지역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터널 및 지하, 역사시설 공간 등의 GPS 음영문제를 극복하여 실/내외 단
절 없는 철도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에 적용가능한 스마트폰 카

① 철도와 타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기술

메라와 마커를 활용한 실내측위 기술 개발을 개발하였다.

대중교통 혹은 승용차의 분리된
각각의 경로안내 제공

복합교통수단(Park&Ride, 카쉐어링)
경로안내 제공

smart D2D 시스템 구성도
① 전체경로 안내

② 대중교통 세부정보 안내
출발지
도보
5분

② 철도 이용객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 D2D App

BUs
sTOP

각각의 수단에 따른 독립적인 App을 통한
경로안내

sUBwAy
sTOP

하나의 App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경로안내 가능

④ 철도 환승 네비게이션

버스
10분

철도
10분

③ 철도 정보 안내

sUBwAy
sTOP

(환승정류장)

철도
15분

⑤ 최종목적지 안내

sUBwAy
sTOP

③ 철도 역사용 WiFi기반
실내측위 기술 개발

도보
10분

철도역사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기존 측위 기술 적용 불가

전파 필터링 및 알고리즘 수정을 통한 철도
역사의 환경을 고려한 측위 기술 개발

④ 마커 기반 실내측위
기술을 활용한
보행내비게이션 개발

3. 향후 발전 방향 및 결언
스마트폰 중 IOS 운영체제 보안 문제로 인해
실내측위기술 적용 불가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는
실내측위 기술 개발

철도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통합되어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인프라의 가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 이용객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을 중심으로 오픈API 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많은 서비
스가 발생되고 있다. 전국실시간 열차 운행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역사 이용정보 제공 시스
템, 각 철도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시스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 앱 또타지하철 서비스,

⑤ 이용객 유형별 경로안내
알고리즘 개발

부산서면역 대합실 DID설비 정보제공시스템, 대구 상인역, 부산 서면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 일체형 정보제공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정보는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의 유형별 구분 없이
최단거리 기반의 경로안내

이용객의 유형에 맞춰 안전, 환경을 고려한
철도 중심의 경로안내 알고리즘 개발

또한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신정네거리역~잠실역 구간에 GPS 음영구간 측위기술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
의 이동정보는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철도교통 정책수립 및 평가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관
광객의 빅데이터 기반 소비행태 및 관광행태 분석과 관광상품 개발, 철도 운영기관 부가가치 창출 등에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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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D2D 시스템

을 것이다.

Smart D2D 시스템은 이용객의 유형에 맞춰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단 한번의 검색으로 단절 없이 철도, 버스, 보행

폐쇄적인 철도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내측위기술 등을 활용

등의 다양한 복합 교통수단을 활용한 경로를 안내해주는 종합경로안내 시스템이다.

하여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교통 행복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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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리 핑

Global Lounge

미래도시의 차세대 교통수단, 에어택시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영화 같은 일이 곧 현실이 될 전

생활의 미래

망이다. 헬리콥터보다 작고 조용한 운송수단 ‘에어택시’가 개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에어택시(Airtaxi)’는 여객과 화물운송
을 목적으로 공항 사이를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를
부르는 단어였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과 함께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이 굳이 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활주로나 공항 같은 넓은 공간이 아니어
도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어택시는 도심 속에서
자유로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환경오염과 소음을 줄이며 교통체증이 없애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스마트시티에서 안방 창문을 통해 택배를 받는다?!’ 만화에
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
혁명이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를 성큼 당겨온 것이다. 상상이 상식이 되는 시대, 우리의 일상을
바꿀 혁신 기술들을 살펴보자.

지난 2월, <가디언>지에 따르면 ‘에어버스(Airbus)’, ‘우버(Uber)’, ‘이볼로(E-VOLO)’ 등 총 19개의 기업들이 개인
비행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머지 않아 도시와 공항을 잇는 무인 ‘에
어택시’를 개인이 이용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에어택시의 등장은 도시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가장 앞서나가는 곳은
두바이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도시교통의 25%를 자동운송수단으로 바꾼다는 스마트 자동이동전략으로 에어택시
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세계정부 정상회의 기간 중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두바이 당국
은 사업 및 기술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친 후 조종사 없이 자동 운항하는 2인승 드론인 독일의 이볼로와 에어택
시 공급계약을 맺었다. 우버는 플라잉카 프로젝트의 첫 도시로 두바이를 선정,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기간 중 시범운
행 할 예정이다.
지상을 달리던 차들의 변신도 눈에 띈다. 2018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 자동차와 에어 차량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한 차
량이 등장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출시된 PAL-V의 ‘리버티(liberty)’는 자동차와 헬리콥터를 반씩 섞은 디자인을
가졌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자동차로, 자동차 모드에서 최대 시속 160㎞이며 헬리콥터 모드에서는 최대 시속
180㎞로 비행이 가능하다. 2016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에어택시를 시험해온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이항(Ehang)은
안정감 있는 시험 비행으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항은 지금까지 40명의 언론인과 정책 관계자들이 이 비행체를 타고
시속 129㎞로 중국 남부 도시 광저우에서 15㎞ 구간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항 측은 에어택시가 태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트럭의 절반에 불과한 소음에 헬리콥터보다 높은 안전성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도 줄인 비행이동수단.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와 미래 산업의 가장 큰 동력이 될 차세대 교통수단의 등장, 바로 지금 우리가 에어택시
의 실용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스마트시티의 기준, 퀘이사이드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스마트시티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 퀘이사이드(Quayside)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이다.
퀘이사이드는 캐나다 토론토의 남쪽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경기가 쇠퇴함에 따라 대표적인 저개발지역으로 남아 있
었다. 이에 도시재생 전문기업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는 총 개발비 10억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
입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드워크랩스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사물인터넷(IoT)중심의 IT기술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재와 구조, 교통의 방법
과 처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모듈러 주택 그리고 지
하터널과 결합된 쓰레기 화물 수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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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워크랩스는 교통을 위해 개인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자율주행차량인 ‘택시봇(Taxibot)’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는 북미까지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별 전기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보급율과 사용방법도 변화하

택시봇은 일종의 자율주행택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율주행택시와는 그 궤가 다르다. 단순한 차량 공유가

고 있다. 중국의 무거운 납 배터리 전기자전거는 20㎞ 속도로 페달링 없이 운행돼 저속 전기스쿠터 형태로 변형되는

아닌 동시에 여러 명의 승객이 차량을 공유하는 ‘승차공유’가 기본운영방식이다. OECD 산하의 국제운송 포럼이 포르

추세다. 유럽의 경우, 페달링 보조방식인 PAS 시스템만 전기자전거로 인정되고 있다.

투갈 리스본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대형교통수단과 택시봇을 같이 운행하면 절반 이하의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한

전기스쿠터·자전거 등 두 바퀴의 운송수단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기업도 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만 자전거·스

다. 택시봇과 대형교통수단의 비율에 따라 최대 90%의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쿠터 공유 서비스 허가를 신청한 기업만 12개에 달할 만큼 시장이 성장한 영향이다. 그에 따른 전기스쿠터 공유기업

한편, 퀘이사이드 프로젝트의 건축방식으로 제안한 모듈러 주택은 도시인구증가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조립식 주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비 바이크, 오바이크, 오포, 모바이크 등 기업 4곳이 사업을

택을 말하는 모듈러 주택은 좁은 공간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다. 이동과 해체가 간편하며 기술 개발

시작했다. 이중 고비 바이크는 경쟁에서 밀렸으며, 전기스쿠터 기업들은 벨리브는 자전거 공유서비스, 시티스쿠트나

에 따라 부분적인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사이드워크랩스는

쿠프같은 전기 오토바이 공유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작년 창업한 버드도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

이런 모듈러 주택과 건물, 공공장소 곳곳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은 앱으로 스쿠터를 찾아 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라임은 전기 스쿠터와 자전거 공유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다. 이 시스템은 대기오염, 소음, 기온 등 친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다. 한편, 차량 공유 업체 우버도 전기자전거 시장에 뛰어들어 자전거 제조하고 납품 업체인 모티베이트를 인수할 계

도시 지하에는 유틸리티 터널을 건설해 수도관과 송전선을 배치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터널은 쓰레기와 화물 수

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열풍과 그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확장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송의 통로가 된다. 특히 로봇을 통해 폐기물 등을 분리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운송하기 때문에 탄소발생량을 획기적
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과 로봇을 통한 배송의 진화

퀘이사이드 프로젝트는 지향점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첨단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도시문제를

배송 서비스에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배송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덴버,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의 도

작업과 로봇 물품운송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드론은 ICT 응용

시들이 사이드워크랩스의 다음 행선지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을 만큼 퀘이사이드의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이

산업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서 거대한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군용 및 대테러 용도에서
부터 최근 택배 배달, 식당 서빙, 심지어 셀카용에 이르기까지 실생활

전기자전거 세계적인 열풍

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아마존’이 물류창고 내 물품 이동을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두 바퀴’ 열풍이 뜨겁다. 전기자전거(Electric Bicycle)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파리 모양의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드론

기모터 동력을 장착한 이륜자전거로, 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은 발톱으로 제품을 잡아 쥐며 이동용 프로펠러를 갖춘 구조로 돼 있다. 부유성 에어백, 제품을 잡는 발톱, 그리고 물품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Throttle’, 전기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모터의 동

을 들어 올린 후 이송시키기 위한 프로펠러가 장착돼 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드론을 음성명령이나 손짓에 따라

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특허기술과 함께 배송의 혁신을 가져올 핵심병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그리고 위 두 가지 구동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자전거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이동수단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배송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소포배송과 관련, 최근 드론에 센서를 심어 음성명령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탁월한 경제성과 덤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차량 공유 시장의 틈새이면서 시너지효과를

이나 손동작에 따라 반응하도록 한 ‘인간과 무인항공기 간 상호작용’이라는 미국특허를 받는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며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가 좁은 도심 지역에서 사용자의 이동 효율성을 돕는 장점이 있다.

