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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2018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2018년이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는지요.
모 포탈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多事多忙’이었다고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가 전체 1위를 했다는 것은 워라밸, 소확행 등
최근의 라이프 트렌드와는 무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과중하게 보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의 작은 것에서부터 쉼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多事多忙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부 지역이 대혼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화재 사고가 통신망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각종 금융결제 시스템이 중단되고
골든타임을 놓쳐 위급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노후된 온수관 파열로 인해 수천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고,
사고 지점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단순한 사고 조차도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는 물론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도시형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재난·재해 예측 및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학기술로 이 모든 것을 100%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특히,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국토교통 R&D를 통해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은 항상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R&D와 저희 진흥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좋은 소식으로 넘쳐나길 소망하며,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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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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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 산업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산업발전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였으며, 이
는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 세계는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60여 개 국가가 협의한 기후변화 협약을 선두로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저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바 있
다. 1996년 교토의정서는 199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을 제외한 대부
분의 선진국이 의결함으로써, 1992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실행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195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지구 평
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협정을 맺었다. 여기서 미국은 2024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
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65% 감축, 한국은 2030
년의 목표연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국 산업의 발전과 대
치되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림 1>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좌) 및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우)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18년 9월 10일 발표된 DNV GL의 ‘에너
지전환 전망’ 보고서1)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지출되는 투자액은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태양에너지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과 비록 현재는 일부국가에
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인 면이 떨어진다. 또한 대
1) DNV-GL, “Energy Transition
Outlook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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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HE-국제 수소 연료 전지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International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www.iphe.today)은
수소 및 연료 전지 관련 기술 개발, 표
준화, 정책 기준 및 정보 교환 등을 촉
진 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03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창, 결성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
국, 유럽 위원회, 프랑스, 독일, 아이슬
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
카 공화국,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등
19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단지 전력 형태로만 발생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화석연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서 수
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수소는 이미 1977년 IEA에서 탈석유시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으며,
미국의 주도로 수소 경제 진입을 위한 국가 비전을 내걸고, 2003년에 정부간의 국제 조직인 IPHE2)를 출범시키는 등,
수소 관련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13개사가 참여하여 2030
년까지 교통연료로서 수소를 100% 대체할 것을 목표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추진되었다.(www.
hydrogencouncil.com) 이 외에도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2050년까지 에너지 요구량의 18%를 수소로 대체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수소위원회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재 가장 활발한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자동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도시는 수소
스테이션과 수소자동차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수소 활용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렵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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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ydrogen Counucil에서 제시한 2050년 비전

<표 2> 수소 저장방식의 비교

18%

6Gt

$2.5tr

30m

of final energy
demand

annual CO2
abatement

annual sales
(hydrogen and
equipment)

jobs
created

방식

기술

설명

장/단점

부가적인 압력 없이 수소 저장

기술의 정립이 우수
낮은 에너지 밀도

2.77 kg/m3(30-35 bar, 25℃)
3.95-10.9 kg/m3(50-150 bar, 25℃)

PEM을 통한 생산 압력
0.2-0.8 kWh/kg

고압하에 수소를 저장하며, 압력정도에 따라 cylinder 형과
composite 형으로 구분

기술의 정립이 우수
낮은 밀도와 추가 에너지 소요

23 kg/m3(350 bar, 25℃)

4.4 kWh/kg

지하의 암반 층에 구멍을 뚫어서 저장

낮은압력과 저비용으로 많은 부피저장
지형적 요인에 의존

-253℃ 조건에서 수소를 압축하여 저장

높은 에너지 밀도
기화에 의한 손실이 많음
경제적인 단점

70.8 kg/m3 (1 bar, -253℃)

10-13kWh/kg

저온과 300bar의 고압에서 저장

높은 저장 밀도
기화에 의한 손실이 적음
경제적 단점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저장

이미 있는 정립된 기술
높은 수소의 밀도
이론적인 효율성의 제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소요
독성물질

121 kg/m3(1 bar, -33℃)

2-3 kWh/kg
(단 다시 수소전환시 약 8kWh/kg 소요)

저압
탱크

압축
저장

2. 수소의 생산, 저장 그리고 이송 기술

고압
탱크

지하
저장

2.1 수소생산
현재 수소는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열 분해와 물 분해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수소생
산의 96%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다.(Hydrogen from Renewable Power, IRENA). 현재 기술 수준에서 천

극저온
탱크

연가스 개질과 석탄의 열 분해 등은 2.27 - 3.14 $/kg 내외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며,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생
산이 4.75 - 7.43 $/kg으로 약 3배까지 높은 생산단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수소 생산

액화
저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네널란드는 2030년까지 1-1.5 €/kg (1.14 - 1.71 $/kg)

저온
압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Developing the Hydorgen Economy 2018)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단점은 개질을 통한 생산 시 CO2가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이라
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연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이 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 발생의 소스에 따라서 수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암모니아

<표 1> 수소 생산기술의 분류
구분

화석연료
이용

비 화석연료
이용

방법

원료

에너지원

기술수준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 LPG, 나프타

열

상용

이산화탄소 개질

천연가스

열

-

2.3 수소운송

부분산화

중질유, 석탄

열

상용

수소 운송기술은 가스를 운송하는 튜브 트레일러, 액화 수소 운송 트레일러, 파이프라인 등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

자열개질

천연가스, LPG, 나프타

열

상용

되며, 전체 운송 기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운송시 튜브트레일러가 가

직접분해

천연가스

열

상용

장 많이 이용된다. 표 3에 나타난것과 같이 운송거리가 멀수록 액화기술이나 파이프라인 구축이 중요하다. 파이프라

전기분해

물

전기

상용

인은 특히 대량 운송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수소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수

열화학 분해

물

고온열(원자력,태양열)

연구 중

소이송을 위한 파이프 라인 중 천연가스와 함께 공급할 경우 FRP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약 0.61$/ton/km의 비용

생물학적 분해

물 또는 바이오매스

열, 미생물

연구 중

광화학적 분해

물

태양광

연구 중

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표 3> 수소 운송방법의 비교

2.2 수소저장
수소 저장 방식은 크게 압축저장, 액화저장, 기타 소재기반 저장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는 이것을 요약정리한 것
으로 전반적으로 압축저장은 상용화 수준에 있으나,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 액화저장은 기술 개발단계
에 있어, 경제성 확보가 부족하지만 기술이 완성되면, 향후 장거리 이송 시 잠재적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다만, 수소 이송거리가 짧을 경우 수소 액화가 반드시 필요할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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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량

운송거리

에너지손실

고정비

변동비

개발기간

튜브트레일러

적음

근거리

작음

높음

높음

근시일

액화 트럭

중간

장거리

큼

중간

중간

장기적

파이프라인

많음

장거리

작음

높음

낮음

장기적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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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소도시 개념

가. 기타큐슈 수소타운

수소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 혹은 사회

그림 4는 제철소 부생수소가스를 활용한 수소도시 계획으로 하는 기타큐슈 수소타운의 모식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를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변화시킨 도시라고 크게 정의할 수 있으며, 도시 내 활용 에너지 및 인프라 변혁이라는

부생수소를 수소스테이션에 공급하고 인근 가구, 공공시설 등에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도시 사용 에너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탈

이곳의 핵심은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발전으로 가정용/상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실증을 위한 설비와 건물용 태

탄소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이 가능한 도시로 정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큰 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양광 발전 및 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도시 내 수소 공급망을 통한 수소도시의 실

하는 수소에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방향으로

증으로는 세계 최초 사례로써 완성도는 높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 내 에너지 생태계 실현에 대한 한계

수소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점이 나타나 도시규모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그림 3> 수소도시의 개념

<그림 4> 기타큐슈 수소 타운 개념도(https://www.japanfs.org/en/news/archives/news_id030826.html)

3.2 해외 사례
수소도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미국, 유럽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각 국가의 수소 사회에 대한 특징 등을 비교
한 것으로 일본은 4차 에너지 기본 프로그램 중 JHFC 프로젝트와 수소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토대로 수소도시를 진행

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타큐슈에 수소 타운을 실증을 한 바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 유럽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및 스테이션 보급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7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월 기준으로 약 5,000대의 연료전지 자동차가 주 내에 등록되어 있다. 현재 30여 개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
며,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3년까지 약 2,000억을 투자하여, 100기까지 추가 건설할 계획 하에 있다. 최종적
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자동차의 27%를 수소차로 보급하기 위해 2023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표 4>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도시 구축의 특징
일본

미국

유럽

4차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수소사회 진입

Hydrogen Posture Plan of DOE
CaFCP(Califonia FC partnership)

FCH JU
독일: NIP
영국: UK H2 Mobility
프랑스: H2 Mibility

수소 생산

부생수소 및 해외 수입

천연가스 개질/부생수소
풍력 이용 생산

신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

수소 운송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미래 : 액화수소

천연가스 배관 혼합
튜브 트레일러

천연가스 배관 혼합
수소전용 파이프라인

수소 저장

대용량 저장소 구축
수소 탱크 활용

CNG 충전소 활용
주유소 연계

열병합 발전소 연계
복합 클러스터

특징

수소 충전소 확대
가정용/발전용 포괄적인 산업 추진

수소충전소 확대

가스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수소 충전소 확대

대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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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수소도시라기 보다는 수소교통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캘리포니아주 수소충전소 보급 로드맵(CaFCP(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
(기)

현재
(운영 중)

확정

예정

(펀딩완료

(펀딩완료 → 초과달성 예상)

→ 구축 중)

9

51

67

2013

2015

2017

100
2020

123

2022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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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의 수소구역 (Hydrogen Territories)

나. 수소 충전소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과제 중 하나로 2015년부터 시작된 수소 에너지기반의 사회 구현을 위

수소 자동차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3년 이미 수소자동차를 생산한 바 있으며, 2018년 넥소를 발표하여 기술

한 실증적 연구 프로그램이다. 현재, 스코틀랜드의 Orkney에서 BIG HIT(Building Innovative Green Hydrogen

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수소 자동차는 207대로 일본 대비 7.8%(2,667대), 미국 대비 4.9%(4,215대)로, 아

Systems in Isolated Territories, https://www.bighit.eu/abou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섬

직까지 국내 판매는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충전소는 12기가 있으며 상업용으로는 7기만 사용 가능하여(나머지

지역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와 조력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MW 규모의 PEM 수전해 시설을 이용하여 수소를

5기는 연구용), 일본대비 12%(고정식 60기, 이동식 40기, 총 100 기) 수준이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은 수소 자동차

생산(연간 50 톤 규모)하고 가압한 수소 탱크를 페리선에 싣고 항구에 도착하면 75 kW 규모의 연료전지를 통해서 열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 건설(누적)과 수소연료전

과 전기를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지역에서 사용 중인 10여 대의 연료전지 자동차에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그림

지차 1만5천대(2030년까지 63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다.(친환경차 보급계획, 2018.06)

6은 수소 구역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계획(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6)
<그림 6> BIG HIT 프로젝트로 구현한 수소 구역
기술개발 특징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수소 등을 이용한 50 kW - 수 MW 수준
의 열 및 전력 생산 시스템의 개발
●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과 산업용 공정의 연계
● 실제 산업용 목적으로 설계된 실증용 유닛의 성능 평가 및 운전경험
확보
●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전략 등을 개발하고
전과정평가(life cycle analysis)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의 활용성 평가
●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30

수소전기차(천대)
*( )안은 당해년도

0.9
(0.7)

2
(1.1)

5
(3)

9
(4)

15
(5)

630

1

n.a

310
(110)

520

수소전기버스(천대)
충전소/누적(개소)
*( )안은 당해년도

39
(18)

80
(41)

130
(50)

200
(70)

다. 울산 수소도시 구축계획

3.3 국내 수소 기술

울산시는 부생수소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건물에 10kW, 100kW급 수소기반 중

가. 수소 산업 발전 계획

앙집중식 연료전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집중식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세대별 전기 공급과 열 공급을 통한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77.7%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9년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에 1년, 시스템 운영에 5년, 총 6년(2019년 1월부터)에 걸친 계획

(연료전지는 3.0년)이이다. 우리나라는 수소사회 진입을 위해 경제성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반구축-

으로 ICT 기반 통합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계획 중에 있다. 총

경제성 확보-상용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예정이며, 전체적인 방향성은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위주의 산업 기반

비용은 48.4억으로 SPG산업/케미칼, 울산테크노파크, 한국 에너지관리 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구축과 그 이후의 시장창출로 되어 있다.
<그림 8> 울산시 수소기반 에너지 융복합 시티 계획
<그림 7> 국내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3단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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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소도시의 구성
국토부에서는 2018년 12월 단순한 수소교통 설비 구축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구축을 위한 본

기술에 의해 데이터 기반으로 충족하는 시스템적 체계를 구축
●

(공공/대형건물 간 연계 모델) 각 건물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가로등 등 전력공급과 공항 등 전력/냉난방에

격 기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획에서의 수소도시는 한국적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ICT 기술과 수소도시를 융합하

대한 수소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전용 수소활용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분산형 소규모 수소 시스

고, 구축된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템을 구축. 아울러 건물간 연계 구역의 교통수단으로서 수소스테이션과 수소차 활용 모델
●

(도시 내 교통체계) 공공 교통수단 위주의 수소스테이션과 공공 수소자동차를 활용하여 교통체계 구축. 도시와 도시
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내 수소스테이션을 통한 네트워크와 도시 내 수소 거점 스테이션 구축·연결

<그림 9>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수소도시의 개념

라. 수소 네트워크 구축
수소의 생산공정, 공급을 위한 관망, 이송 수단, 복합스테이션 발전 등 공급을 위한 관망 체계 구축과 에너지 하이브리
드 체계를 구축한다.
●

(생산과 이송 네트워크) 해외의 저가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국내 수소 거점 도시간 이송망(수소 선박 등)을 구축
함. 도시 자체를 수소 물류도시화 모델로 구축함으로서 국내 수소네트워크 망을 연계

●

(도시 간 연계) 수소 물류도시와 수소도시간 연계 망을 구축. 직접 도로망 구축과 도로 내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한 육
상 이송망 혹은 수소 철도를 통한 철도 이송망을 체계화하고 도시 내 복합 수소스테이션까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
크 구축

●

(도시 내부 연계) 복합스테이션과 파이프 이송을 통한 수요자, 공공건물, 교통체계 등에 수소에너지를 연계

마. 수소에너지 사용량 목표
도시 내 사용 에너지의 일정수준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소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크
게 일반 수요자와 수소교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 수요자는 주택단지 등 기 구축된 도시가스와 혼합사용량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복합발전량의 20% 이상을 수소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소교통은 도시 내 교
통량의 10% 이상을 수소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도심 내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하되, 공공버스 정류장 등에 local 수
소스테이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가. ICT 활용을 통한 도시 내 스마트 에너지 시티 개념 도입(데이터 기반의 헤드쿼터)
공급자 (생산, 이송 및 저장업체)와 사용자 (일반가정, 공공건물 등)를 양방향으로 연계하여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빅
데이터 기반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도시내 수소에너지 흐름에 대한 ICT적 기술연계를 바탕으로 수소 생태계 및

4. 결론

전주기 관리를 위한 수소도시내 구성요소간 전 방향 연계/관리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 사용에
따른 보조금 정책 및 가치사슬 창출을 위한 block chain 구성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소에너지 활용은 수소 자동차 및 그 관련 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수소에
너지는 수소 자동차 분야 외에는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아 생산, 저장 그리고 이송에 있어 많은 발전이 요구된다. 모두

나. 수소 생태계 구축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에너지는 최종 산물이 물이고, 다시 물로부터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

생산자, 공급자, 사용자 간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내 수소 및 관련 에너지의 순환고리를 구축하고 관련 수

으며,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 중의 하나이다. 다만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

소에너지 value를 수치화함으로써 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소의 흐름체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국

고 수소 생산공정, 공급 관망, 이송 수단, 복합스테이션 발전, 수요량 등 도시 내 전체 수소흐름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가의 자연 환경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과 필요 시 수소와 전기/열 등의 변환이 자유롭다는 장점으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소에너지 value chain 확립하고, 수소 Block Chain 내 수치화함으로써 에너지 value를 평가/관

로 인해서 미래 사회의 에너지라 할 수 있다. 미래 시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해서 수소 자동차 분야 외에도 반드시

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도시 계획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지속적
으로 요구되는 복지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계획 중 하나이다. 수소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

다. 리빙랩 및 수소도시 모델 구축

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수소도시의 기획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수소 생태계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적인 체계구축모델로서 다양한 수소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도래했다고 사료된다.

●

(중소형 도시모델) 복합 수소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소에너지 사용을 위한 탄소저감/CO2 FREE 등
의 복지 도시 모델. 열과 전기의 2가지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흐름을 block chain화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ICT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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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포토스케치

H2WORLD 2018
수소산업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 확인
글·사진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취재팀장(부장) 자료협조 월간수소경제

‘수소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1회 창원국제
수소에너지전시회&포럼(이하 H2WOrLD 2018)’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
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3일간의 일
정으로 열렸다.

H2WORLD
2018

➋
➊

➊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실물차량과 차량 내부 구조
를 확인할 수 있는 절개형 차량이 동시 전시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➋ ‘H2WORLD 2018’에는 9개국 75개 기업
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다.

CONFERENCE

국내 수소산업계(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
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수

H2WOrLD 서막 연 ‘수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드론’

소지식그룹)와 창원시(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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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학교)로 구성된 H2WORLD 조직위원회(위원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린 건 국내 수소사회와 세

장 오인환 녹색기술센터 소장)가 수소사회를 견인

계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하고 수소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중심 국

의 수소전기차 ‘넥쏘’였다. 개막식 사전 행사로 창

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처음 개최한 ‘H2WORLD

원시청 앞에서 오인환 H2WORLD 조직위원장(녹

2018’은 수소·연료전지 분야만을 특화한 국제

색기술센터 소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광국 현대

규모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수소산업 생태계

차 국내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관

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됐다. 특히

용 넥쏘 1호차 전달식’이 진행된 것. 이후 오인환

H2WORLD가 최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

조직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국 넥쏘 동호회

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수소산업 확장의 선봉

회원 30여 명이 몰고 온 넥쏘 차량에 동승해 창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H2WORLD

시청 앞 광장을 거쳐 창원컨벤션센터로 이어지는

2018’은 기술·제품 비즈니스의 장인 ‘산업전시

약 20분 코스에서 ‘넥쏘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

회’와 지식·정보 공유의 장인 ‘포럼’으로 구성되었

민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국내 최초의 액화수

고, 관람객은 3일간 1만 5,000여 명이 다녀간 것

소 전문기업인 하이리움산업은 개막식 축하 이벤

으로 집계됐다.

트로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띄우고 H2WORLD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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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H2WORLD 2018’ 개막식 VIP들이 창원
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 설치된 수소전기하우
스에서 미래 수소사회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
다. ➍ 'H2WORLD 2018' 개막식에서 VIP들
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➎ 개막식 VIP들
이 두산퓨얼셀 전시부스에서 연료전지시스템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➏ 홍성안 광주과학
기술원 석좌교수가 ‘H2WORLD 컨퍼런스’에
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➌

➎

2018 슬로건인 ‘수소사회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가 표기된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이벤트를 진행

➏

해 개막식 VIP는 물론 많은 관람객의 박수와 탄성을 자아냈다.

수소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➍

테이프커팅 이후 VIP들은 창원컨벤션센터 야외광
장에 설치된 ‘수소전기하우스’와 실내전시장을 둘
러보며 국내·외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제
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
전기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증강현실(AR) 기기
를 건네받은 VIP들은 이 기기를 통해 수소에너지
의 미래를 실감 나게 체험했다. 직접 AR 기기를
이용해 수소전기차 원리와 특징을 체험하고 이어
서 스위치를 눌러 수소전기차로부터 나오는 전기
를 직접 확인했다. 실제 일반 가정집과 똑같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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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놓은 거실과 주방에 들어가 수소전기차에서 나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수소 산업

오는 전기로 에어컨, 선풍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대차는 모빌

이 작동하는 것은 물론 수소전기차에서 배출되는

리티관에 3세대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차 ‘넥쏘’

물을 사용하는 미래의 집을 체험했다. 대기 중 미

등을 전시했다. 특히 넥쏘는 실물차량과 차량 내

세먼지까지 흡입·여과하는 수소전기차의 공기청

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절개형 차량이 동시 전

정 기능과 함께 고강도 탄소섬유, 과유량방지밸브,

시돼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수소전기버스

온도감응식 압력배출장치 등 치밀하게 설계된 안

옆으로는 프로파워의 수소연료전지 지게차가 배

전장치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며 수소전기차의 안

치됐다. 제이카는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성도 확인했다.

소개했다. 하이리움산업의 이동식 액화수소 스테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 마련된 ‘H2WORLD’

이션과 수소연료전지 드론, 넥스컴스의 수소연료

실내전시장에는 9개국(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

전지 드론도 함께 전시됐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

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75개 기업이

사 등 관련 공기업은 물론 두산퓨얼셀, 에스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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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➐

➒

➐ 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범한산업의 전시 부스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다. ➑ 캐나다관에서 비
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➒ 두산퓨얼셀 전시 부스 전경. ➓ 개막식 사전 행사로 ‘창원시 관용 넥쏘 1호차 전달
식’에 이어 넥쏘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몰고 온 넥쏘 차량이 창원시청 앞 광장을 거쳐 창원컨벤션센터로 이어지는 약
20분 코스의 ‘넥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➓

다양한 포럼 통해 지식·정보 공유

셀, STX중공업, 경동나비엔, 미코 등 연료전지시

축장비 등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제품군을 보유한

스템 제조사가 대거 참여했다. 이엠솔루션, 광신기

하이드로제닉스를 비롯해 중국 수소전기버스에

계공업, 지티씨, 한국유수압, 바스텍코리아 등 수

핵심부품인 스택을 공급하는 발라드파워시스템즈

H2WORLD 행사 기간 내 메인 컨퍼런스와 ‘연료

소충전 인프라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수소충전 장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호주도 국가관으로 글로

전지’, ‘미래수소’, ‘수소R&D’를 주제로 한 포럼이

비와 기술을 선보였다. 이밖에 일진복합소재, 태광

벌 기업인 우드사이드(Woodside) 등 3개 기업 및

개최됐다. 이들 포럼에는 국내 수소 전문가를 비롯

후지킨 등 수소저장용기 제조업체들도 참여했다.

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특히 우드사이드는 최근 수

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연사가 초청돼 글로

충청남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

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원사로 가입한 데 이

벌 수소·연료전지 산업 현황과 전망이 발표됐다.

창원시는 개막식에 맞춰 이엠코리아, 두산모빌리

크 등 창원 지역 이외의 기관들도 참가해 수소산업

어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

특히 행사의 간판 프로그램인 ‘H2WORLD 컨퍼

티이노베이션, 제이엔케이히터, 리카본코리아 등

지원 정책 및 수소 관련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

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에 큰 관심을

런스’에는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이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4개사와 ‘창원시 수소에너

보하는 데 힘썼다.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현지 수소·연

기상 현대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 이희덕 넥쏘

지 순환시스템 실증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해외기업의 전시부스 참여도 눈에 띄었다. 글로벌

료전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10여 명의 참관

동호회 서울·경기지역장의 기조연설과 호주의 수

했다. 참여기업들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297

연료전지 기술 강국인 캐나다는 국가관으로 공동

단을 꾸려 방문하고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시장,

소로드맵, 캐나다 수소연료전지 기술, 수소충전

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및 수소

참여했다. 연료전지는 물론 수전해, 수소충전소 구

기술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소의 국제 인증 및 기준, 한국의 수소에너지 정책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드론사업(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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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향 등의 국내·외 주제발표가 진행돼 큰 관심
을 끌었다.

다양한 부대행사로
H2WOrLD 풍성함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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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를 활용한 수소생산설비 구축사업(2단계)
△이산화탄소 재처리 장치 구축사업(3단계)을 순
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캐나다 수소·연료
전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양국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와
수소에너지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
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 교류 및 시범 사업 참여, 국제표준화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의 H2WORLD
참여를 계기로 한국의 수소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
킹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
십 네트워킹 리셉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와 캐나다 수소·
연료전지협회는 H2WORLD 개최 기간 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람객들이 ‘H2WORLD’
실내전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품을 둘
러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H2WORLD
2018’ 기간 중 창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수소전기하우스를 운영했다. 사진은 수소전기하
우스에서 증강현실(AR) 기기를 통해 수소전기
H2WORLD
차 내부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조직위원회는 전시 참여기업, 컨퍼런스·포럼 연
사, 주요 바이어 등 150여 명을 초청해 ‘수소사
회 네트워킹 디너’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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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확장 대표주자 ‘H2WOrLD’
H2WORLD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다. H2WORLD 조직위원회는 이 행사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수소산업을 확장하는 ‘대표 주자’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계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
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를 논하고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민간회의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
해 ‘H2WORLD 포럼’을 수소 산업계의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토록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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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스페셜 인터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정에너지원
이관영

고려대 연구부총장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탄소배출량은 317억t으로,
2017년 대비 2.7%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가 떠오르고 있다.
201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고,
한국 또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수소에너지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관영 고려대 연구부총장을 만나 미래 수소사회를 대비할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글 임영현 사진 고인순

Q. 최근 수소경제사회 또는 수소도시
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소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 체계를 구축한 사회

를 생산하는 비용이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입니

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도시가스처

다. 천연가스를 예로 들면 메탄을 적절하게 산

럼 수소생산에서부터 이송, 활용에 이르는 시스

소와 반응시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템을 갖추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연결해서 수

그런데 수소도시, 수소경제사회라는 개념에서

A. 인류는 지난 200년 동안 화석연료를 에너지

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수소도시라

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부

원으로 사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식물이 흡수

할 수 있죠.

터 전기를 생산한 후 이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
소를 얻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를 이

하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

야기합니다.

제에 직면하게 됐고, 탈탄소의 중요성이 강조되

Q.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장
점은 무엇인가요?