어, 드론 기반 소포택배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 서비스의 도입으로 도심 내 고객에게 2.27㎏의 소포를 30분 내에 배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 지원이 늘어난 건 최근의 일이다. 전기자전거 시장을 미리 예견하고 대중화시킨 국가는 일

송하게 된다. 소포를 배송 받는 고객은 자신의 집 마당까지 온 드론에게 손짓과 음성을 통해 소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본이다. 그 후 최대의 폭발적인 자국 수요로 전기자전거를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격상시킨 중국, 친환경과 경제성은

고객의 반응을 토대로 패키지를 내려놓거나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배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물론 첨단 전기자전거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는 유럽, 넓은 대륙을 종횡무진 누빌 수 있는 고성능 전동이동수단 사랑받

드론 배송에 이어 로봇배송을 시작한 중국의 배송 전쟁도 뜨겁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은 베이징에서 물건을
담아, 행인도 피하고 신호등도 지키는 배송 로봇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 인민대학 교정에서 배송 로봇을 시작
한 이후 도심 서비스에 나섰다. ‘징둥’의 X사업부는 배송을 위한 무인차 본사를 ‘창샤’에 설립하며 배송 무인차량
과 로봇 시대를 열었다. 유통기업 쑤닝도 배송로봇 ‘워룽’ 운영에 돌입했다. 매장 주변 3㎞ 범위에서 온라인
주문 ‘1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업 쑤닝은 사족 보행 기술도 개발하여 워룽의 엘리베이터 탑
승도 가능해진다. 배송로봇 개발의 핵심은 ‘최후 1㎞’라 불리는 마지막 구간, 즉 차로 이동한 택배를
집 앞까지 옮기는 기술이다. 자율배송서비스에 발맞춰 무인차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알리바
바도 무인차와 배송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는 ‘퀵트론’ 등
협력사와 0.5톤 화물 적재가 가능한 무인 운반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간편하고 빠른 배송을 위한 드
론의 진화와 다양한 배송방법에 따른 뜨거운 경쟁이 그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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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브 리 핑

쉼표 하나

고요하고
아늑한 정취

서울 4대 고궁을 걷다
글 이성주 사진 한국관광공사

깊어진 가을하늘을 따라 걷고 싶다면 고궁으로 가자.
조용한 매력을 가진 고궁을 걷다 보면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의 운치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서울 도심 속 4대 고궁을 소개한다.

600년 조선 역사의 기록

경복궁
조선 역사의 자취를 만날 수 있는 경복궁. 조선 시대에 건축된 다섯 궁궐 중 첫 번째로 지어진 궁궐로
‘경복’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졌다. 옛 육조거리였던 세종로에 위치한 광화문 너머에 위치한 경복
궁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중심 역할을 해왔다.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경복궁의 넓고 여유
있는 감성을 만날 수 있다. 근정전으로 향하는 확 트인 공간을 거닐면 옛 조선으로 돌아간 듯 고요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근정전을 따라 임금만 다닐 수 있는 길, 어도를 걸어보자.
어도를 중심으로 계급에 따라 서는 위치도 달라서 동쪽은 학자들이 서는 문반이라 했으며 서쪽은 장
수들이 서는 무반이라 불렀다. 그야말로 가장 조선다운 발상이자 문화가 깃들어 있는 길이다. 대칭구
조를 가진 경복궁의 건축구조는 왕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어 경복궁을 통해 조선의 위엄을 느낄 수 있
다.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원한다면 궁궐을 에둘러 걸어 연못과 뜰이 아름다운 경회루와 향원정으
로 가도 좋다. 경회루는 왕이 신하들과 규모가 큰 연회를 열었던 곳으로 웅장한 연회장소로 가뭄이 들
면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였다. 북쪽 후원으로 가면 만날 수 있는 연못 가운데 놓여있는 향원정은 아늑
한 공간으로 걸음을 늦춰 천천히 걷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다. 옛 경복궁을 되찾기 위해 복원사업을 하
고 있으니 갈 때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가을의 운치를 느끼며 아름다운 조선
시대 건축 미학의 절정을 만나고 싶다면 경복궁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해설사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며
걸어도 좋고, 해가 지면 불 밝힌 궁궐의 야경을 천천히 둘러보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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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가득 도심 속 돌담길

덕수궁
정동길이라고 불리는 덕수궁 돌담길은 연인이 함께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길로 유명하다. 무성한
소문만큼 덕수궁 돌담길에 담긴 낭만과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덕수
궁은 아름다운 산책길과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역사박물관 등이 있어 문화를 즐기기 좋고 계절마다 달리 전시되는 기획전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다.
따뜻한 햇볕이 스며드는 뜰을 따라 덕수궁 정원을 걸어도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덕수궁은 다른 궁궐들
과는 다르게 서양 건축양식과 고궁양식이 묘하게 뒤섞인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아관파천 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이며 당시 대화재를 겪고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 규모가 축소된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이다. 서양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 이곳
덕수궁에도 이질적으로 보이는 유럽양식의 건물이 들어섰다. 덕수궁 석조
전은 대한제국 시절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이 고종에게 제안해 유럽풍 건
축양식으로 지은 건물로 서양식 분수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걷기 좋은 길
로 손꼽히는 정동길을 따라 달빛산책을 즐길 수 있고 덕수궁을 따라 대한제
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다. 현재 끊겨 있는 영국대사관 후
문에서 정문 구간인 70m가 연결되며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이 연결된 보행
길로 완성될 예정이이며 기존 돌담길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새롭게 정비
될 계획이다. 마음에 여유가 필요한 날에 산책도 하고 미술작품도 감상하고
싶다면 덕수궁을 걸어보자.

왕이 사랑한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조선시대 국정 운영의 중심 공간이자 왕족이 거처했던 창덕궁. 왕들이 가장 사랑한 궁궐이자 외국인
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궁궐로 손꼽는 곳이기도 하다. 안국역에서 조금 걸으면 창덕궁 입구인 돈화문
을 만날 수 있다. 진선문 사이에 있는 돌다리 금천교를 지나면 인정전을 만날 수 있다. ‘어진 정치를 펼
치라’는 뜻을 가진 인정전에서는 왕의 즉위식과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이 이루어졌다. 경복궁의 근정
전처럼 웅장하진 않지만 섬세하고 세련된 멋을 느낄 수 있다. 계속 걸어 왕이 생활했던 희정당을 지나
면 궁궐 뒤에 숨어있는 후원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왕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300년이 넘은
거목과 연못, 정자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건축과 조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졌다.
창덕궁은 자연과 한국의 정서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자
연환경에 맞게 건축된 독특한 궁궐로 정원은 물론이며 작은 나무까지도 조화롭다. 조선 시대의 미학
이라 일컬어지며 후원 북쪽 가장 깊은 골짜기인 옥류천과 연못 부용지가 있는 정원은 아름다움의 극
치를 자랑한다. 연못가에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하여 이곳에서 왕들이 쉬며 조용히 학문을
닦았던 곳이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창덕궁은 이웃
한 창경궁과 서로 다른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이 두 궁궐을 형제궁궐이라 하여
‘동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창덕궁을 거닐다 창경궁까지 발길을 옮겨 가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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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성쇠의 역사 공간

창경궁
창경궁은 궁궐로서 독립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나 당시 왕이 기거하면서 정사를 보는 궁궐로는 거의 쓰
이지 않았다. 대체로 창덕궁에 부족한 주거공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다. 다른 궁궐들과 다른 창경
궁의 특별한 매력은 서민들에게 가까운 궁궐이었다는 점이다. 정문인 ‘홍화문’은 ‘조화를 넓힌다’는
뜻으로 덕을 행하여 백성을 감화시키고 널리 떨친다는 의미를 가졌다. 이곳은 국왕이 직접 백성들을
만났던 곳이기도 했다. 창경궁은 ‘궁’ 대신 ‘원’으로 불렸던 아픈 역사를 가진 궁궐이다. 일제는 이곳에
일본식 건물을 짓고 동물원을 들이며 창경원으로 격하시키고 길을 만들어 종묘와 창경궁을 단절했다.
1911년부터 해방이 된 후 1983년까지도 ‘창경원’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경궁의 문정
전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취선당은 장희빈이 죽었던 곳으로도 유명하
다. 숲이 우거진 궁궐을 산책하면 만나게 되는 곳마다 조선 시대의 흥망성쇠를 확인할 수 있다. 홍화
문에서 옥천교 그리고 창덕궁 후원에 속하는 춘당지까지 이어진 길을 따라 창경궁의 역사를 읽어가며
걷는 것도 좋다. 게다가 창경궁과 종묘는 율곡로 육교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육교를 통해 종묘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종묘로 들어와 창경궁 관람을 해도 된다. 조선의 역사의 굴곡처럼 끊임없이 되풀
이되던 창경궁의 변화와 복원은 우리 역사를 담고 있다. 깊어지는 가을, 창경궁을 천천히 걸으며 도심
속 고궁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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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국토교통 R&D 성과 1