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채굴 비용이 증가하겠

A.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면 최종 산물로 물이

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에너지는 태양밖에

지만 앞으로 30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화석

만들어지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다시 수소를 얻

없어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같은 에너지는 크

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

을 수 있어요.

게 보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입니다. 태양

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라기보다 환경파괴 때문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분해, 제철공정,

광, 태양열,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에 탈탄소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그리고

은 태양이 뜨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LNG·CNG·LPG 개질 등의 방법으로 생산할

전을 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성공하려

수소경제사회, 수소도시라는 말은 화석연료를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 해서 수소를 생산하

면 그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쉽게 쓸 수 있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업구조나 사회를 수소 에

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

어야 하는데 대형화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대

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

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통 화석연료에

처 가능한 방법이 바로 수소입니다. 태양으로부

기와 열을 얻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가 아닌 수

서 수소를 얻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

터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수소를 얻어 이

산화탄소 양이 훨씬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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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선 지구 바깥의 에너지

이관영 연구부총장 주요 프로필
1983년
1985년
1990년
1994년~
2017년~
2017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학사
서울대 화학공학과 석사
동경대 합성화학과 박사
현재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현재 고려대 연구부총장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수상,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화학공학회 2019년 수석부회장, 2020년 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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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

정부는 2018년 6월 친환경차 보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이 최종 산물로 물이 발생하죠. 물로부터 다시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건설하고 수소연료전지차 1만 5,000대를 보급하며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

2030년까지는 63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수소차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습니다. 수소를 활용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

정부는 수소차를 포함, 미래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너지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저장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전기와 열을 동
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수소연
료전지를 가동하면 전기를 얻을 수 있고, 수소
를 산소와 함께 태우면 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
지 않아요. 요즘 한창 이슈인 미세먼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수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으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Q. 현재 한국에서는 수소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으며 기술수준은 어떤가요?
A.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소 관련 기술

진행하고 있죠.

외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개발에 나서 왔고, 그동안 개발해낸 요소기술은

하지만 수소차를 제외한 전체 수소에너지 분야

액화시킨 다음 자국으로 들여와 공급한다는 청

야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2013년 세

기술수준은 일본과 미국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태양

A. 수소도시의 성공여부는 수소에너지 분야 기

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를 양산해낸 국가입

수소생태계는 수소 생산에서부터 이송, 활용까

광 발전을 한다면 일본에서보다 막대한 양의 전

술 개발과 함께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 가질 수

니다. 투싼 iX에 이어 2018년엔 2세대 수소연

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갖춰야 가능합니다.

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소를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에 달려있습니다.

료전지차 넥소도 나왔죠. 그런데 국내 수소차는

그러기엔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얻을 수 있죠. 수소를 액화시키는 기술을 확보하

수소가 비교적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기술 개발

207대에 불과해요. 수소차를 저변화하기 위해

을 포함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모

게 되면 해외에서 액화수소로 만들어 석유처럼

돼 있음에도, 국민들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

서는 수소충전소 건설이 필수인데 수소충전소

든 국가에 해당하는 공통적 문제점으로 수소를

선박으로 싣고 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질 수도 있어요. 또한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전체 12기 중 상용 가능한 것은 7기밖에 없습니

생산하고 이송하는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

수소에너지 실증에 관한 한 일본의 기술수준은

지구를 위해 수소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다소

다.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

재까지는 경제성이 없죠. 특히 수소는 우리가 알

세계 톱입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수소에너지

가격 부담이 있더라도 수소에너지를 선택할 수

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 있는 기체 중 가장 가벼운 기체라서 액화시키

인프라 실증 연구에 돌입했고, 연료전지를 이용

있는 성숙한 국민 의식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

정부는 2018년 6월 친환경차 보급계획을 통해

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한 수소 발전을 실증하고자 기타큐슈에 수소타

어 수소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비싸요.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건설

값싸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수송비용이 높을

운을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제철소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지만 약간 비싸더라도 지구의 미래

하고, 수소연료전지차 1만 5,000대를 보급하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도시 개념에서 수소가 사

부생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고, 가정과 공

를 위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친환경 이동수단

며 2030년까지는 63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수

람들에게 친숙한 에너지원이 되려면 도시가스

공시설 등에 수소를 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인 수소차를 구매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소차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소

처럼 수소 공급망 구축이 필수인데, 현재는 그런

을 설치했죠.

좋겠습니다.

차를 포함, 미래 수소사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상황은 달랐지만 한국과 같은 시기에 수소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 개발에 돌입한 일본이 세계 최고 기술수

에 걸 맞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도시

준에 도달한데는 수소사회를 선언한 일본 정부

가스 공급망을 통해 국민들이 도시가스를 편리

소인프라 안전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고, 울산은

Q. 수소사회 대비를 위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중장기적인 지원이 주

하게 사용하는 사례처럼 수소에너지 이용을 활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민간에 전력 공급이 가능

A.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부터 수소

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하려면 이러한 인프라가 있어야 해요. 그렇

한지 살펴보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한 일본은 수소를 액화

또한 여수시와 서울시는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는 계획과 함께 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도시 경쟁력을 수
소에서 찾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은 수

26

KAIA Insight

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Q.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분

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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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포트
국토교통 분야 新가치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R&D 시스템 혁신

R&D

정책

리포트

정책 리포트

국토교통 분야 新가치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R&D 시스템 혁신
글 배성호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1. 추진배경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이후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 미래시장 선점을 위
한 세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
이 기존 기술과 접목되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R&D 역시 이러한 물결속에 편입되어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관행적으로 지속된 R&D를 ’21년까지 종료시
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신규 추진하는 이른바 “R&D 사업 일몰제”가 본격 도입된 것이다. 국토교통 R&D 역시 건
설기술연구 등 13개 사업이 일몰 결정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신규 세부사업을 기획하여야 하나 기획 역량과 지원 체
계에 대한 인프라는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연구자 입장에서는 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다, 선정평가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연구 환경
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 R&D 기획·관리체계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술과 사람,
그리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8년 1년 동안 “국토교통연구개발종
합계획 수립”,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진흥원 조직개편”, 그리고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개선”까지 국토교통 R&D
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였다.
국가R&D 혁신 추진방향

2. 주요 내용

system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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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 R&D,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정(’16.6)에 따라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

10년 후 미래상

책방향 및 투자전략을 설정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 분야 “최초”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 R&D 종합계
획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수립 과정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뒷받침
되었어야 했다.
먼저, 국토교통 분야별 칸막이를 파괴한 기술 융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목표·결과물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과별 실무·자문 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일반국민, 연구자 등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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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만족도와 기대

필요기술 핵심 키워드 분석

정하고, 8개 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기획인력을 대폭 보강(약 40명)하였다. 기획팀장은 기획·예타 총괄 책임을 수행하
고 팀원은 보고서 작성 등 기획 실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PO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를 유관기관
에서 파견받아 자문업무 및 유관기관 Network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PD(Program Director)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 채용하였다.
기획 담당부서는 팀장이 책임지고 기획·예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제관
리와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타 본부는 규모를 축소(3개→2개)하였다.
전문기관 개편에 발맞추어 국토부 역시 실국 대응 조직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 기획부서와 국토부
담당과가 매칭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였다. 기획팀 신설 이후 총 7개의 예타 기획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1개 기획

종합계획은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을 위한 국토교통”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전

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등 현재까지는 조직 및 인력 개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략 및 실천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융합을 통한 국토교통 산업 생
태계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어 도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도시화 등 사회변화 대응과

[3] 관리체계 혁신으로 R&D 성과 극대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의 지속개발, 그리고 R&D 시스템 혁신에도 중점을 두었다.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정책적 파급력이 높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

종합계획 전략의 하나인 미래지향적 R&D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기획-연구-활용 단계까지 국토교통 R&D 관리체

는 혁신적 기술을 “8대 혁신성장동력”으로 도출하였다.

계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했다. 실제 기존 국토교통 R&D 관리체계는 중대형, 소형 등 모든 과제를 동일한 절차와 기
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행정부담은 가중되는 반면에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협약, 평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

가 등의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본 연구보다 연구자 선정과 형식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복잡한 지침과 수많은 매뉴얼은 연구 관리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도 많아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인된 관리체계 혁신 방향에 따라 과기자문위원을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현황 조사와 R&D 관련 정책 분석을 기반으로 선진국 사례와 글로벌 기업들의 R&D 시스템을 벤
치마킹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2] 전문기관, Think 탱크로 변모하다

법·규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핵심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자들(연구자 및 학·협회, 출연연 소속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R&D 일몰제로 인해 신규 사업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토교통 R&D를 기획·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인 진흥원은 이전까지는 기획보다는 과제 평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① 기획단계

조직체계 역시 관리 위주의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운용

첫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Top-Down 대형사업, 연구자가 제안하는 소형과제 등 R&D 발굴체계를 다양화한다. 연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구주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

’18년 2월 전문기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존 ‘기획:관리’ 인력 비중을 2:8에서 5:5로 단계적으로 조

정이다. 또한 기획연구 선정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연구자가 과제 제안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4본부 1단 15실 1센터)

과제발굴 절차 개선

개편 후(2본부 12실 8팀 1센터)

둘째, 예상되는 본 연구 규모에 따라 국토부, 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을 달리하고 기획연구 관리수준을 차등화 한다. 예
타급 대형사업(300억 이상)은 진흥원이 직접 기획하고 정책 연계, 예타 절차 지원 등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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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게 된다. 소형과제(50억 미만)는 기획, 연차평가 폐지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Bottom-up

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채용 의무화(1명/5억 원) 및 가점제 도입,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인건비 현금

지원 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인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행정 간소화 등으로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자체 관리 책임은 강화한다.

② 연구단계

연구비 부당집행액 회수를 위해 기술사업화사업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을 전 사업으로

첫째, R&D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선정평가 참여위원 자격기준 상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형 R&D로 도전적

확대할 계획이며, ’19년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또한 실용화 대상과제에는 기술가치평가 또는 신기술 신

연구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청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선정평가 참여위원 구성시 평가위원 필수 실적조건(예, 최근 5년 내 R&D 수행 또는 SCI급 논문 2건 이상 등)을 요구
하고, 과제별 특성에 맞춰 전문분야, 산·학·연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및 목표 설정형 연구, TRL

③ 활용단계

3 이하 원천기술 등에 경쟁형 R&D를 도입하여 기술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R&D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후속 R&D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전산화,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 등으로 연구 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

또한 실용화 목적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 종료 전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시장 수요 기반의 투자전문가 대상

고자 한다.

자문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전자협약을 전면 도입하고 양적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 행정을 지원할

둘째, 우수기술의 시장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신기술 적용 현장을 제공하고 최초 구매자가 되어주는 공공구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출장비, 회의비, 식비 등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은 면제하고(직접비의 10% 이내)하고 국외출장

매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

은 주관기관 자체 승인으로 변경하였다.

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기술대전과 GICC(글로벌 협력 인프라 컨
퍼런스)를 연계 개최하는 등 R&D 성과홍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행정 측면 개선사항
현행

④ R&D 추진기반

개선

첫째, 국토부는 새로운 세부사업·과제 추진 형태에 따라 담당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진흥원으로의 사업관리 위탁 절

•온라인 서류등록 후 출력물을 전문기관에
방문·제출하여 접수

•온라인 서류등록 등으로 접수 완료

•종이 서류 제출 및 도장, 서명 등 활용 종이협약
체결

•전자문서 업로드 후 공인절차를 거쳐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협약 체결

유명무실한 분야 담당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춰 3개 담당관을 총괄담당관과 사업담당관 2개로 단순화하여 운영한

•중간·최종 평가시 논문, 특허 등 증빙서류 온라
인 등록 및 서면제출

•평가 시 증빙서류 온라인 등록 후 평가위원
시스템으로 확인

둘째, 국토교통 R&D 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기술·시장 동향, 논문·특허 분석 등 데이터를 축적하여 기획, 정책개발 등

차를 간소화한다.