연구 목적

사 업 화 유 망 기 술 B u s i n e s s R & D

화력발전소에서 별도의 정제 없이 매립되고 있는 바텀애쉬로부터 미연탄소를 정제하여 발전소 에너
지 연료로 재사용하며 정제된 바텀애쉬는 친환경 건설재료 및 건설용 골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
술 사업화를 위해 하동 화력발전소 내 바텀애쉬 미연탄소 정제 파일럿시스템을 구축, 사업화 공장 착

미연탄소 정제기술로
새로운 에너지와 건설재 출현

공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성과
친환경적인 시약 개발로 경제성 확보
기존/해외연구에서는 석탄회 정제과정에서 사용된 포수제(광물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어 주는 시약)

성과명
Bottom Ash의 미연탄소 에너지화 및
친환경 건설재료 생산 시스템 개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중 10~15%를 차지하는 바텀 애쉬는 연소되지 않은 탄소(미연탄

는 1,250원/1L인 kerosene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400원/1L인 자체 시약을 개발, 광물성 오

연구 기간
2013년 6월 - 2017년 2월

소)가 함유돼 있어 건설재료로 활용 시 콘크리트가 검게 변하거나 강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

일에서 식물성 오일로 사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이 1/12에 불과하여 경제적이며 선별효

생했다. 따라서 바텀애쉬를 매립하는 비용만 1천억 원대를 지불했고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율이 약 60% 우수하다.

총 연구비
45억 7천3백만 원
연구자
강헌찬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바텀애쉬의 재활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미연탄소 정제기술인데 이 기술
이 상용화되면 건설업계에겐 바텀애쉬가 잔모래와 경량골재의 신규 공급원이 될 수 있고, 화력발전소

새로운 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

입장에선 석탄재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시약인 kerosene을 포수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된 미연탄소의 발열량이
4,800cal/g 이하로 품질이 낮지만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kerosene는 가격의 1/3 수준인 친환경적
인 시약을 사용하여 무려 6,100cal/g의 미연탄소를 회수할 수 있다. 회수된 미연탄소를 발전소 에너
지 연료 (화력발전소 석탄 기준 : 4,800~5,500cal/g) 로 활용할 수 있어 석탄수입대체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우수한 건설재료로 활용 가능
기존 및 해외 연구에서는 낮은 미연탄소의 선별효율로 인해 정제 후 바텀애쉬 내 미연탄소가 약 20%
함유되어 있어 건축재료로 활용 시 강도저하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제된 바텀애
쉬 내 미연탄소 함량이 0.25%(KS 규격 5%)로 우수한 건설재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
제된 바텀애쉬를 활용해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강한 다짐 및 증기 양생 시 일반벽돌보다 약 50% 강
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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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텀애쉬 미연탄소 애너지화기술 사업화 추진

개발된 기술은 400원/1L 폐식물유를 사용해 경제적이고 미연탄소 함량을 0.5% 이내로 정제하여 정

2018년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10개 이상의 주요 화력발전소에 기술을 확

제 효율도 높혔다. 선별 공정도 간단하여 해외 기술에 비해 생산 비용이 1/12 정도로 줄어든다.

대 보급할 계획이다.
매립지 건설비용 감소와 환경문제 해결
매립지 바텀애쉬의 재활용을 통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추가 건설비용이 필요없고 환경문제도 해결된

연구의 차별적 특징

다. 또한 기존 매립지의 바텀애쉬를 정제하면 매립지를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

Bottom ash 정제기술의 우수성
해외 선진국에서는 Kerosene을 포수제로 사용하여 회수된 미연탄소가 최대 4,800 cal/g으로 품질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이 낮으며 정제된 바텀애쉬의 미연탄소가 약 20% 함유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 기술을 통해 정제 과정
에서 약 6,100 cal/g 이상의 미연탄소를 회수하여 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정제된 바

● 기술부문

텀애쉬의 미연탄소가 0.25%로 친환경 건축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석탄 수입 대체효과 및 고부가가치 건축재로 활용
해외기술의 경우 낮은 선별효율로 인해 회수된 미연탄소가 4,800cal/g으로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불

정제 효율 높고 경제적

가능했지만, 본 기술을 통해 매립지 바텀애쉬 정제 과정에서 미연탄소를 6,100cal/g 이상으로 회수

기존 기술은 바텀애쉬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1,250원/1L의 광물유를 사용했다. 높은 비용을 지불한

할 수 있어 화력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회수된 미연탄소를 에너지 연료로 활용해

것에 비해 정제 효율은 낮고 선별 공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에너지 소비량도 많았다. 이에 반해

연간 400억 원의 석탄 수입 대체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제된 바텀애쉬를 건설용 골재로 활용하면 동
남권 지역의 골재 및 흙 공급부족 현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6,100cal_g 미연탄소(석탄 연료용)

30-200mesh 미연탄소 0.25%이하 정제 Bottom ash

Bottom ash 4-30mesh 다공체

국내 전국 화력발전소 기술이전을 통한 이익 창출
하동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본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바텀애쉬 정제 공장 운영 시 하루
수익금은 약 2천만 원/day로 약 60억 원/1년의 수익이 발생하며 본 기술을 국내 10개 이상의 주요
화력발전소에 기술이전 시 60억 원 × 10개소 = 약 600억 원/1년의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국내 화
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바텀애쉬 정제시스템 설비를 기술이전 할 경우, 약 50억 원 × 10개소 = 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석탄회 미연탄소 및 친환경 건설재료 생산 파일럿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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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Village

주목받는 국토교통 R&D 성과 2

연구 목적

핵 심 기 술 자 립 화 C o r e R & D

해상에서
에너지를 만들다

일반적으로 해양에 있는 가스전은 해저배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천연가스를 가져와 전처리 후 액화플
랜트에서 LNG로 액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LNG- FPSO는 해양에 있는 가스전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시추하여 이송에 적합하도록 해상에서 LNG를 생산, 저장 및 출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플랜트다. 기존 육상 LNG액화플랜트와 비교하여 건설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했다.

주요 성과
상용급 lNg-FPSO FeeD 패키지 개발
성과명
상용급 LNG-FPSO FEED 패키지
연구 기간
2011년 7월 - 2017년 12월
총 연구비
116억 8백만 원
연구자
김태진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에너지원의 확보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대규모 가스전들은 이미 에너지 메이저가 점유하고 있으

LNG-FPSO는 다른 해양플랜트 설비들과 마찬가지로 생산가스 조성과 환경에 따라 설계가 달라진

나, 중소규모의 해양 가스전이나 비전통 가스전을 개발하여 에너지 안보 및 사업 이득을 확보하려는

다. 이번 과제는 아프리카 해양 가스전에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KSMR 액

시도가 늘고 있다. LNG-FPSO는 중소규모의 해양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하여 이송에 적합하

화공정과 KC-1 멤브레인 탱크 라이선스를 적용, 상용급 LNG-FPSO FEED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도록 LNG를 생산하는 해상용 플랜트기술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술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천연가스 조성에 적합한 설계
최종적으로 LNG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공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각 공정마다 천
연가스 조성 및 처리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LNG-FPSO의 핵심공정은 액화공정인
데 혼합냉매를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의 KSMR을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Topside
모듈 설계 및 배치는 화재 및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유지 보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3D 모델 확보
본 과제의 설계정보를 종합하여 3D 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Topside와 Hull, 거주구, 하역 및 대피
설비를 포함한 3D 모델을 확보하였다. 최종 개발모델의 이름은 K-FLNG(K는 Korea를 의미)이다.

해외선급사로부터 기본형식인증 획득
최종 완성된 LNG-FPSO FEED 패키지는 해외 선급사(DNV-GL)에 의뢰해 기본형식(Approval In
Principle) 인증을 획득, 이는 설계패키지가 해외 선급사가 정한 설계 규칙에 부합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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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차별적 특징
국내 기술진들에 의한 기술력 확보
본 연구는 국내 기술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개념설계부터 FEED까지 수행한 개발사
례로 일련의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설계 참여범위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
현재 단계에선 해외 기술선진사와 직접적인 기술수준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본 개발을 통해 쌓은 설
계 경험은 향후 해외선진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설계참여범위 확대를 통한 이익을 개선하고 프로
젝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써 활용가치가 높다.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액화공정 차별화 포인트
액화공정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KSMR을 LNG-FPSO에 적용 가능하도록

● 기술부문

설계하였다. 이는 향후 해외 액화공정 라이선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차별화 포인트

다양한 설계노하우 축적으로 경쟁력 강화

로 가져갈 수 있다.

LNG-FPSO의 개념은 이미 1980년도에 제안되었고, 해외 선진사에서는 2000년도에 실제 프로젝
트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로 우리와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설

국내 중공업의 장점을 반영

계패키지는 LNG-FPSO의 다양한 설계노하우들이 정립되어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해외사가

LNG-FPSO 설계 수행시 해양플랜트 및 LNG선의 상세설계 및 제작경험 등 국내 중공업사만이 가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본 과제의 설계기술을 당장 적용하는 것은 제약사항이 있지만, 축적된 설

지는 장점을 잘 반영하고, Topside의 이해를 기반으로 Hull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차별화를 꾀하

계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 참여 시 위험요소 산출 및 시스템 개선에 우선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제작

였다.

과 관련한 경쟁국인 중국,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국산기자재 사용으로 부품소재산업의 내수 발판
에너지 자원에 있어 LNG는 시장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
을 최대한 활용하고 Topside에 대한 설계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시장 선점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
다. LNG-FPSO의 척당 프로젝트 규모가 조 단위 이상임을 감안할 때 본 기술개발을 이용하여 수주
시 국가의 부 확대와 고용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설계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산 기자재 사
LNG-FPSO 3D 모델 및 모형시험 모습

용 확대를 추진하여 플랜트 부품소재산업의 내수 유발 효과를 꾀하고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은
LNG-FPSO의 건조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인 기술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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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

석사 1명

해외 협업

스위스 소재 기업과 국제 가스 및 FLNG 전문가 그룹과
기술동향 토론 및 Case Study 수행

특수 성과

2016년 LNG-FPSO Topside 설계에 대하여
해외 선급사(DNV-GL)로부터 AIP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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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술

터널용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 제작 및 시공
기술

교
통
신 기 술

▶ 지정번호 : 제40호, 개발회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씨에스글로벌, ㈜천경기업

■

주요 내용

범위: 가이드롤러와 잭 압량 조절장치, 상하좌우조절이 가능한 몰드를 사용하여, 터널구간의 고무차륜 AGT 분리형 프
리캐스트 주행로(급곡선 구현 가능) 패널을 제작하고 좌우측조절기와 상하조절볼트(패널 거치대)를 이용한 시공기술
내용: (기존) 고무차륜 AGT(경전철) 차량용 주행로는 주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공사기
간이 길고, 주행면의 균열, 박락, 변형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 고무차륜 AGT(Automatic Guided Transit): 주로 15∼20km 도시구간을 무인자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 고무바
퀴로 달려 소음과 진동이 적음

개선 콘크리트 주행로를 사전에 공장에서 패널 형태로 제작·현장에 운반하여 시공하므로 현장공정이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며 간편하게 보수가 가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행로 시공

■

파급효과

3차원 입체평면을 갖는 궤도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궤도패널 자체에 완화곡선, 종곡선, 캔트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현장 시공 시에는 패널양로 후 궤도패널을 연결시켜 기본적인 방향정정 및 캔트정정 만이 필요하므로 기존 시공공정
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며, 특히 최소곡선반경 R=15m의 궤도패널 제작이 가능하여 현장적용성이 우수하고 국

주·목·하·라

내에서는 인력시공에 의한 공법으로 적용이 어려운 도상두께 부족구간이나 곡선부, 캔트 과다구간 등에서도 쉽게 적
용이 가능

세상을 더욱 빛내줄
신 기 술
다양한 분야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장과 변화 뒤에서 혁신의 기틀이 될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신기술 중 교통·건설 관련 신기술을 소개한다.
<신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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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설 방법

■

▶ 지정번호 : 제842호, 개발회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금호석유화학, ㈜한국석유공업, ㈜삼표레일웨이, ㈜태명실업,

향후전망: 과거와 달리 노후 구조물 증가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재하자율이 높아짐에따라 LCC 설계

㈜이엔이건설, ㈜케이알티씨, ㈜임진에스티

향후전망 및 파급효과

를 도입, 또한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한 선호도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재료와 공법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공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기술로 판단

■

주요 내용

범위: 개질 아스팔트(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공중합체 함유)를 적용한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도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수두께 50mm의 설계단가는 308,200원/㎡으로 매우 경제적
임.(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한 일반 원가계산결과)

침목 및 패널의 측방에 위치한 수평변위 저항장치를 이용한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기술 및 부설 방법
내용: 콘크리트 도상에 비하여 댐핑 능력이 뛰어나 열차 주행 시 충격감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질제와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고속화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중고속 대역에 적합한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
도 기술로써, 열차하중에 의한 발생응력을 최소화하고 변형이 작게 발생되도록 하면서 자외선에 민감하고 감온성이

지반앵커 상대변위 측정장치 및 그 시공기술(STK 지반앵커 공법)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용 도상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광폭침목 및 패널의 수평방향변위를 측방에서 고

▶ 지정번호 : 제842호, 개발회사 : ㈜쏘일텍코리아, ㈜천 일, ㈜건일, ㈜다산컨설턴트

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광폭침목과 패널의 슬림화가 가능한 철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기술
■
■

향후전망 및 파급효과

주요 내용

범위: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 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self indicator)를 설치하고 상대변

향후 활용전망: 자갈 궤도와 콘크리트 궤도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궤도 시스템으로써, 신속

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캡에 설치된 신호캡이 이탈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측정장

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소음·진동 저감이 탁월함으로 향후 국내외 철도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

치에 관한 시공기술

망됨.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의 원천 기술력 확보로 고속철도, 일반 철도는 물론 도시철도, 트램 등 다양한 철도 기술

내용: 지반앵커 정착장과 정착두부 간의 상대변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치하여 측정된 상대변위

분야에서의 활용이 전망되며, 특히 대륙 횡단철도 연결 시 북한 철도의 신속 개량 및 신설 등의 철도 노선망 확충에 활

와 탄성이론(Hook의 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반앵커 보유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발한 적용이 가능함
기술적 파급효과: 아스팔트 배합설계, 아스팔트 콘크리트 궤도 설계, 유지보수 기술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아스

■

팔트 콘크리트 궤도 기술은 독일,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향후 활용전망: 국내 지반앵커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철도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개발을 통한 석유화학분야, 환경분야, 시공분야, 유지보수 분야, 설계분야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실적 중 지반앵커 분야의 실적은 2013년 7,858억 원, 2014년도 8,712억 원, 2015년도 약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상호 융합되어 있는 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8,693억 원으로 추정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자연재해 및 저품질 시공 등으로 지반앵커 공용수명

향후전망 및 파급효과

증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반앵커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본 기술의 활용도는 매우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됨.
기술적 파급효과: 신기술의 핵심인 지반앵커의 정착장과 정착두부 간의 상대변위 측정을 위한 “상대변위 측정재”를 설
치하고 이를 이용한 지반앵커 보유응력 측정기술은 설치된 앵커에 대한 전수 조사가 가능하고 관리기준 초과 시 경고

힌지형 링크와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교량용 신축이음공법(JHR-eJ공법)

가 가능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원천기술

▶ 지정번호 : 제841호, 개발회사 : ㈜진형건설, ㈜쌍용건설, ㈜동일기술공사, ㈜유신, ㈜평화엔지니어링

건
설
신기술

■

주요 내용

범위: 힌지형태의 강재 링크와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으로 구성된 신축용량 35~800mm 범위의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신기술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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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겨울철 노면 결빙예측 및 융설액 자동분사장치

●

기술활용 실적

기술 활용
실적 및
기술 내용

겨울철 융설액 자동살포 장치로서 기상 정보를 수집, 저장할 뿐만 아니라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 대하여
융설액을 살포함으로써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LG전자 v-ens 인천캠퍼스 신축공사 외 7건 시공 완료(서브원)
•의정부 밀락 2지구 BRT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롯데건설)
•인천 부안고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남해종합개발)
•대전 동서대로(광로 2-10호선)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계룡건설산업)
•국도 59호선 막동-마평 도로건설공사 (효성)
•장암고가교 (의정부시)
•유치~이양 (전라남도)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강릉시)

인천 부안고가교 현장적용 전경

●

기술 내용
자동 융설액 분사 시스템

01

●

기존 기술의
문제점

•강설 감지 센서를 통한 강설 여부 자동 판단, 노면에 눈이 쌓이기
전 자동으로 제설액 분사함
•노면 감지 센서를 통한 비강설 시 노면 결빙 여부 자동 판단, 자
동으로 제설액을 분사하는 기술
•설치된 모든 분사노즐에 대하여 제설액의 분사거리가 일정하
게 하는기술
•노면을 따라 설치된 수십여 개의 분사노즐을 순차적으로 분사하
거나 선택적으로 분사하는 기술
•제설제의 적정량 분사를 위한 분사량 제어 기술
•현장 점검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터치화면을 포함한 제
어시스템 기술