다. 또한 진흥원과 국토부간 사업별로 매년 체결하는 위탁 협약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식공유시스템에 해외 연구동향 보고서를 번역하
여 게재하는 글로벌리포트, 기술설명서(SMK ; Sales Marketing Kit)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형 과제관리 체계를 맞춤형·서비스형으로 전환하고 중복 평가절차를 폐지하는 등 관리측면의 효율화를 추
진한다.
경직적인 과제 관리 매뉴얼 대신 기초원천, 사업화 등 유형별 관리 샘플을 제공하고, 기획시점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3. 향후 실행계획 및 결언

관리방식을 확정한다. 중간평가(진흥원)와 중복되는 실용화 점검회의(국토부)를 폐지하고 필요시 중간평가에 사업담
당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진흥원에서는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혁신방향에서 도출된 실천과제가 연구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도

넷째, 복잡한 제도는 알기 쉽게 통·폐합하고 연구자 업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연구자의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록 혁신방안 수립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전부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에 내년 상반기

11종의 진흥원 관리매뉴얼 등을 통·폐합하여 전면 정비하고 연구 업무 프로그램인 “연구자 소통 플랫폼(Circle)”을 구

까지는 각 혁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종합계획 역시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종합계획에 제시된 목적 중심 기술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
해 향후 국토교통 기술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연

Circle의 주요기능

구환경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R&D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극대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종합계획 추진의 지속 가능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 R&D 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 정보의 DB화를 추
진하고, 정기적인 기술수준조사와 연구활동조사를 통해 향후 제2차 종합계획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란 말이 있듯이 새로움을 찾는 과정은 유통기한이 없다. R&D 혁신 역시 정해진 시한이 없

클라우드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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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공동편집

ESN(계시판(보드),
채팅, 일정관리)

PMS(Project
Management
System)

원거리 영상회의

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연구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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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에 즐기는 따뜻함 ‘일본 온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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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리 핑

연구 과제 1

1. 들어가며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2천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제 자동차와 운전은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교통환경의 변화로 삶
의 질은 크게 향상된 반면 교통 혼잡과 사고와 같은 부작용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사고 사망
자 중 교통사고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76%)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8조 5천억
원에 달해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부주의, 위험상황 인지와 대응능력 부족 등 운전자의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의 특성분석결과, 20세 이하의 젊은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시간 과부하 운전으로 피로와 졸음, 주의분산 등 위험노출 확률이 높은 사업
용 운전자 사고유발이 많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61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로나 차량과 같은 시설위주의 개선이 아닌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처럼 운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글 신희철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본부

글 양수정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본부

2. 과제구성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 연구단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
한 인적오류 예방과 위반억제, 운전행동 개선 및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통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인적오류에 의한 교
통사고 사망자 저감을 최종목표로 하여 2014년 출범하였다.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진행된 본 과제는 크
게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운전자 위험상황 판단 시스템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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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사업용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3세부] 고령운전자 안전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및 질환·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1세부과제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주행 중 위험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상황 시 경고를

3세부과제는 주요 의학적 처치나 약물복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고령운전자의

제공하는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6개 기관에서 수행하였다. 사업

운전능력평가용 검사 프로그램 및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도로교통공단 외 2개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용 운전자의 연속운전시간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과로 및 졸음운전, 운전자 부주의를 방지하고, 첨단

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시행한 65세 이상 운전자 면

기술을 활용한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운전자 위험상황을 관리하고자 한다.

허갱신 기간 단축 이외에 정부차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및 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외 선진국의

1세부 과제에서는 위험상황을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용 운전자에게 위험상황 시 경고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안전

경우 주요 질병, 약물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관리를 위해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 중이나

운전을 지원하는 실시간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했으며, DB를 구축하여 고위험군 운전자 운행행태를 관리하는

국내에는 질환 및 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등 기초 연구조차 거의 없다. 이에 3세부 과제는 고령운전자의 안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운전능력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질환과 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여 고령운전자 운전적성검사 주기
단축 및 의무교육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2세부]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교육 S/W 개발
2세부과제는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군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평가하고 교육·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S/W

<그림 3>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기술개발 및 질환·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연구개요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외 3개 기관에서 수행하였다.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의 하나가 안전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다. 실제 도로주행을 통한 훈련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고위험, 비용
과 시간, 상황 재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기본적인 내용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2세부 과제에서는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평가·교육 S/W를 개발하여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
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림 2>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교육 S/W와 시나리오 개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과제성과와 의의
[1세부] 사업용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
운전자의 눈 깜빡임, 눈 감음 정도, 얼굴의 각도 등 주행 중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연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일정규모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실용
화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총 6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듈은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활용하면 좋지만 개별로도 작동이 가능하다.
개발된 시스템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고속버스, 시내·외 버스 운수회사 중 2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장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6개의 모니터링 시스템 모듈 중 전방영상인식 모듈과 차선인식 모듈은 2018
년 12월 현재 판매 중이며, 영상기반 운전자 상태모니터링 모듈은 2019년 중에 판매를 개시할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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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모듈

<표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행시뮬레이션 S/W 특장점
구분

특장점
- 고성능 시뮬레이션
·500대 이상의 주변차량 동시 운영
·60fps 이상의 영상 갱신률
·시뮬레이션 속도 50Hz 이상(0.02초 단위 갱신)
- 높은 하드웨어 호환성
·윈도우즈 PC에서 운영
·3축, 6축 등 다양한 모션 플랫폼 지원
·차량형, Joystick형 등 다양한 핸들 지원
·시선추적장치 등 추가 H/W 지원가능
- 시간과 날씨변화 재현
·주야간 및 악천후(눈, 비, 안개 등)

시뮬레이션
엔진

적극적으로 실용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쏘카 및 육군수송교육대, 부산항만공사 등과 모듈별 장착 테스트를 진
행하고 있다.
- 주행차량 현실성 강화(운전자 체감 현실성 개선)
·시각적 개선: 차로폭, 미러위치, 소실점, 밝기 등 조절
·청각적 개선: 도플러효과, 마찰음, 엔진음, 풍절음 등 조절
·개인별 파라미터: 감가속, 조향 민감도, 반력 등 조절

사업용 운전자 위험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가 3배 가량 큰 졸음 운전 사고를 예방함으로
써, 인적/물적 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위험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운수회사 및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주변차량 다양성/주행행태 현실성 강화
·운전자 주행의사결정모형 개발 적용
·10단계 운전자 성향 선택(느긋한 운전자~공격적 운전자)
·다양한 실측 및 연구자료 적용: 반응시간, 회전속도 등
·실차 실험 자료에 기초한 교통류 모형 적용: 차량추종, 간격수락 등

[2세부]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교육 S/W 개발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교육 S/W 패키지는 주행시뮬레이션 S/W, 교육시나리오, 관리운영 S/W, 평가 및
교육지원 도구로 구성된다. 주행시뮬레이션 S/W는 가상의 도로에서 교통사고 및 위험 상황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
션 하는 것으로 이용자 운전 차량 조작 및 주행, 주변을 주행하는 차량, 도로 및 교통시설, 주야간 등 시간과 날씨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행시뮬레이션 S/W의 특장점은 <표1>과 같다.

시나리오
저작도구

- 다양한 편집기능(33개)과 이벤트 함수(141개)
- 메뉴와 선택기능 중심의 편리한 편집 기능
-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 제작
- 오브젝트 별 구조화로 제작 및 수정 간편

운용 S/W

- 시뮬레이션 동작 중 운영자 개입 가능: 차량 제어, 신호 변경, 장애물, 돌발상황 조절 등
- 2배속 실행 기능: 효율적인 시나리오 테스트 지원
- API 지원 / 편리한 UI/UX

교육시나리오는 실제차량으로 교육할 수 없는 사고 및 위험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사고 통계자료를 반영한 40개
의 교육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시나리오 상황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200명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 및 튜
닝을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진행결과 시나리오 만족도 85% 이상을 달성하였다. 관리 운영시스템은 중앙집중식 교관
통제 시스템으로 단체 시뮬레이터 교육이 가능하며, 실시간 운영관제 및 교육생 교육결과를 DB로 구축하고 통계처리
할 수 있다. 평가·교육 지원도구는 시뮬레이터를 탑승한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점수로 환산한 종합 진단지와 리플레이
기능으로 시뮬레이터 탑승 후의 교관의 피드백 교육에 활용된다. 종합 진단지에는 총 8가지 평가항목(제한속도 준수,

[3세부] 고령운전자 안전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및 질환·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정속주행, 가감속, 핸들 조작 등)이 있으며, 항목별로 0~100점 사이로 점수를 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

3세부 과제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지각적 운전능력과 시력, 안전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동수준 및 태도를 계량적

록 구성되었다.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와 이를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고가의 외산 S/W가 아닌 국내 기술로 개발된 본 연구의 안전운전 교육용 주행 시뮬레이션 통합 패키지는 운영자가 손

또한, 질환 및 약물이 교통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사고 DB와 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

쉽게 콘텐츠를 제작/편집할 수 있어 안전운전 시뮬레이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뮬레이터를 활용

DB를 연계하여 질환 및 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질환 중에서는 당뇨병, 관절염, 간질, 뇌졸중 등

한 교육과 훈련으로 운전자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에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약물에서는 수면진정제, 근이완제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게 나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는 약물과 교통사고와의 연계를 자료를 통해 밝혀낸 국내에 드문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3세부 과제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 중 하위검사 4종(선잇기 검사, 시계기억검사, 교통표지판 변별검사, 방향표지판 기
억검사)은 고령운전자들의 인지기능과 안전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 반영되어 현재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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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운영 중에 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시스템은 위험운전행동과 관련한 인적요인을 규명하고, 과학적·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운전자의 운전적합성 평가 및 면허관리제도 정책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할 수 있다.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앞서 서술한 질적 성과 이외에 <표3>과 같은 다
양한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기술이전을 비롯한 실용화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고령운전자 안전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구분

성과

세부내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요인 도출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원인 분석결과, 12가지 사고유형(CADaS)
도출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방안 도출

- 운전능력검사 총 13종 개발
- CBT 기반 설문방식의 운전습관 및 오류검사 개발
- 시력검사 총 6종(정지시력, 동체시력 2종, 대비민감도, 암순응 검사,
유효시야검사)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및 다기능 시력검사기기 개발

4. 맺으며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시간 운전하는 사업용 운전자나 인지기능이 약화된 고령운전자, 운전이 미숙한 초
보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며, 운전자의 패턴을 DB화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운전자의 휴식을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다기능 시력검사기기

유효시야검사기기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전방주행상황(차량·차선인지) 판단 모듈은 운전보조경보시스템이 내
장된 차량용 블랙박스로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교육 S/W는 운전면허학원이나, 연구·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에 범

<표 3> 과제의 양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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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저작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초보자나 사업용 운전자, 고령자 등의 안전운전 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1세부

2세부

3세부

총계

특허 출원

23건

11건

5건

39건

본 연구개발물 적용이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계획 중인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에 시뮬레이

특허 등록

7건

3건

-

10건

터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S/W

12건

4건

2건

18건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시스템은 고령운전자 면허관리를 위한 운전능력 정밀평가용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령

논문

5건

9건

6건

20건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학연구소 등에서 활용가능하며, 사업용 운전자를

시제품

7건

3건

3건

13건

학술발표

20건

32건

10건

62건

언론보도

5건

5건

3건

13건

정책지원

2건

1건

1건

4건

기술이전

3건

1건

1건

5건

하다.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시장(레이싱 게임 등)의 경우 도로 및 시나리오 저작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포함하여 질환이나 약물 등에 따른 운전면허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운전적성검사 강화 및 조건부 면허 시
설 등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완전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인간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고령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단이 개발한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기술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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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브 리 핑

연구 과제 2

1. 머리말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

최근 한반도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함께 집중호우, 극한강우 및 태풍에 의해 토사재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에 3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
는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토사재해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도시지역에서의 토사재해 방
재환경 구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난개발로 주거지 및 산업단지가 산지 및 급경사지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토사재해에 의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위험지구에 대
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석류 이동경로에 따른 물질이동감지기법, 토사재해에 의한 도심지 피해 저
감을 위한 배수시스템 및 방어시스템, 토사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경고기준 및 경고시스템의 운용 등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3년 도심지의 토사재해를 통합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 연구단’을 만들어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방어기술,
3D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과 법·제도 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성과는 기술이전 및 해외적용 등을 통해 실용화하였다.
본고에서는 연구단 구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단 구성
글 정상만
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본 연구는 예방, 대비에서 대응, 복구까지 토사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통해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필자를 연구단장으로 15개 대학, 3개 연구원, 12개 기업과 3개 관련 학회, 협회, 공단으로 구성된 총 33개 기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단은 토사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4개의 세부 과제로 구
성되었으며 지반공학, 방재공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재해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융합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참고).

<그림 1> 연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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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 내용

도심지는 다양한 구조물(건물 및 인공사면)과 높은 인구밀도 및 사회기반시설 등 복잡한 환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도
심지에 토사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심지를 구성하는 복잡한 환경요소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 복잡한 환경요소의 피해

도심지를 중심으로 토사재해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대형화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와 도시기능의 신속 복구를 위

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도심지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는 토사재해로

해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및 행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

인한 구조물(건물)의 물리적 파괴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인명 및 간접적 피해, 재해 대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경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도심지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도시구조 맞춤형 토사재해 대책 및 방어

제적(인명) 관점의 취약성 평가 그리고 도심지 내 노후화된 인공사면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다. 연

기술 개발”,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 및

구 결과물은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의 토사재해 분야에 연계하여 안전도시 설계 및 도심지 건설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복구를 위한 통합관리 기술 개발” 과제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핵심기술별 주요연구내용

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3은 토사재해에 따른 취약성 분석 과정이며, 그림 4는 우리나라 7개 광역시도와 22개 중소도

이며, 세부별 연구내용 및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시의 구조물 및 인명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결과이다.