기존 융설액 분사장치
- 주기적인 교체 및 유지보수 필요
- 결빙 후 융설액 살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

04

02

●

차별성 및
효과

수요처

차별성

친환경 제설액을 사용하는 예측형 결빙 방지 시스템기술

수요처

•국내외 도로 융설액 분사장치
제조 社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

기존기술 대비 성능비교 (좌:기존기술, 우: 개발기술)

06

적용처

•국내외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
융설 분야

추가기술정보
기술분류

도로교통시설>교통시설기반기술
도로>도로시설
기술수준

●

기술적 효과
노면 결빙 방지 시스템

•노면결빙 예측 및 강설 감지 시스템에 적용된 노
면상태 판정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융설 시스템이

●

경제/산업적 효과
시스템기술 구입비 50% 이상 절감

•국산화 개발로 인해 기존 수입 사용하여 고가의
제품보다 50%이상 저렴함

05

●

국내 등록특허 2건
발명의 명칭

권리현황

융설액 분사 경계블록 및 이를 포함한
융설액 분사 경계블록 시스템 기술

출원/ 등록번호

비고

10-1280979

등록

미세각도로 정역회전이 가능한 융설액
분사장치 기술

•개발된 친환경 융설액의 효과에 따라 정량적으로

10-0980361

등록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법 개발
●

•국내 최초 자사 기술로 결빙방지 시스템 개발

국내 도로안전 증진, 해외 시장 진출 가능
•기존 도로시설 및 신설 도로, 교량에 적용 가능
•관공서 및 대기업에 수주 가능
•국내 경쟁력 기반 해외 기술수출 가능

66

KAIA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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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될 수 있는 제어 기법 개발

결빙방지시스템 국산화

○
○
○
○
○
●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 수여: 국토교통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성 입증

•세계 융설액 분사 시스템 시장규모
73조 740억 원
•국내 융설액 분사 시스템 시장규모
1조 3,400억 원
기술문의

㈜리트코
이승환(031-884-9832)
stack-lee@hanmail.net
총괄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활용실
Tel. 031-389-6363
techbiz@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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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물의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중마루와
통신설비의 내진 및 면진기술

●

개발현황 및
기술내용

-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 실증실험 완료(’13.05)
- 내진이중마루 :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제어실, 과천시청, 안산시청, 한국전력거래소 전산실, 핵안보교육훈련센터
- 면진테이블 : 한국전력거래소 전산실, 성남시 재난상황실, 안양시 재난상황실, 충주시 재난상황실
●

●

기존 기술의
문제점

면진 테이블 진동대

- 진동대 시험에 의한 내진
성능평가
•패널탈락 및 전도에 의한
붕괴발생
•상부 비구조요소 및 설비
손상발생

정보 통신설비에 대한 대책 미비

- 800gal에 대한 가속도 80~90%
저감기술확보
- 상부 통신시설 기능 유지 확인

내진 이중마루 진동대

- 일반 이중마루의 경우 지진발생 시 전도에 의한 상부 탑재 설비의 손상 및 기능 정지 예상
●

기술 내용
일반 이중마루 진동대

지진발생 시 건물의 흔들림에도 진동의 전달 및 피해를 저감시켜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내진보강형 이중마루기술 및 정보통신설비의 면진장치 기술

01

시공실적

면진이중마루 내진성능 시험

- 800gal에 대한 가속도 80~90% 저감기술확보
- 통신시설 기능 유지 확인

- 800gal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이중마루의 내진성능 확보

통신 설비에 최적화된 면진기술 부족
- 건물에 대한 면진설계 대비, 기기·설비에 대한 면진기술 개발 부진

컴퓨터
지진 시 수평력

실험후 지주 및
베이스용 전경

패널의 흔들림으로 들려 올라가 탈락
프리액세스플로어 패널

실험후 헤드 및
접합부

모듈단위 면진이중마루의 진동대 시험

지주

04
수요처

02

●

차별성 및
효과

수요처

•기능유지가 필수인 관공서
•IDC센터, 전산실 및 관련社

기술분류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달리 분류
되지 않는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내진 보강기술 및 통신설비에 최적화된 면진기술

●

기술수준

기술적 효과

●

권리현황

경제적 효과

내진성 및 안전성 확보

가격 절감 (외산제품 대비 약 17%)

•비구조 요소로 지진대책이 미비한 이중마루의 내

•크기 300*900(mm) 기준 면진테이블 가격 비

●

국내 특허출원 8건(등록 8건)

●

대표특허
발명의 명칭

진동저감장치

진보강기술 확보

교시, 국내 볼베어링방식 대비 1.5%, W사 대비

•정보통신설비의 내진성능 확보

16.6%의 가격 절감 효과

•800gal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인

4,500
4,000

타용도 설비 적용 가능
•기술 활용 폭이 넓어 원전, 문화재, 송배선 등의 설
비에 적용 가능

KAIA Insight

추가기술정보

•지자체 재난상황실
•IDC센터, 전산실 등

차별성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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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적용처

4,301
3,745

특허번호

비고

10-0787494

등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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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헤드가 구비된 액세스플로어 지지구조

10-1111699

등록

•세계 내진관련시장, 2015년 시장규
모 20억 달러 예상
•국내 내진관련시장의 경우 2015년
90억 원 예상
기술문의

3,690

3,500

㈜에코닝
서대원(031-732-3702)
dwseo@econing.co.kr
총괄문의

3,000
볼베어링방식

W사

(주)에코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활용실
Tel. 031-389-6364,6417
techbiz@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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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FaQ

Q

[연구과제추진비] 세세부 내 타 공동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이 모여서 연구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부결재 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또는 전자세
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Q

[연구활동비] 계획서상 연구활동비의 항목 중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교육이 필요시 연구활동비
내의 다른 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 당초 계획하지 않은 국내외 교육훈련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 발의 하에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
능합니다.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는 경우, 과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목적 및 내용을 명

국토교통 R&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한 교육계획(내부결재 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 영수증, 교육수료증, 교육비 계좌 입금증 등으로 증빙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헷갈리거나
알 수 없어 답답했던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Q

[연구장비] 계획서 상에 산정되지 않은 시작품 제작비의 경우 연구진행 중 그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 어떤 행정절차
를 밟아 집행시킬 수 있나요?
▶ 진행하기 전에 연구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사업단장)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사항과 명쾌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R&D 관련 궁금증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Q

[인건비] 인건비 현물 단가가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
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사
전 기준을 근거로 계상해야 하는 바, 현물로 출자하는 인건비 역시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문의처

홈페이지 www.kaia.re.kr _ 참여 _ Q&A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변경(참여연구원 변경 포함)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출자 금액을 준수하

전화 031-389-6495(성과지원실)

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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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
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
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
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신청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공
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
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
심사대상으로 인정됨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알아야 빨라지는
특허 ‘우선심사제도’

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
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
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하여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
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

우선심사제도는 긴급처리를 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후 출원공고 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의심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고 있다.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고시제4조제1호)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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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고시 별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제5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다.(’09.9.1이후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 이하 ‘자체 선행기술조사’라 함)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
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
인의 특허출원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
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례 적용 특구 지정 현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에서 확인)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중소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 제11조
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
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
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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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CulTuRe
Trend 2018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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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3

공유 자전거,
두 바퀴의 진화

196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0년대 사전등록 시스템을 갖춘

기부 받은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는

동전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최초의 공유 자전거, 흰색자전거를 선보였으나

바이사이클렌 서비스가 등장하며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절도와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공유 자전거는 한 단계 도약한다.

친환경의 아이콘으로 큰 유행을 끌었다.

4

5

6

7

중국의 공유 자전거 기업,

현재 두 업체가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하고

날로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속에서

오포와 모바이크는 모든 자전거에

전 세계 1,800만여 대의 자전거들은

QR코드를 스캔해 잠금을 해제하면

친환경과 첨단기술을 모두 갖춘 교통수단,

GPS와 블루투스 장치를 탑재하여

매일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누구나 쉽게 대여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공유 자전거는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경로, 수요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공유 자전거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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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CulTuRe
특허 강좌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발명파트너 코봇(cobot)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을 코봇(cobot)이라 한다.
애초 코봇은 산업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진 협업 로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발명이라는 정신적인 창작활동에서도 사람과의 협업을 할 것이고,
인간의 공동발명자, 즉 발명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시기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없어야 특허가 된다. 실체심사라고 함은, 산업상 이용가능
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진보성이 가장 높
은 문턱으로, 상당수의 발명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
를 받지 못한다.
특허권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위험요소는 출원을 통해
기술내용을 공개하고도,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니, 진보성
이 있고 없음에 의해 특허 획득도 없이 발명을 그저 공개만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공개의 대가로 특허 획득을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
진보성이란,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글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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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판단으로 기술적 수준과 효과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

해, 약 40가지라고 정의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

를 객관화하기 위해 선행기술 대비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개된 40개 원리를 통해 발명에 적용하고 문제해결 수단을 찾는 것

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발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술요소

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딥러닝을 통해 이러한

의 조합이라고 할 때, 그러한 기술요소를 조합해 구성한 것이 얼

과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마나 어려운 일인가 혹은 그로인해 기술적인 효과가 얼마나 현저

발명과정 중에 빅데이터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한 발명의 수준이

한가를 의미한다.

나 평가까지도 스스로 가능할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은 태생적

진보성은 발명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로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

으로 진보성을 전제로 할 수 있어,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서 착안되고 기록된 발명들이다. 이를 보통 선행기술이라 부른다.

딥러닝이 충격으로 다가온 알파고 이후, 거의 모든 바둑 프로기사

즉, 선행기술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의미하며, 진보성의 판단은

들이 ‘알사범’이라며, 인공지능 바둑을 통해 수련하고 학습하고

특허청 심사관이 당업자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당업자란, 해당 기

있다고 하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발명의 특허

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된다.

청 심사관이 당업자의 관점을 가지고 선행기술과 비교하는 과정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간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나 방법

을 통해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선행기술은 과거로부터 누적

적극 이용해 발명을 하거나, 인간이 인공지능을 작동시켜 더 나은

을 의미한다. 누군가 이미 발명한 기술적 해결 원리를 파악해 새로운 문제해결에 그대로 혹은 응용하면

되므로 그 자체로 빅데이터이다. 인간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

발명이라는 결과물을 적극 도출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단, 어떤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빅데이터 중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을 코봇(cobot)이라 한다. 애초 코봇은 산

따라서, 특허로서 발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은 제3자의 모방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특허란,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발명이 인간의 전유물만은 아닐 것이

업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진 협업 로봇을 의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한 자에게 20년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소유한

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발명이라는 것

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자의 허락이 없이 특허를 무단사용하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이, 이미 그 원리가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

발명이라는 정신적인 창작활동에서도 사람과의 협업을 할 것이

발명이 특허를 허여받기 위해서는 일정 양식을 갖춰 제출하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제출되고, 일

어, 트리즈에서는 수많은 발명 데이터로부터 기술적 문제해결을

고, 인간의 공동발명자, 즉 발명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시기도 다

정기간(18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기술내용이 공개되며, 형식 및 실체심사를 통해 모두 하

위해서는 문제의 인식부터 해결까지 인간이 해온 발명원리를 정리

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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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CulTuRe
연구 Inside

진정한 국제안전기준은 un에서 제정한다.

UN(국제연합)

먼저, 묻고자 한다. 여러분은 표준과 기술규정
EcE(유럽경제위원회)

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표준
(Standard)이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

ITc(육상교통위원회)
Inland Transport committee

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

WP.29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회의)
Working Party 29

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 인정된 기관

자동차 국제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노하우와 노력

ITS/AD IWG

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니며 주

EXPERT Meeting
(자동차전문가그룹)

로 자동차제작사, 부품사가 주도하는 것으로 ISO,
KS, JIS, SA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술규정

등화장치
(GRE)

(Technical Regulation)은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

자율주행
(GRVA)

충돌안전
(GRSP)

일반안전
(GRSG)

오염·에너지
(GRPE)

소음·타이어
(GRB)

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여부가 강제적
인 문서로 정부기관이 주도하며 그 예시로는 UN

AcFS IWG
자율주행 안전기술규정

AutoVeh IWG
자율주행 시험평가규정

cS/OTA IWG
사이버보안 및 SW업데이트

Regulation, GTR, FMVSS, KMVSS 등으로 우
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안전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표

Working Group)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은 1996년부터 옵져

준보다 기술규정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버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였고, UN GTR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예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크게 2개 지역의 기준으로 양분

1998협정(2001.1.1)과 UN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1958협정

화 되어 적용되어 왔는데 유럽의 EcE기준과 미국의 FMVSS기

(2004.12.31)에 가입하였다. 1958협정에 가입하고 그 다음 해

준으로 대표할 수 있었다. 안전기준 또한 자동차의 기술수준이

초 필자는 지금은 자율주행자동차분과(GRVA)의 전신인 제동·

높고 시장이 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주행장치 분과(GRRF)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의장

미국은 자동차판매시장이 워낙 커 FMVSS의 파급력 또한 크지

이 한국은 자동차생산 5위국으로써 그간 자동차안전기술의 노하

만 따져보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준인 반면 유럽 EcE기

우를 바탕으로 국제안전기준 제정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준은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석자들에게 책상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생각난다.

참여하여 말 그대로 글로벌한 안전기준으로 변모되었다. 그 안전
기준의 명칭 또한 UN기준(UN Regulation)과 UN GTR기준으

국제안전기준은 많은 노력과 시간의 산출물이다.

로 변경되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이쯤에서 UN기준과 UN GTR기준을 제·개정을 담당하는 자동

국제안전기준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다수

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제정기구인 UN/UNEcE/WP29를 소

의 리서치기관에서 향후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될 편의성 및 사고

개하고자 한다. 정식명칭은『자동차기준 국제조화 회의(World

감소효과에 대한 긍정적 예측이 많아지고 구글에서 개발한 자율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로 국

주행차가 공개된 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

가별로 상이한 자동차 기준이 국제무역상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가의 공로에서 시험주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어떠한 새로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자동차 영역에 있지 않았던 회사까지도 자율주행기술의 개발에 참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52년 자동차 수출과 국경 간 이동

운 장치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에 저변이 되면 그

의 상용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매우 핫한 뉴스거리일 것이다. 미국 모 기업의 자율주행자

이 특히 빈번했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준조화를 추진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동차 주행 중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행자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율기술의 안

다가 1995년 문호를 전 세계에 개방하면서 자동차 안전기준 조

다. 그러나 운전자가 필요없는 수준까지 개발가능한 자율주행자

전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고 기술개발 우선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한 순간에 뒤엎는 사건으로

화 분야의 유일한 글로벌기구가 되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유

동차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자동차기

자동차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이 임무인 필자에게는 ‘안전기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였다. 모 리서치기관이 “자율주행기술이 운전자 과실

럽, 일본, 인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모두 참여하여 자동차

술개발과 거의 동시에 법규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로 인한 사고를 90%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그저 장밋빛으로 퇴색되지 않으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안전기준의 제정이 전제되

기술규정의 제·개정 및 이를 바탕으로 체약국 간 상호인정을 추

최근에 시작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예시로 WP29의 안전기준 제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자동차의 국제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및 우리나라의 활동 등을 소개하고, 그간 필자가 국가대표로 참

진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그 산하에는 6개의 전문가

정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WP.29 총회 또는 GRVA(자율

석하고 있는 전문가회의체관련 국제 활동 중에 느낀 점 등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회의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신 법규 제정이나 중요

주행자동차 전문가회의)그룹에서 자율주행차동차의 안전기준

글 이명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법규를 개정하는 등 사안에 따라 전문가기술회의그룹(Informal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안전기준의 제정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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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전문가기술회의그룹(IWG)을 창설하기 위한 협의체 운

우리나라에는 국제안전기준 제·개정을 대응하는

그 성과물을 국제안전기준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

영지침(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게 된다. 그 운영지침에

전담기관이 있다.

리나라 R&D 체계 또한 어느 자동차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체계절

활동범위와 활동기간 등을 정하고 의장단(의장 및 서기)를 선출

그럼 우리나라는 국제안전기준 제·개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차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멀거나 가까운 미래의 자동

하여 이를 GRVA 그룹 및 WP.29 총회에 활동승인을 받기 위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협정 및 1998협

차 안전을 그릴 수 있는 단순 기획연구보다는 상세기획연구의 추

상정하게 된다. GRVA 그룹과 WP.29 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

정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국제안전기준회의에 참여하고 대응

가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기획연구의 결과물에 따라 본 요

면 이를 담당할 전문가기술회의그룹은 승인받은 활동기간 내에

하는 국제 활동을 추진하여 최근 들어 각종 회의그룹의 의장단을

소연구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항상 국제기준의 제정시기와 비교할

규정안을 작성하여 GRVA그룹에 상정을 하게 된다. GRVA그룹

맡는 등 성과를 내었다. 충돌·충격분야 전문가그룹인 GRSP 그룹

때 약간 늦은 감이 있다. 기획연구와 본 연구 사이에 필요시 추진되

의 비공식문서(GRVA-회의차수-문서번호, 예, GRVA-01-10)

의 부의장직을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고, 파노라마선루프 강화

는 상세기획연구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

를 회원국 정부대표와 자동차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등이 논의하

유리 전문가기술회의그룹, 신차실내공기실 전문가기술회의그룹

라서 시기적절한 안전컨셉을 위해서 상세기획연구를 통해 상용화

여 검토의견을 받게 되며 그 검토의견의 정도에 따라 GRVA의

및 보행자보호기준 전문가기술회의그룹의 의장직, 수소연료전지

기술보다 한 발 빠른 기획시점과 어떤 구조화된 결과물이여야 하

공식문서로 바로 채택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된 검토의견에 대

자동차 전문가기술회의그룹의 부의장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고 단순히 개발기준(안) 몇 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등의 정량적인

해 수정안을 GRVA그룹의 공식문서를 보완하는 비공식문서를

분야의 의장단에 진출하였다는 것은 국제안전기준 제·개정의 활

성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상세기획연구를 절차화 하는

제출하게 되므로 최소 2회의 GRVA의 검토를 받게 된다. 최종

동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의견을 조금 더 충실

유연한 연구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그러한 유연한

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면 보통 그 합의한 GRVA그룹 회의 이

히 기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조

연구를 통하여 안전기준의 밑그림을 내실있게 그리도록 하는 중간

후 2번째에 개최되는 WP.29 총회에 정책적 논의를 위해 상정을

직적 차원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근거하여 안전기준 국제조화 전

연구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그간 국제안전기준 제

하게 된다.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이를 상정한

담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지정하여 국제조

정에 참여하면서 빅픽쳐의 안전컨셉 보다는 세부기준만을 제안하

GRVA 그룹으로 돌려 보내 재검토를 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

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조화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빅픽쳐의 안전컨셉을 그려 국

나 큰 이견이 없는 한 그 다음 총회에서 제정안의 의결을 위한 체

있다. 협의체는 총 7개 분과(총회 및 산하 6개 분과)로 구성하여

제안전기준을 선도해 보고자하는 목표를 갖는다.