<그림 2> 핵심기술별 연구내용

<그림 3> 도심지 토사재해 취약성 분석 과정

<그림 4> 구조물 및 인명 토사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3.1 도심지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및 적용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토양침식, 토석류, 노후 인공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토사재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토사재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위험지구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적 기반
및 토사재해 저감형 용지개발 계획 수립의 기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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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 토사재해 위험구역 선정기법 및 도시방재행정 적용방안 개발

●

토사재해 발생 예상지역내 구조물 및 인명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심지 토사재해 고위험구역 평가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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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구조 맞춤형 토사재해 대책 및 방어기술 개발

레이터이다. 본 연구단에서는 산지부 해석을 위한 토사 초기 발생량 예측 프로그램(LSMAP, LandSlide MAPping)

광범위한 범위에 발생하는 토사재해의 특성상 배수시설 등의 관리 시설과 방어기술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

및 유동해석 프로그램(GeoCOUS, Geotechnical COUpled Solution)과 도심부 토사물질의 이송·확산을 해석하는

응하는 방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사재해 대책 및 방어기술에 관한 연구는 도심지의 특성과 도시 경관을 고

UDS(Urban Debris flow Simulator)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One-Stop 솔루션 3D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산

려한 새로운 형태의 토사재해 대응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 해석과 도시부 해석을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3D 가시화를 통해 토석류의 사실적인 흐름을 표현 가능하도록 하
였다.

●

지반,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한 토사재해 제어시설 개발 및 평가

●

토사재해 대응 최적 배수시설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토사재해 대응 시설물 최적방어기술 개발 및 적용성 평가

<그림 6>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토사재해 방어를 위한 요소기술들은 실내 및 실외의 유사 환경에서 모형실험과 실증단지 적용
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건축물 및 배수시설 등의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토사재해 방어기술로서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세종시와 부산시에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개발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그림 5는 세종시 및 부산시 실증단지 요소기술 적용 현황이다.

<그림 5> 세종시 및 부산시 실증단지 요소기술 적용 현황

<그림 7>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터

3.3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은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도심지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도심방재시설 생애주
기 관리 업무 프로세스 기반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토사
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은 고정밀 3D 기반 공간데이터를 토사재해 예측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를 설계하여 효율적이고 직관적이며 정밀한 결과 표출이 가능하다.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은 토사재해 발
생위치, 토사재해 이동 및 확산영역을 추정하여 토사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권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도시방재연
구센터의 토사재해 분야와 연계되어 안전도시 설계 및 도심지 건설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림 6
은 본 연구단에서 구축한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이며, 그림 7은 토사재해 예측 One-Stop 솔루션 3D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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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통한관리기술 개발

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된다. 따라서 핵심기술별 연계 및 융합방안으로 각각의 핵심기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

도심지 토사재해는 산지 및 시가지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토사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계되며 실증단지에 적용을 통하여 실용화 및 설계기술 확산을 도모한다(그림 9 참고).

는 다양한 법령과 부처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비효율성과 상충, 관리주체가 모호한 공간영역이 발생하는 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는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및 대책·방어기술은 토사재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됨으로써 예

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각 기관별로 토사재해에 대한 피해조사 기법이 서로 상이하여 도심지 토사재해 발생 시 통

방에서 복구까지 토사재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0 참고).

일된 토사재해 조사기법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운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계측기의 성능과 비용만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되고, 계측기의 짧은 수명 및 설치 위치 기준의 부재로 수집 자료의 신뢰성이 낮으며

<그림 9> 핵심기술별 연계 및 융합방안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사재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
해서 도심지 특성에 맞는 토사재해 법·제도 개선과 유지관리 기술 및 위기대응 방안 마련, 그리고 도심지 토사재해 모
니터링 설치 및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기준 및 위기대응 표준업무 개선 방안 구축

●

자가 진단형 토사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토사재해 저감시설 작동을 위한 강우기준 개발

본 연구의 성과는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통합적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조직운영체계 마련 등
의 제도개선에 활용되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토석류 모니터링시스템에 적합한 계측항목 및 계측기기 선정의 연구 수행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성 및 운영가이드 라
인을 제시하여 관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은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통합관

<그림 10> 도시구조 맞춤형 토사재해 대책 및 복구 기술 활용방안

리기술 개발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성과물이다.
<그림 8>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통합관리기술 최종성과물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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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증단지 운영 및 핵심기술 연계

본고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토사재해 방재환경 구현을 위한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토사재해 예측·평가 및 통합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기술은 세종시와 부산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해 실증단지에 적용되었다. 실증단지를 통하여 개

관리기술 개발”의 주요 연구내용 및 성과를 소개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사회 및 국가적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

발된 기술의 적정성, 모형의 검정 등에 활용되었으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반영

는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과 재난 복원력(Resilience),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

된다. 특히 연구기간 중에 구축된 실증단지는 연구 종료 후에도 유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Data 획득 및 개

출과 사회적 통합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화하여 국

발기술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토사재해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한 통합방재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과학적 재난 관리의 튼

또한, 토사재해 예측 3D 시뮬레이션 기술은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기법에 활용되며,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 기술은 토

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방재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재난에 강한 안전한 나라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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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브 리 핑

Global Lounge

전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

‘수소경제’

현재 전 세계 에너지 분야에서의 최대 이슈는 ‘에너지전환’이다. 국내의 경
우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을 높여나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
가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글 이종수
월간수소경제 취재팀장(부장)

미친 탓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탈탄소화를 위한 움직임들
이 활발하다. 그 추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노르웨이 수소전문기업 ‘넬(Nel ASA)’이 덴마크 헤닝지역에 건설한 수소충전소 생산공장 내부 모습.(사진=넬)

최근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이 역동적이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 우주 분자의 90%를 구성하고 있을
만큼 부존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LNG)의 개질,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물의 전
기분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며, 연료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무공해 청정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는 모빌리티,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데다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전환이 쉽고 전환 효
율이 높아 에너지 저장 매체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수소경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에 속하는 수소
에너지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
래에 주류 에너지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국내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으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재정투자
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법안이 6개나
발의됐으며, 수소경제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수소사회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수소시대’를 선언한 일본은 에너지기
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반영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수소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2030년 수소전기
차 80만 대, 2050년 수소충전소 32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사회의 ‘쇼케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를 도쿄올림픽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에 이어 수소전기차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혁신 연
합’ 출범식을 통해 ‘수소차 굴기’를 선언했다. 2020년 수소차 5,000대 및 수소충전소 100기 이상의 보급을 시작으
로, 2030년에는 수소차 100만 대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및 수소
충전소 보급이 한창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100개소, 2030년까지 50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수소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는 수소 수출 강국을 꿈꾸며, 다양한
수소생산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빅토리아주 갈탄전에서 수소를 생산, 액화수소 형태로 운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리퀴드(프랑스)가 구축한 수소충전소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투싼ix’가 충전 중인 모습.(사진=에어리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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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을 통해 일본에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독일은 올해 수소충전소 50기를 돌파했으며, 수소열차 ‘코라디아 아
이린트 (Coradia iLint)’의 상업 운행도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간헐성 문제가 대두된다. 태양광
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풍속이나 일조량 등 기상·기후에 영향을 받아 출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발전량이 증가하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는 물론 이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서 수소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저장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와 가스전력화(P2G: Power-to-Gas)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수소경제로의 전
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소전기차 급부상의 요인으로 디젤게이트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디젤 차량 금지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디젤 물류 차량의 시내 진입을 규제함에 따라 친환경차로의 대체가 시급해지면서 수소전기트럭이 이슈가 되고 있다.
디젤게이트 다음으로 그 외에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이 수소에너지 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과 수소위원회 발족도 수소전기차 급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족한 수소위원회 회원사는 13개에서 현재 54개로 늘어났다. 에어버스(항공사), 알스
톰, 3M(소재), 보쉬, 미쉐린, 디젤 자동차 부품업체 등 참여 기업들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기업들이 수소에너지에 대
해 각각의 목소리를 냈지만 수소위원회가 등장하면서 IAE, 다보스포럼,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많은 국제기구들과
소통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린 ‘수소각료회의’에서는 수소기
술협력 및 표준개발, 수소안전 및 공급망 공동연구, 수소의 CO2 등 감축 잠재력 연구, 수소 관련 교류 및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쿄선언문이 발표됐다. 중국의 급부상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강력한 보조금 지원정책으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인 이탈리아 솔리드파워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사진=솔리드파워)

로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 웨이차이와 대항전기가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 발라드파워시스템즈(캐나다) 지분
을 각각 19.9%, 9.9%를 보유하는 등 기술이 좋으면 모두 다 끌어오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중국 시
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 간 진행될 52개 공동 프로젝트에 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계획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출시한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투싼ix’
➊ 수소충전소 디스펜서 로고.(사진=에어리퀴드) ➋ 지난해 11월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양웅철 부회장(앞줄 좌 3번째), 에어리퀴드 베누아 포티에 회장(앞줄 우 3번째),
도요타 우치야마다 회장(앞줄 우 2번째) 등의 CEO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➌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➊

➋

를 양산한 데 이어 올해 3월 투싼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넥쏘를 출시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양산은 일본 도요
타와 혼다의 수소전기차 출시로 이어져 전 세계 수소전기차 경쟁의 불을 지폈고,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됐
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 발라드파워시스템즈의 알프레드 웡 발라드파워시스템즈 아태지역
담당 매니징 디렉터는 “1900년대 뉴욕시 거리는 말이 끄는 마차가 점령했지만 1913년에는 말 대신 자동차가 점령
했다. 자동차산업 혁명이 이렇게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험을 비춰볼 때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휠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개한 ‘수소경제 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오
는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전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와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
출될 전망이다.
2050년 수소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담당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매년 60억톤 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차가 전 차급으로 확대돼 승용차 4억 대, 트럭 1,500만 대~2,000만 대,
버스 500만 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제3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연구 분석
한 ‘수소가 디지털을 만나다(Hydrogen meets digital)’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오는 2030
년까지 수소 기술이 100만 대에서 최대 150만 대의 자율주행 택시, 30만 대에서 최대 70만 대의 자율주행 셔틀 등
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약 300~400만 대에 이르는 트럭과 밴에 수소 기술이 들어가고, 4,000~8,000대의 수
직이착륙 항공기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 센터의 백업용 전력 분야에도 수소
기술은 글로벌 수요의 최대 1TWh 정도를 담당할 전망이다. 수소사회의 도래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전 산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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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브 리 핑

쉼표 하나

서늘한 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드는 계절, 피로에 온몸이 노곤해질 때면 생각나는 온천.
따뜻한 열기로 우리 몸을 데워줄 일본 온천이 간절해지는 겨울이 왔다. 새하얀 눈이 가득한 풍경을 보며 전통 있는
온천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본 최고의 온천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
글 이성주 사진 일본관광청 제공

찬바람에
즐 기는
따 뜻 함

겨울의 낭만이 한가득

에메랄드 물빛의 매력

효고 기노사키 온천

도야마 우나즈키 온천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온천의 나라 일본에는 3,000여 개의

도야마 현 북동부 구로베 강가에 위치한 우나즈키 온천은 V자의

온천이 분포돼 있다. 온천 주변으로 형성된 음식점과 거리는 온

깊은 계곡 속에 있다. 구로베 협곡 철도의 출발지로 협곡 위를

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여행을 풍요롭게 만든다. 눈 쌓인 풍경을

달리는 도롯코 열차를 만날 수 있다. 장대한 자연 속에 있는 우

바라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탕에 있으면 누구도 부

나즈키 온천은 상류의 맑은 물이 흘러 일본에서 가장 깨끗한 온

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효고의 기노사키 마을은 조용하고

천으로 불린다. 1923년에 문을 연 이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

한적한 온천마을로 유명하다. 일본 소설가 ‘시가 나오야’의 소설

았고, 피부에 좋은 알카리성 온천수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에 등장하며 독특한 분위기의 온천이 세상에 알려졌다. 효고의

투명한 온천탕은 마치 에메랄드 빛의 바다를 담은 듯 다양하고

온천은 용암이 흘러 식어서 굳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산이 우뚝

아름다운 온천을 즐길 수 있다. 90도가 넘는 뜨거운 원천수는

솟아 있고 주변에 동굴들도 둘러 볼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마루

온천을 찾은 이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상류에서 끌어온

야마 강에서 형성된 늪지대에서 유래한 기노사키 마을의 온천은

온천수로 1∼2미터의 높이로 뿜어 올리는 온천분수를 볼 수 있

황새가 상처를 치유했다고 전해지는 ‘고노탕’을 비롯하여 ‘사토

다. 쿠로베 강을 따라 호텔과 대중탕이 늘어서 있어서 협곡 사이

노탕’, ‘이치노탕’, ‘지조탕’ 등 공동온천장이 있다. 기노사키 마

로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을 내 료칸에 숙박하면 료칸에 있는 온천 외에 7개의 공동 온천

있다. 쾌적한 시설을 갖춰서 편안히 쉬기 좋고, 물 맑은 곳인 만

장이 무료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기노사키 온천에서 온천욕

큼 깨끗한 물로 제조한 맥주와 사케의 맛도 일품이다. 겨울에는

을 즐겨도 좋다. 아침에 주변을 산책한 후 탕에 들어가 차가워진

‘눈꽃축제’가 열려서 불꽃놀이 대회와 백 명 가까운 스키어가 횃

몸을 녹이면 기분 좋은 나른함을 느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가

불을 들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활강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나즈키