약국의 투표를 실시하여 체결국의 4/5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의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제작사 등의 전

둘째, 정부차원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

결을 받아 UN본부 법제부가 위치한 뉴욕으로 문서를 송부하며

문가로 인력풀을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안전기준 등

으로 안전기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수십 억~수백 억 단위의 R&D비

서류 검토 및 회원국의 추가적인 반대의견을 있다면 수렴 후 최

의 국제조화 추진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국제협력 및 역할을 확

용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실질적 필요한 것은 국제 활동비이다.

종 공포될 때까지 WP.29에서 합의 후 보통 6개월의 행정처리기

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국제화를 위한 제네바 사무소를 제네바

활발한 국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전문가를 육성하는 차원에

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절차로 보통 신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 최

공항 인근 국제무역센터(WTc) 내에 지난 2월에 개소하여 활발한

서 많은 전문가가 국제 활동에 다년간 안정적으로 참석하여 경험을

소 2년이 소요된다.

국제 활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쌓도록 하는 고정적인 국제 활동비가 필요하다. 안전기준을 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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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자국이 설정한 안전기준의 콘텐츠와 기준설정의 당위성

기술 노하우로 마련한 안전컨셉을 펼치는 것을 포기하고 제정된 기

국제안전기준의 선도를 위한 빅픽쳐 등이 필요하다.

등을 홍보하여 다른 국가의 정부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갖

준에 따라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점차적으로 안전기술

그간 국제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국

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에 대한 노하우를 쌓지 못하게 되고 선진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

제안전기준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량적 성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준을 국제안전기준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또한 기업이면 무엇보다 중

과중심이 아닌 R&D 상세기획연구단계의 상설화, 전문가양성 예

다. 그러한 노력은 보통의 국제 활동이 그러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요하게 생각하는 이윤창출을 위한 원가절감 노력을 자국정부와 함

산 고정적 지원, 안전기술개발 당사자의 인식 개선 등이 우선 필

관계에서 출발하므로 보다 많은 전문가가 보다 더 많은 회의에 참석

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안전컨셉을 국제안전기준에 적용하는

요하다는 생각이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노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얻는 무형의 브랜드가

첫째, 안전기준의 컨셉을 그리는 빅픽쳐가 필요하다. 우리가 프로젝

셋째, 국내 자동차제작사 등 이해관계자의 안전기준 제정에 대한 인

치 상승뿐만 아니라 유형의 경제적 이득은 그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트를 추진할 때 큰 밑그림을 그린 다음 세부사항을 묘사하는 것이 일

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선진국의 정부가 국제안전기준의

따라서 우리나라 업계가 안전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을 “준수해야 할

반적인 절차일 것이다. 안전기준 또한 그 절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제정활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그 국가의 자동차제작사 등 이

대상”이면서 또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안전컨셉을 그리는 작업은 매우 보수적으로 자동

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안전기준의 컨셉을 설정하고 정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차가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하

부가 설정한 안전방향에 자동차제작사 등 이해관계자가 적극 협조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동차의 차체, 섀시 등 모든 분야에서 모두 가장

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담을 수 있는 빅픽쳐를 위해 자동차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 생각되며 그간의 국제 활동에서 너무나 부

강한 기준만으로 제작된 자동차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일까라는 의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일명 “페가수스”라는 자율주행 R&D프

럽게 느껴졌던 사항이다. 그동안 보아오고 느껴온 우리 자동차업계

문을 되새기며 ‘탱크’같이 외형적으로만 강한 자동차가 아닌 ‘키트’

로젝트를 추진하여 안전기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분야의 밑그

엔지니어들의 안전기준에 대한 인식은 “만들어지면 따르면 된다”라

와 같은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안전

림을 그려 놓은 후 세부항목을 채우기 위한 세부 R&D를 추진하여

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러 있다. 그래서 안전기준이 만들어지면 자체

기준 문턱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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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뻬 씨의 행복수업, 세상을 다시 보다
정신과 의사가 소개하는 행복의 비밀

행복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꽤 오

보다 25% 이상 많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일

래전부터다.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것이다. 또 꾸뻬 씨는 행복에 대해 ‘집과 정원을 갖는 것’, ‘파티를

보이며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고대 철학자들은 덕이 있는 삶을 행

여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리스 철학자 중 에피쿠로스

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모든 철학가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는 “축제와 파티가 없는 삶이란, 여관이 없는 여행길과 같다”고 했

것은 아니며, 다양한 관점과 주장들이 논의됐다.

다. 프랑스인은 이 말에 세계 최강으로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꾸

이와 같이 기원전 600년경부터 시작된 행복에 대한 고찰은 1960

뻬 씨에게 “태양과 바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배

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철학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60

움도 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과 바다에 대해 동

년대에 접어들면서 철학자뿐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행복한 삶에

일한 접근성을 갖기에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느끼며, 그로 인해 행

관심을 갖게 됐다. 과학심리학적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러

복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상향식 가설에 따르면 주변 환

한 관심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00년 이후에

경과 행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주변 요

는 행복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바로 경

소들로 인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제학자들이다. 그들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로 환경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행복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하향식 가설’을 살펴보자. 꾸뻬 씨는 스님을 만나러 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면서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배움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정량적으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그

하나를 얻는다.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행복의 조건을

러나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이 아닌, 그에 대한 생각과 연관이 깊

며, 다음과 같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다고 보았다.

첫 번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은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꾸뻬 씨는 또한 “행복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라는 배

만족하는가’이다. ‘이상적인 삶을 10점이라고 점수 매긴다면 자

움도 얻었는데, 명상이나 자신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충

신의 삶은 몇 점인가’와 같은 의미의 질문이겠다. 두 번째 질문은

만함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이 가설은 주변 환

조금 더 직접적이다. ‘자신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인

경 보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다

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전혀, 상당히’ 등의 답을

르다는 내용이다. 이 두 가설 외에 인성과 기질에 따라 근로 환경

내놓을 것이다. 세 번째는 행복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

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

한 질문이다. 즉 ‘안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바람직한 사회보장

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 맞을 경우 근로 조건을 전혀 개선

제도를 갖고 있는가’, ‘주변에 녹색 환경이 많은가’, ‘급여가 충분
한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등이다.

행복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을 두 가지 가설로 나누어 생각
해 본다. 하나는 주변 환경이 행복의 필요조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상향식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선천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을 느낀다는 ‘하향식 가설’이다. 우선, 환경과 관련된 상향식 가설

알 수 있다면,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신과 전문의이며 심리치료사,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을 저술한 작가

에 대해 살펴보자. 특히 회사에서 매니저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면

프랑수아 를로르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의 정신과 의사 꾸뻬 씨는 성

조금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소

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인생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고 진료실 문을 잠시 닫는다. 그

설 《꾸뻬 씨의 행복여행》 중 행복에 관한 몇 가지 배움을 예로 들

리고 세계 곳곳을 방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어떨때 불행하다 생각하는지 알아보며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꾸뻬

어 보자. 꾸뻬 씨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씨가 찾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행복의 정의와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

글 편집부

과 프랑스 근로자의 1년 근로 시간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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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체중이나 혈압처럼 어떤 원

지금까지 말한 사항들을 기업에 적용해 보자. 우선 회사는 직원들

인에 의해 변했다가 곧 일정 수준으로 되돌아온다는 ‘세트 포인트

이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

첫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꾸뻬 씨도 사랑하

Set Point

’이론도 있다. 특히 이 수준은 유년기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

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직업에

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에 달려 있으며, 상황이 어떻든 일정한 행복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

서의 만족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

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배

향이 있다. 일부는 맞지만, 완전히 옳은 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이다. 또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정의감과 공평함을 느낄 때 일에

움을 얻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일할 때 협력 관계가 강화되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하므로, 임원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작