장 먼저 온 손님에게 주는 작은 기념패도 받을 수 있다. 늦은 밤

온천에 가면 축제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

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대나무 숲 속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자연이 전하는 최상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겨
울철에 효고 기노사키 온천에 가면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며 완
벽한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노사키의 게요리는 꼭
먹어야 하는 별미로 11월부터 3월까지 가장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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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겹고 따뜻한 온천 마을

오이타 유후인 온천
기품 있는 료칸과 세련된 정원을 갖춘 유후인 온천. 유후인 온천
은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온천으로 손꼽히고 해외 관광객들
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후쿠오카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거
리에 있는 유후인은 수려한 자연풍광과 아기자기한 숍과 공방이
있어 인기가 많다. ‘유후산’의 남서쪽 기슭에 있는 유후인 온천
주변에는 메이지 시대의 가옥과 예쁜 상점, 미술관, 고급식당과
대자연에서 즐기는 노천탕

찻집이 많아서 온천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온천 거리에는 관

미에 나가시마 온천

광객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도 많고, 미술관과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거리풍경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나가시마 마을에 가면 겨울 온천의 백미인 노천온천을 즐길 수

다. 유후인 온천은 온천수 용출량이 많고 140여 개의 료칸이 있

있다. 추운 야외에서 환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산악 고원의 맑은

으며 후다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도 있어 취향에 따라 즐

공기를 느끼며 노천온천을 하면 몸은 가벼워지고 겨울밤 하늘을

길 수 있다. 또한 무색투명한 단순 온천수로 온화한 성분을 가졌

가득 채우는 환상적인 일루미네이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 야외

다. 특히 류머티스나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다양한 연

가 아닌 실내를 원한다면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

령층이 찾는다. 유후인 온천 마을의 명소인 ‘긴린코 호수’는 주

명한 종합 테마파크인 나가시마 리조트에 가는 걸 추천한다. 리

변에 물고기 비늘이 석양에 비춰져 빛나는 모양에서 유래한 곳

조트 내에 있는 유아미노시마 온천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

으로 풍경이 아름답다. 따뜻한 온천수가 샘솟는 호수는 아침에

리가 있어 인기 있다. 무엇보다도 면적 63만 제곱미터의 넓은

가면 모락모락 운무가 피어오르는 신비한 분위기가 난다. 온천

대지에 있는 나가시마 온천은 지하 1,600m에서 60도의 천연

을 즐기다 유후다케 산을 트레킹하는 것도 좋다. 유후인은 일본

온천이 하루 1만 톤씩 솟아날 만큼 수량이 많고, 2천여 명이 동

인들에게 사랑받는 온천마을인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시에 입욕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도카이 지방 최대

이고 맛있는 음식까지 가득하다. 따뜻한 사케 한잔과 유후인 명

의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오락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가족들

물요리인 닭고기 튀김요리 ‘토리텐'과 된장국에 넣어 먹는 수제

과 함께 찾으면 즐길 것이 많은 스파랜드다. 낮에는 나가시마 리

비 요리까지 맛보아야 유후인 온천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조트에서 유명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밤에는 온천을 한다면 마음
껏 즐기고 쉴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게다가 온천을 즐기며
식도락 여행을 즐기기에도 좋다.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지에서
자라난 농산물과 일본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일본 3대 소고기라
불리는 선명한 마블링과 부드러운 육질의 ‘사가규’를 맛볼 수 있
다. 추운 겨울 날 맛있는 요리로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면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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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공 공 복 지 기 술

W e l f a r e

R & D

그동안 강설시 대규모 인력동원에 의존해 온 제설작업은 국민안전과 생활불편에 문제를 초래했다. 특
히 제설작업이 늦어져 발생하는 공원산책로 사고를 비롯해 비탈길 미끄러짐 사고는 겨울철 국민안전
을 위협하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어떠한 도로 조건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저가형 소형 제설

좁고 비탈진 도로도 문제없는
소형 제설장비

장비 개발은 보다 안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했다. 좁고 비탈진 도로에도 문제없는 소
형 제설장비는 국민의 낙상사고 방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성과
성과명
좁고 비탈진 도로도 문제없는
소형제설장비 개발
연구 기간
2013년 12월 - 2017년 3월
총 연구비
49억 5천 7백만 원
연구자
이종순 대동공업㈜

수입 대체와 국산화 실현
잦은 폭우,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길은 곧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강설 재해 발생시 대규모

소형 제설장비(제품명 파워트레인)는 작업 중 엔진 RPM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차량속력을 0~최대까

인력에 의존하는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효율성도 그 중 하나. 그런 측면에서, 25마력급 단일

지 무단변속하는 주변속시스템을 확보했다. 또한 미끄러운 도로나 험로 등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탈출

엔진을 장착한 대당 2천만 원 내외의 소형 제설장비 개발은 좁고 비탈진 이면도로까지 문제없이 제설

능력을 보유한 Part-time 4WD를 구현했고 겨울철 극한의 한파에도 등판이 가능하며 작업중 주행부

이 가능해, 대한민국 겨울철 국민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경감을 위한 고감속비 3단 부변속 기능도 구현했다. 아울러, 전방 동력작업기(브러시/블로워 등)의
동력 공급을 위한 동력 취출(Power Take Off) 구조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실현은 수입대체
는 물론, 국산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간선도로용 대형 제설장비 한계 극복
‘소형 제설장비 및 제설 표준화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소형 제설장비 파워트레인은 25마력
급 단일 엔진을 장착한 대당 2천만 원 내외의 보급형이다.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형으로, 6가지
Quick-Attachment-Interface는 동일규격으로 호환이 가능해 기존의 간선도로용 대형 제설장비의
한계를 극복했다. 총 6종의 단위장비(제설삽날, 스노우 블로워/브러시, 살포기, 흡입식/블로잉 청소
장치)를 소형 제설장비 본체에 교체 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간선도로용 대형 제설장비 여러 대의 기능
을 한 번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로드용 파생산업 활성화 기여
소형 제설장비 개발은 이면도로 및 험로, 빙판길 등 제설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도로 조건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독립현가장치와 4륜구동, 자동잠금 기능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더불어 동력 공급 역시, 별도의 엔진을 부착하지 않고 메인 엔진으로부터 고효율 기계
식으로 동력전달을 수행하여 기존장비에 비해 탁월한 연비 실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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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작업조건별 Quick-attachment 가능
기존 P사 & B사의 상용 장비인 버킷(bucket), 포크리프트, 모어(Mower), 그레플(Grapple)을 활용
가능하도록 동일규격의 호환성을 갖췄다. 이로써 작업조건에 따라 Quick Attachment의 기능 변경
을 통한 작업능력이 확장되었으며 작업기 파손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탁월한 연비 실현 가능
별도의 엔진을 부착하지 않고 메인 엔진으로부터 고효율 기계식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되어
Fork Lift

기존장비에 비해 탁월한 연비 실현이 가능해졌다.

농업기계 인증으로 면허 없이 운전가능
그동안 제설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해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형 제설장비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파워트레인은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운전이 가능한 농업기계 인증 형식을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했다.

● 기술부문

제설현장 상용화 시행 중

Mower

오프로드 장비 응용 시 신산업 창출

2016년 서울시에 시범운용을 위한 장비를 공급해 실제 제설현장에 활용한 바 있으며, 사업화 추진시

본 과제로 개발된 소형 제설장비용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산업용 오프로드 장비에 응용시 다양한 파

조달사업을 통한 장비공급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생 장비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으로 소형 제설장비가 확대 공급될 경우, 장착 가능한
Quick Attachment Interface와 호환되는 다양한 작업장비 개발로, 신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전국망 확보로 신속한 aS 가능

것이다.

사업화 이후 필요한 사후서비스는 주관연구기관인 대동공업㈜의 전국적인 A/S망을 활용하여 처리되

소형 제설장비 또한 제설작업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되어 장비 활용도는 더욱 증대될 수

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Grapple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대규모 인력동원의 비효율적 제설작업 개선
강설 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력에 의존하는 제설작업을 소형 제설장비가 대체함으로써 신속한 제설과
더불어 동원 인력 축소로 그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좁은 도로, 비탈
진 경사로, 공원 산책길 등 제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었던 이면도로의 제설문제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
게 해결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겨울철 낙상사고와 자동차 접촉사고, 우편물
소형 제설장비 본체

Quick Attachment Interface

Quick Attachment Interface에 포크 리프트 부착 예

배송 지연 등 이면도로 제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형
제설장비의 개발은 대한민국 겨울철 국민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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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국토교통 R&D 성과 2

사업화

유망기술

Business

R&D

하나의 센서로 구조물
6자유도 동적거동 계측
성과명
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속도계 및 GPS-RTK 융합을 통한
구조물 6자유도 동적거동 정밀계측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연구 기간
2015년 6월 - 2018년 6월
총 연구비
총 15억 원
연구자
손 훈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구조물의 변형여부를 계측하는 센서의 국산장비 점유율은 1.6%에 불과하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풍
산FNS는 하나의 센서로 구조물의 6자유도 변위와 속도, 가속도, 각변위 등을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연구 목적

시스템을 개발, 외국산 제품이 독점한 센서시장에 국산화의 길을 열었다. 변위 기준 정확도 2㎜급으
로 신뢰성을 확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 센서로 구조물의 6자유도(변위,속도,가속도 및 각변위)를 동시에 계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물 모니터링용 센서의 국산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
등과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도록 기술연구에 집중했다.

주요 성과
변위오차 2㎜급,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 구현
‘저가형 GPS-RTK(실시간 이동측위 GPS)’와 ‘국산 포스피드백 가속도계’로 계측한 변위를 융합하여
이전의 계측기술보다 훨씬 정확한 변위 기준 2㎜급 정확도와 100HZ의 샘플주파수로 변위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국내/외 현장 검증 실험 수행
국내 대표적인 교량인 영종대교, 이순신대교 그리고 중국의 Xihoumen Bridge, 말레이시아의
Penang Second Bridge에서의 현장 실험을 통하여 동적응답을 실제 계측함에 있어 계측 용이성과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 교량에 설치되어 구조물 모니터링에 활용되고 있는 상용 GPS-RTK
변위 계측 시스템과의 성능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구조물 6자유도 동적거동 정밀계측 시스템 실용화 달성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적용
하기로 계약하여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
센서 관련 국내기업과 3건의 정액기술료 3억 원의 기술실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국내기업은 안정적
으로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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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모듈구성

최종 개발시스템의 현장 적용 및 모니터링 수행

6자유도 동적거동 계측시스템 개발
단일 센서로 구조물의 6자유도(변위, 속도, 가속도 및 각변위)를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성능
면에서 변위기준 2㎜ 정확도를 이루었다.

높은 가격 경쟁력
구조물의 6자유도 동적거동 정밀계측에서 변위기준 2㎜ 이하의 오차라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제품단가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센서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위 외에 가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면 기존 수입센서 대비 가격 경쟁력은 더욱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개발시스템은 교량, 건물, 원전 시설물, 풍력발전기, 댐 등 다양한 대상구조물에 설치하여 시공 중 또
는 상시 동적거동 계측이 가능하며, 휴대용 장비로 내하력 검사 및 현장실험 장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센서의 고정된 지지점이 필요한 기존 변위센서와 비교해 제안시스템은 지지점이 필요하지 않
은 완전부착식이므로, 해상교량의 주탑 및 중앙 거더부, 초고층빌딩 등 기존 변위센서로 계측이 어려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운 지점도 계측이 가능하다.
● 기술부문

해외시장 개척 용이

계측 편의성 향상과 적용범위 증가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개발되는 신기술을 해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현지의 설계/시방서

기존 구조물에 설치하였던 ‘가속도계, 경사계, GPS’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여 계측 편의성

규정 및 관련 건설 분야 법규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해외영업 및 사업화가 어렵고 현

이 향상되고 적용범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기존 구조물에 적용된 변위 센서보다 계측성능(정밀도

장 적용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반면 개발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어 널리 보급된

및 샘플주파수)이 확연하게 뛰어나므로 모니터링 기법의 정확도가 향상돼 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졌으

GPS 및 가속도계 계측장비 관련 규정만 준수하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외시장 개척이 상대

며, 구조물의 안전도 또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적으로 용이하다.
● 사회경제사업화부문

신흥개발국 건설시장 진출
현재 교량, 고층빌딩 등 사회기반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GPS 시스템의 단가는 3천만 원 수준이며,
인천 영종대교 현장
검증실험

라이센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개발시스템을 실용
화하여, 국내 적용실적을 바탕으로 중국 등 신흥개발국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우수한 우리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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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협업, 테스트를 통한 현장검증 추진 중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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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新기술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 지정번호 : 제43호, 개발회사 : ㈜한일에스티엠

교
통
신 기 술

■

주요 내용

범위: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만으로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통행량과 차량번호
를 인식하는 기술
내용: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에서 차량번호판을 검지, 인식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생성하는 기술

■

활용현황 및 전망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수량

설치현장

판매일

비고

01

UERON-LPR3

㈜한일에스티엠

1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

연구과제 시범설치

02

UERON-LPR3
UERON-LPR4

㈜한일에스티엠

2

국토교통부 안산 ITS
인증성능평가센터

-

연구과제 시범설치

[적용현장 분석 및 활용실적]

주·목·하·라
●

교통구간 정보수집

구간 속도 단속

갓길 주행 단속

버스전용차로

방범용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스마트 단속시스템(비접촉식)

노후 경유차량 단속

기존 노후된 AVI 장비 교체와 신규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교통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사회
간접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세상을 더욱 빛내줄
신 기 술

●

지점속도 단속 장비와 달리 연속적인 구간 단속 장비로 활용 가능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무정차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구축에 일부 활용하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한 정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
대됨

●

교통신호 제어 장치와 연계하여 신호 위반 차량의 자동 단속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교통흐름을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의 구축에 활용되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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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도 3·4차로, 편도 2차로와 갓길, 왕복 4차로 등과 같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신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4

KAIA Insight

2018 WINTER

75

산악도로를 활용한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

▶ 지정번호 : 제45호, 개발회사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진산전, ㈜에코마이스터, 동부엔지니어링㈜, 빌드켐㈜

활용실적: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구간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에 위치한 두동육교 바닥판 포

활용실적 및 전망

장공사에 시험 시공 후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실무적용성(상용화) 인증을 위한 추적조사가 진행 중
■

활용전망: 국내의 교량 바닥판 공법은 2000년대 들어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이용한 포장공법이

주요 내용

범위: 급구배와 급곡선의 산악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 받으며 많이 적용되어 왔음. 거더 특성을 반영하지 못

내용: 급구배 및 급곡선 궤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저진동 톱니바퀴, 밴드제동장치, 독립구동차륜을 포함한 대차와 추

한 일률적인 형상 적용으로 바닥판의 불필요한 자중 증가와 사교 또는 곡선교의 적용 시 기하형상에 의한 패널 제작의

진시스템 및 기존 산악도로에 부설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탄성충진재로 매립된 레일, 중앙 톱니궤도

곤란 등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용한 바닥판 공법이 지속적으로 적용 중에 있음. 본 신기술

를 포함한 궤도시스템 기술

이 적용 가능한 거더교는 전체 교량 개소 중 40.1%, 전체 교량 연장 중 63.3%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신기술의 활용성
및 장기적인 수급전망은 안정적이라 판단됨

■

활용현황 및 전망

활용실적

활용전망

- 궤도 건설 및 주행 시험
●

길이 40m, 곡선반경 10m, 구배 100‰ 시험 궤도 건설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

●

시제 대차 및 차체 주행시험 결과 양호한 주행 추진 성능 확인

▶ 지정번호 : 제851호, 개발회사 : ㈜이왕코리아, ㈜다누리건설, 이케이리플래시건설㈜

- 산악철도 적용 가능 지역
●

●

지리산, 한라산, 남산, 평창 등 산악관광지역의 대중교통수단 활용(국내 시장 규모 7,783억 원 예상)
대도시 고지대 교통 사각 지역

■

주요 내용

범위: 직경 300㎜~1,750㎜의 원형 관로를 대상으로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 섬유층과 고밀도

파급효과

- 기술적 파급효과
●

세계 최고 수준(급구배 180‰, 곡선 10m)기술 개발로 폭설 결빙 시 고립되는 산악벽지 거주 주민들에
게 교통기본권 제공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및 유리 섬유 융착 시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한 광경화 방식의 하수도 관
로 비굴착 갱생 공법
내용: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 내진성능을 확

●

산악지역 자연 훼손 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 실현

경제적

●

산악관광지 동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 가능. 함침 된 튜브는 상온에

파급효과

●

자동차 감소 및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서 6개월 보관 가능

●

지리산 산악철도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8,232억 원(생산유발액 5,720억 원, 수입유발액 60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910억 원)

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 증대가 가능하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

■

활용실적 및 전망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시공규모 기간 위치]
연번

제품명

구매자명

설치현장

판매일

비고

1

연산로타리
∼신리삼거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부산환경공단

D=300㎜
L=32m

2017.10.17.
∼2017.10.18

부산시 연산로타리
∼신리삼거리 방향보도부

2

명장정수장
범어배수지 관로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D=400㎜
L=35m

2017.10.13.
~2017.10.19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
배수지 일원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

건
설
신기술

현장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B&S 공법)
▶ 지정번호 : 제850호, 개발회사 : ㈜상봉이엔씨, ㈜콘텍이엔지

■

주요 내용

범위: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개
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

활용전망: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며, 윈치를 이용한 TUBE 견인방식과 UV램프를

타설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적용한 광경화 방식을 통해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관종, 관경 등 환경의 변화에 제약 없이 시공

내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 균일한 피복두께 확보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SB 폴리머혼화제를 첨가하여 개질시

가능하며, D300㎜∼D1,750㎜의 원형관로에 시공 가능해 보다 폭넓은 노후 관로에 적용할 수 있어 차후 국내뿐 아니

킨 콘크리트와 U볼트를 전단연결재에 용접 연결하고 1개의 수직재와 2개의 경사재 위에 수평재가 위치한 오버행 브

라 국외까지 나아가 활용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라켓 가설재를 이용하여 별도의 교면포장 공정이 필요없는 교량 바닥판과 교면 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현장타설 교
량 바닥판 시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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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R&D 거래소

토목

03

●

기술 내용

기술내용 및
시공실적

탄소 저감형 자기 충전 콘크리트 기술

연구단에서 제공한 실증하우스 바닥 슬래브(매스콘크리트)에
HVMa SCC 기술을 적용

HVMA(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및 기타 산업 부산물) SCC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CO₂ 배출 저감 건설구조 재료 개발

●

01

●

기존 기술의
문제점

●

건설재료(시멘트)는 제조시 다량의 에너지 소모 및 CO₂ 배출
다량의 CO₂를 배출하는 건설재료를 다른 재료(산업부산물)로 대체하여 에너지 및 CO₂를 저감
하는 근본적인 기술 개발 필요

활용 실적

- HVMA SCC 실증하우스 현장 적용
- HVMA SCC 시공성 평가 철도 침목
- HVMA SCC 휨부재 성능 거동 평가
●

향후 활용 전망

- HVMA SCC의 제조 기술은 토목 구조물 뿐만 아니라 빌딩과 같은 건축 구조물 시공시에도 유용하게 활용

02

●

차별성
※ 경제성: 콘크리트 100m³에 대한 순수 재료기준(기존 기술: 3성분계)

차별성 및
효과

구분

해당기술

기능/성능

장/단점

04

기존기술

CO₂ 배출 저감 / 50MPA급 다성분계
HVMA SCC

3성분계 HVMA SCC

CO₂ 배출 저감 극대화
경제성 확보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

보통 강도 콘크리트 제조

희망 수요기관 및
적용대상

경제성(천 원/m³)

CO₂저감(t-CO₂/m³)

경제성(천 원/m³)

CO₂저감(t-CO₂/m³)

6,081

15

7,003

42

경제성

●

우수성

•산업 부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현재에도 다양한

산업부산물)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조
기술이 향후 국내의 레미콘 시장에서 약 10%를

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며, CO₂ 저

점유할 경우, 시장 점유 효과가 약 4,450억 원/년

감에는 효과 미비

정도 예측이 가능

CO₂ 발생량을 상당히 절감

KAIA Insight

•HVMA(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및 기타

용하여 콘크리트 제조하고 있으나, 이는 콘크리트

산물을 다량(약 80%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 및
인증 현황

•국내외 건설사

06

적용대상

추가기술정보

•건축·토목 시공 현장

기술수준

명칭

조기 강도 증진을 위한 콘크리트 결합재
조성물, 이를 이용한 조기 강도 증신을
위한 콘크리트 및 이의 제조 방법

권리/인증 번호

비고

10-1351560

등록

•친환경 콘크리트로서 해외 건설재료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R&D 수행이력

균열 저항성을 향상시킨 이산화탄소
저감형 콘크리트 조성물

10-1620038

조기강도 발현형 고유동 저발열 고내구성
이산화탄소 저감형 콘크리트 조성물

10-1584324

등록

경제적 효과

방법으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를 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와 같은 산업 부

78

●

05

수요기관

과제명

고기능성 콘크리트/
포장재료 및 이용기술 개발

연구
기간

2009.05 ~ 2013.03

연구비 7,152,503,000원
등록
기술문의

㈜대우건설
김용직(031-250-1169)
yongjic.kim@daewooenc.com
총괄문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창업사업화지원실
Tel.031-389-6322
techbiz@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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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거래소

교통
수단

운전자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중상이 없는 Head Up Display 기술

03

●

기술 내용

기술내용 및
시공실적

- 구면수차 발생 억제를 위한 저배율과 LCD에서 투과되는
영상의 이미지를 차량 윈드쉴드 측으로 반사시켜주는
마지막 단 Mirror의 Freaform설계, 광학 System을
이용하여 이중상 발생 억제

모든 차종에 관계 없이 일반 윈드쉴드에서도 HUD내의 광학 System을 이용하여 이중상 발생을 억제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 정보를 선명하게 확인 할 수 있는 Head Up Display 광학 기술

- BLU 광 분포를 일반 직화형에서 광학 Lens를 이용
Active area 범위로 집광함으로써 LCD의
Active Area 범위로 집광하여 주간 주행시
영상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함

01

●

기존 기술의
문제점

●
●

이중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필름 또는 컨바이너등의 별도의 장치가 필요
컨바이너 또는 필름에 의한 HUD(Head Up Display) 영상 이질감 발생
영상의 초점거리(허상거리)가 1m 이내로 운전자의 시선이동이 심함

●

활용 실적

- HAfter Market HUD : 아프로뷰 SO 2016.09 출시
- 삼성전자 상품공급계약(디지털프라자 입점), 아이마트 입점, 카렉스 입점
- 홈앤쇼핑 홈쇼핑 방송(2016.12~2017.02)
●

향후 활용 전망

- 마케팅 활동을 통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점 확충으로 아프로뷰 SO 판매 증진 기대됨
- 추가 디자인 개발을 통한 반매립형 및 상용차 HUD 적용 개발

02

●

차별성

차별성 및
효과

●

구분

해당기술

기존기술

기능/성능

휘도 8000cd/m2 이상

휘도 3,000cd/m2

장/단점

허상거리 1~2m 이상

허상거리 1m 이내

경제성

주간 시인성 우수
운전자 시선이동 최소

주간 시인성 저하
운전자 시선이동 심함

우수성

•HUD 영상의 초점거리가 1~2m에 위치에 있어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로 할 수 있고,
고효율 고휘도 LCD Module 기술로 밝은 주간에
도 선명한 영상을 확보 가능

●

경제적 효과

•자동차 After Market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 손
실 비용 감소
•(비용) 휴대폰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므로
추가 내비게이션 장착이 필요 없음
•(간접효과) 상용차 및 BUS 등에 확대 적용 가능

04
희망 수요기관 및
적용대상

수요기관

•완성차 제조사 :
현대 기아 쌍용 등

권리 및
인증 현황

•승용차 내비게이션 연동 시스템

추가기술정보
기술수준

•상용차 커스터마이징

05

06

적용대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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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ADAS 연동

권리/인증 번호

비고

R&D 수행이력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10-2016-0151264

등록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치의
백라이트유닛 모듈조

10-2016-0151265

등록

과제명

Head Up Display
기술 상용화

연구
기간

2015.04 ~ 2017.04

연구비 679,000,000원
기술문의

에이치엘비㈜
김동민(010-4737-0989)
dmkim@hdboat.com
총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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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FaQ

Q

[간접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중 간접비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간접비는 이월대상 비목이 아니며,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
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간접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 계획 당시 인력지원비를 잡아
놓았다면, 실제 사용할 때 인력지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지원비나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세목 이동이 가능
한가요?
▶ 간접비 내의 세세목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업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
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영리기업의 경우 계획시 인력지원비만 계상을 하였다면 계획하지 않은 연구지원비나 성
과활용지원비로 변경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 R&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고 있지만 헷갈리거나
알 수 없어 답답했던

Q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실무자들의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사항과 명쾌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 이월금액과 차년도연구비는 따로 분리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작성하
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연구비 이월] 이월금액과 차년도 연구비는 사용실적보고 제출 시 분리해서 정산해야 하나요?

Q

[연구비 이월] 이월 승인된 예산 중 세목 간 이동이 가능한가요?

Q

[연구비 사용] 이월 승인 받지 못한 사용 잔액을 총 연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 원칙상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이월 승인된 세목 간에 적용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 R&D 관련 궁금증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이월승인을 받지 못한 사용 잔액은 당해연도 정산시 정산환수금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www.kaia.re.kr _ 참여 _ Q&A

정산환수금은 단위과제로(사업단/연구단은 세부과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사용잔액+

전화 031-389-6495(성과지원실)

발생이자+부적정)을 결정하며, 동 환수금액에 정부출연금 지분을 반영해서 실환수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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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톡톡

(단위: 억원)
구분

소재지

1단계
실험시설
운영중
구축기간
’04. 6~
’09. 6.