어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러므로 회사의 부서장들은 업무성과를 높이

비교는 행복을 망치는 지름길

업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

기 위해 팀원 간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개체이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비교는 불가피하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더 생산적으로

둘째, 자신을 통제하고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며 대상도 다양하다. 주위의 친구, 동료, 가족, 이웃, 심지어 자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작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하는 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조차 비교 대상이 된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
도 다른 동물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하니 비교하는 행동은 본능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행복

사랑하는 것이 업무 환경에서 행복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꾸뻬 씨의 배움 중에

셋째,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꾸뻬 씨가 배운 교훈

그런데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경우 경쟁심과 공격성이라는 두

도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

20번째인 “행복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달려 있다”에 해당되는 부

가지 욕망이 함께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웃이 고가의 좋은 차를

로 행복을 정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

분이다. 기업에서 실시되는 카운슬링이나 코칭도 결국 사물의 긍

산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멋진 차를 사고 싶다’는 경쟁심과 ‘저렇

난한 나라보다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의 행복 지수가 평균적으

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

게 비싼 차를 사다니 저 사람은 너무 어리석다’는 공격성이 나타

로 높은 편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득뿐 아니라 사회보장, 치안,

가지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클 때 대부분의 일을 부정적, 적대

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는 경쟁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환경 등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리더들은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와 소득이

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성공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며 스트레스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어

또한 사람들은 ‘나는 1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나’, ‘앞으로는 지

단순 비례 관계인 것 만은 아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감을 잃게 된다. 둘째, 쾌락적 적응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유지

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것을

1974년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은 ‘이

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좋은 차를 구입해도 처음의 행복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며 행

누릴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것은 소득이 어느 정

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익숙해지면서 나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

자신과 비교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등과

도 수준에 다다르면 그 후 소득이 증가해도 그에 따라 행복의 크

다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금방 발견하

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구성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

비교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소득이 행복과 직결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본능적 기질과도 관련이 있다. 환경적 요

하며 업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관중석이 꽉 찬 야구장에서 야

소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 자체도 행복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

우 많은 기업들이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

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자. 앞에 있던 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일

므로 행복을 느끼는 데 개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어나면 뒤에 있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 둘 일어나다 보면 결

지금까지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와 지속 방법 등에 대해 살펴

국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처음에 혼자 일어났던 사

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도 중요하다. 사람들

봤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는

람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상대적인

은 소득이 생기면 사고 싶었던 명품을 구입해야 할지, 좋은 곳으로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중요한

행복감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2000년 일인당 국민소득과 주관

여행을 가야 할지, 저금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사

일이다. 하지만 행복을 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각

적 행복 지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나 프랑

실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가방을 사면 그 당시에는 기분이 매우 좋

적, 쾌락적 즐거움도 있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유행동을 할 때

스, 과거 공산권에 있었던 국가들처럼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행복

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감소한다. 그러나 멋진 여행

오는 기쁨도 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얻는 행복도 있으며

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 반면, 국민소득은 낮지만 사람들은 행복

의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와서도 그 추억에 대한 행복이 쉽게 줄어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오는 행복도 있다.

하다고 느끼는 과테말라, 콜롬비아, 멕시코 등의 남아메리카 국

들지 않는다.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주변에 다양한

가들도 있다.

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체험, 취미 생활을 위해 돈을 쓸 때 삶이 더

종류의 행복이 있다는 것, 다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소득은 행복과 관련된 요소이기는 하지만 비교와 마찬

행복해지고 만족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지로 소득 역시 행복을 이루는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순한 정비례 관계일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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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유지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행복, 만족, 웰빙에 대해 더 많은 관

첫째, 사회적 비교 때문이다. 사람들은 급여가 오르거나 복권에

심을 갖게 됐다. 또한 행복이 학술 분야로 편입되면서 지금도 많

당첨되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

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연구내용 중 ‘행

※ 본 글은 프랑수아 를로르 작가의 강연을
통역한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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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실증도시 지원 업무협약식

KAIA-IBK기업은행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18 국토교통 기술평가 포럼 개최

KAIA-KeRC 업무협력 협약 체결

- 일시 : 2018년 9월 7일(금)

- 일시 : 2018년 8월 31일(금)

-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 주요내용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

- 주요내용 : 국토교통 분야 기술우수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국토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 주요내용 : 한국과 EU 간 R&D 정책동향 공유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구시 및 경기도 시흥시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IBK기업은행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국토교통

- 주요내용 :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국토교통 기술

을 위해 KERc(Korea-EU Research centre; 한-EU 연구협력센터)와 업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

R&D 우수 성과 창출과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필요한 금융

평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술평가 대상기업, 평가위원 등

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정보

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권영진 대구광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기술평가 동향 발표, 전문가 패

를 공유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R&D 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

널 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키는 것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시장,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대통
력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국토진흥원 정규원 산업진흥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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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릴
실증도시 만든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

스마트시티 효과 검증하는 연구개발 사업 총괄

를 실증하는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프로

스마트시티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이

젝트를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를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시

대구광역시와 시흥시는 지역 거점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각

작됐다.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159억 원의 연구비를

종 데이터를 통합관리해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스마트시티

투입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실제 도시에 적용

데이터허브 모델을 만들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

시키겠다는 목표다.

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교통, 안전, 도시

이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과

행정 분야에, 시흥시는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에너지, 생활복

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주무기관으로서 추진계획을 수립

지 분야에 중점에 두고 실증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대구광역시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가 스마

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존 21.9%에

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조정, 규제 및 제도 개선

서 32.4%로 끌어 올리고, 5분 이내 사고현장 평균 도착률을 현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재 29.3%에서 90%로 혁신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흥시는 환경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하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이 연구개

리빙랩을 통해 미세먼지와 악취를 줄이고, 에너지리빙랩을 운영

발 사업을 총괄한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실증 연구를 관리·지원

하며 도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

하고 성과물인 데이터허브 모델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에코

한 도시도 구축한다.

델타시티, 세종시 5-1 생활권)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지난 4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실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들로 의기투합

증도시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조대연 단장의 진두지휘 아래 스마트시티 관

시흥시를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했다. 지난 1월에 선정된

련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시티에는 다양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조성단계에서부터 자율주행자동차나 인

한 미래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관련

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술을 계획적

외부 기관,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했다. 스마

으로 적용하는 도시인데 반해, 지난 7월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실

트시티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개발 사

증도시는 기존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의

업의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단의

혁신모델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대연 단장은 “과거

책임감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시흥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건설했을 경우,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조대연 단장은 스마트시티사업단

동력 사업단(단장 조대연)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실제 도시에 적용시키는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어서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려

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일벌레’로 통한다. 유영화 부

다.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을 소개한다.

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도시에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 이

단장은 스마트시티 사업기획과 관리를 총괄하며 사업단 직원 한

(왼쪽부터) 위: 이양선PO, 정광복 사무국장, 유영화 부단장, 아래: 남유성 연구원, 조대연 단장, 김준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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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코너

명 한 명에 관심을 갖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사업
단 사무를 총괄하는 정광복 사무국장은 특유의 빠른 판단력으로
사업단 직원들로부터 ‘해결사’로 통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국내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AIA Insight’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 협력을 맡고 있는 김준범 연구원은 조대연 단장과 초창기부터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콘텐츠 건의 사항, 궁금한 점, 이번호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업단 출범을 준비한 만큼 사업단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사업

추첨을 통해 매호 총 5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박남준 연구원은 사업단 업무에 좌충우돌하면서
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발휘하며,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남
유성 연구원은 할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완벽주의를 자랑한다. 외

애독자 퀴즈

부에서 합류한 강동윤 PO와 이양선 PO는 사업관리를 담당하며

아래의 퀴즈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전문성을 여실히 발휘 중이다. 권태규 책임연구원은 사업단의 기

도시 인프라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틀을 갖추는데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 커
7월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를 선정한 후 사업단은 더욱 바빠졌다.
9월 7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대구광역시, 경기도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KAIA Insight 웹진 : https://www.kaia.re.kr/webzine
이메일 : kaia_pr@kaia.re.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8.10.10~2018.11.10
상품 담청자 발표 : KAIA Insight 겨울호에 게재

시흥시 등이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시티 실증도시의 성공을 위해 원활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대구광역시와 시흥시가 제안한 모델로 시
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기 때문

여름호 애독자 퀴즈 당첨자
jy 010-XXXX-0949 / yhsj1 010-XXXX-5063 /
tompkins 010-XXXX-0929 / rosemary 010-XXXX-9511 /
nth197912 010-XXXX-8421

에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
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정책과 함께 도시 데
이터를 수집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시민들
에게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 사업을
이끌 계획이다.
사업단은 올 10월 진흥원에서 용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업
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후 인원을 더 충원하여 스마트시
티 실증도시 ‘어벤져스’ 완전체를 이룰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에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획기적인 발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는 것이 스
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단은 3년차 정도 지나면

시민들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구사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무도 가지

수집·분석·처리하는 것이

않은 길을 새로 열어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업단의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힘찬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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