실험시설 전경

주요 실험장비

시설개요

구축비

◦ 국내 최고사양, 최대규모의 구조실험시설
- Main: 5MN급 UTM, 5MN급 Act
하이브리드
구조 실험센터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지진방재
연구센터

명지대
(용인)

KAIST
(대전)

부산대
(양산)

◦ 건설 분야 및 철강, 조선 원자력, 기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실험이 가능한 대형 실험시설
- 80m 길이 교량 거더 실험
- 3층 규모의 건축물 구조실험
- 대규모의 야외공간을 확보
- 구조해석과 실험을 동시에 수행

126.3

◦ 국내 최고, 세계 5위(구축당시 1위) 수준의
센트리퓨지실험시설
- Main: 지오센트리퓨지(원심모형실험장비)
85.4
◦ 지반구조물의 모형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실제 지반의 축적 및 응력상태 재현가능한 실험시설
- 진동대 및 4축 로봇의 도입으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
◦ 국내 최고사양, 최대규모, 세계 2위(구축당시 1위)
수준의 지진모사실험시설
- Main: 최대가속도 3g 진동대(총 3기)
152.5
◦ 건축물,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진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
- 3지점 연동으로 대형 구조물의 진동대 실험
◦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건설재료실험시설
- Main: 약 40여종의 첨단 실험장비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12종

첨단건설재료
실험센터

계명대
(대구)

대형풍동
실험센터

전북대
(전주)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은 ‘지역밀착형’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지역 연구인력 양성,
지역특성화기술개발 등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동남, 강원, 충청, 호남, 대경, 제주 등 6개 권역에 거점센터들을 설치했다.
각 거점센터들은 지역에 필요한 건설교통 분야 R&D 수요조사, 신규 과제발굴,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사업화,
지역내 건설교통분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국가 R&D 기술·제품 및 신기술·신공법 성능검증과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시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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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 보, 기둥 및 콘크리트 제품의 휨,
압축강도 시험과 강재 및 복합재료의 피로,
인장강도시험 및 건설재료의 내구성능, 화학성분,
미세구조 분석 실험 등 다양한 재료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시설

112.9

◦ 국내 최대, 세계4위 규모의 바람발생실험시설
- Main: 최고 31m/s급 풍동실험동
85.6
◦ 초고층건물, 장대교량 등 구조모형을 설치하여
내풍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
◦ 국내 최대규모의 조파수조실험시설
- Main: 50m(L)×50m(W)규모 3차원 조파수조

해안항만
실험센터

전남대
(여수)

◦ 방파제 또는 부두 등 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물 건설에
따른 해안 파동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
- 대규모 3차원 조파수조 및 2차원 조파수로 실험 가능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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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2단계
실험시설
구축중,
일부 운영중

구분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

소재지

실험시설 전경

주요 실험장비

서울대
(서울)

구축기간
’13. 12~
’19. 3.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시설

KCL
(진천)

시설개요

구축비

는 급경사 수로와 유량, 유속, 수위 등을 자동 계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무인 자동화 계측 시스템 등 첨단 시설이 도입되었다. 이곳에서는

◦ 충돌 및 폭발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 및
시설, 극한온도와 극한압력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챔버 및 역학실험 장비 등을 갖춰 구조물의
성능평가 및 재료/소재 실험이 가능한
대형 구조특성 실험시설

227.9

◦ 주요 기후요소(온도, 습도, 일사, 강우, 강설 등)의
인공적 발생 및 제어 시설을 갖춰 실물 규모
시설의 종합 성능평가, Mock-up 시험체 규모 시
설 및 부재 단위 개별 성능평가,
자재/건축설비/기기의 특정 성능평가 등이
가능한 다환경 멀티 실험시설

212.0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공구조물 설계기준 개정, 수자원 관리 및 구조
물의 개·보수 검증, 친환경 수리구조물 기술 개발을 위한 하천분야의 다양
한 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세종, 2018년 11월 22일 개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미세먼지, 실내오염, 결로, 누수 등의 문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품질
실험시설
(*2018년
11월 22일 개소)

LH
공사
(세종)

대형수리모형
실험시설
(*2018년
11월 22일 개소)

한국
농어촌
공사
(안산)

◦ 소음·진동, 결로, 실내공기 환경 등 요소기술별
성능 검증방법 표준화 및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택성능평가 실험시설

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총 275억 원(정부 16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288.0

들여 구축하였다. 센터는 19,685㎡ 대지에 연면적 11,074㎡ 규모로, 실
내 환기성능 및 외피 기밀성능 등 환기부하 저감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

기상환경 재현
도로 성능평가
건설
실험시설
기술연구원
(*2018년
(연천)
12월 05일 개소)

◦ 국가 강, 하천의 수자원 관련 첨단실험이
가능한 기초 및 검증 수리실험시설과 융복합분야
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능을 보유한
응용수리 실험시설

계 최대 규모의 맞통풍(CV; Cross Ventilation)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145
168.5

여종의 최신 연구시설 장비가 도입되었다. 이곳에서는 향후 소음진동, 실
내공기, 환기·기밀, 결로, 누수·방수 및 외단열시스템 등 주택성능 분야 약
65개 항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 악천후 재현(강우, 강설, 안개, 도로소음 등)을
통한 도로성능 및 교통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실규모 실증 실험이 가능한 실험시설

148.5

기상재현도로 실증센터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시설

한국도로
공사
(화성)

◦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법을 통해 실제
운전상황을 모의함으로써 다양한 도로·교통
환경을 재현하여 운전자-차량-도로의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한 가상주행 실험시설

177.2

(연천, 2018년 12월 개소)
도로상의 눈, 비, 안개 등의 기상 악천후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시설
로서, 149억 원(정부 12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구축하였다. 센터는
약 21만평(696,178㎡) 규모의 부지에 연천군, 국방부 등의 협조를 받아
구축하였으며, 최근 기상 악천후, 폭염 등 이상 기후의 발생 빈도 및 강도

【2018년 개소 시설 】

증가로 인해 도로유실, 노면불량(포트홀) 등 도로피해 규모 또한 매년 확대
되고 있어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로 시설물 성능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
다. 기상상황을 도로상에 직접 재현할 수 있는 ‘기상재현도로실증센터’ 구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축으로 실증실험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

(안산, 2018년 11월 22일 개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초대형 수공구조물 또는 하천 주변 유체의 수리학적 거동 재현·분석으로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총 163억 원(정부
9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구축하였다.
센터는 길이 250m, 폭 102m, 연면적 7,980평 규모로 실내 수리모형실
험시설로는 동양 최대이며,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현상 등을 재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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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CUlTURe
Trend 2018 카드뉴스

1

1

2

IoT의 탄생과 발전,
세상을 연결하는 힘

1999년 P&G 브랜드 매니저인 캐빈 애쉬턴이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해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포함한 USN

‘Internet of Things’라는 문구를 최초로 사용하며 사물들이

대상을 식별하는 RFID 기술에서 시작한 최초의 사물인터넷은

(Ubiquitous Sensor Network) 무선 센서 네트워크 발전은

서로 연결된 인터넷을 뜻하는 ‘사물인터넷’이라는

다양한 센서 및 통신기술들과 결합하며 발전했다.

사물인터넷의 진화를 선도하며 자연재해 발생 및

4

5

6

7

멀리 있는 기계장치와 연결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사물인터넷 관리 플랫폼의 등장,

5세대 이동통신(5G)의 전환으로

사물인터넷의 생체인식기술 도입으로 인간-사물-서비스가

통신기술 M2M(Machine-to-Machine)의 발달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과 발달에 따라 인터넷과 결합한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가입자가 164만 명 급증하며

긴밀해지고 간편해지며 개인 일상생활에서부터

거리와 상관없이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자유로워졌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가능성이 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물인터넷과 위치기반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서비스까지 사물인터넷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용어가 탄생했다.

3
특정 장소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 단계 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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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좌

수소 전기차와
특허동맹

물론, 대기중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는 필터에 포집될 것이고, 대
기 중 포함된 유해가스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촉매장치
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소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수록 청정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에서 대기정화의 첨
병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수소전기차를 놓고 세계 각국 완성차 업체들끼

글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최근 수소전기차 개발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 간 수소차 동맹을 결성하는 등 수소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다. 수소전

리 협업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양산차 업체들 간의 합종연횡은 클

기차는 전기분해의 원리를 반대방향으로 적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즉,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만들고 물을 배

린디젤이 친환경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과거에도 있었다.

출한다. 수소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움직이

최근의 수소전기차를 둘러싸고 양산차 업체들 간 재개되는 글로

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까지 추가되었다. 수소전기차의 전기생산을 위한 산소는 공기로부터 얻어지는데, 오염물질

벌 기업 간의 제휴에 눈에 띄는 용어가 있으니, 바로 “특허동맹”이

이 없는 청정산소일수록 고장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 오염물질을 필터링해야하는데, 현재의 내연

라는 것이다. 동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

기관 자동차가 운행할수록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비해, 수소전기차는 운행할수록 인근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점에

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서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간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특허동맹이란 용어가 기업 간의 제휴
에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기업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에 비할 정도로 전략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동맹”이란 기업 간 특허에서의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 상호 실시허락에 대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서로의 특허
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기 보유한 특허 뿐만 아니라, 신규
창출될 특허의 공유까지 포함함으로서, 공동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사 간 특허 분쟁없이 그들만의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에 대해서는 타 공유자의 허락없이 소유권 이전은 물론이고, 채권

공동기술개발 및 특허동맹 시, 특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에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물의 사용도 당

서는 공동으로 기술개발 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개발자 간 공

연히 자기 지분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으로 특허출원하며, 결국 공동의 권리, 즉 특허권은 공유된다.

그러나, 특허는 무체재산권으로 일체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형성

물건을 공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은 자기 지분을 공유자 간의

하기 때문에 물건의 공유와 다른 점이 있다.

허락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

첫째,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체 특허를 공유자 각자가 사용하

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며, 공유물 중 자기지분

는 것이 가능하다. 즉, 1%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가 일체의 발
명 중 1%만 쪼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의 지분만 있어도
전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 공동 특허를 이용한 부품 생산 및 판
매가 가능하다.
둘째, 양도를 하려 해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공동연구 및 공동발명을 통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해 놓고, 후에 신의를 저버리고 경쟁사에게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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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동맹”이란 기업 간 특허에서의

도한다면 특허 공유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 상호 실시허락에 대한

설명했듯이 단 1%의 지분으로도 전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을 의미한다. 즉, 서로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지분 양도로 인해 공유자의 이익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지

것으로 기 보유한 특허 뿐만 아니라, 신규 창출될 특허의

분의 이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공유까지 포함함으로서, 공동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듯, 수소전기차를 둘러싼 기업 간 동맹, 그 중에서도 특허동

경쟁사 간 특허 분쟁없이 그들만의 시장을

맹은 상호 깨기 어려운 결속조건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전략적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제휴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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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이방향중공슬래브의 특징과 사업화 과정

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방향중공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닥의 단면에서 구조

사실은 경량체가 건물의 자중을 경감하여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

적 기능을 하지 않는 중앙부에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바닥의

고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인 경량체

자중을 줄여 장기처짐 및 지진하중 절감으로 기존 무량판 슬래

를 삽입하여 제공하는 공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다 걱정하는 공

브의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기

법으로 간주되었다. 지금도 일부 건설인 중에는 무량판 공법은 5

둥과 기둥사이가 넓게 요구되는 곳에 적용이 가능하며 공사비

층이하의 저층건물에만 사용해야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

를 줄일 수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친환경

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다.

적인 공법이다.

이에 이 공법을 보급하고자 할 때 수많은 실험적인 근거가 절실

일반적인 건축물의 바닥구조는 얇은 바닥슬래브와 보로 구성된

히 필요하였으며,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다. 하지만 이방향 중공슬래브는 주로 보가 없는 무량판구조에

2006년도 해외에서 이방향중공슬래브를 접한 후 건물의 사선제

적용하는 공법으로 과거의 삼풍백화점에 적용된 무량판 공법과

한이나 높이제한으로 층고를 절감하여 연면적을 추가확보하거

같은 구조형식이다. 무량판공법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시기에

나 지하층 굴토 깊이를 줄이기 위한 공법으로 아주 효율적인 공

삼풍백화점에 적용되었고 그 당시에는 중력하중에 대해서만 고

법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기초연구를 수행하던 중 2009년 국토

려할 정도의 단순한 계산으로 설계되어 철근배근을 일반적인 바

부의 사업화 연구과제에 지원하여 많은 실험연구가 가능했다. 이

닥슬래브의 배근정도로 하여 추가적인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공식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물은 매 층의 바닥판이 지상으로 쌓아 올려진다. 이 바닥판의 구조형식에 따라 기둥간

려사항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보가 있는 구조에서 보 역할

건설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연구진과 함께하였으며, 시공성 검

격과 크기가 정해지고, 이 무게가 기둥과 기초를 통해서 땅 속으로 전달된다. 바닥구조가 가져야할 과제는 보다 가벼

을 할 수 있는 배근 상세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무량판구조에 대

증과 수요처를 감안하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그리고 CM사인

워야 하고 구조체의 높이가 낮아야 하며, 처짐이나 층간소음 등의 사용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우선 ‘가벼움’은 기둥

한 전문적인 지식 또한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삼풍백화점

건원엔지니어링이 함께하였다.

의 간격을 넓힐 수 있고 기둥 및 기초의 부담을 줄이며, 지진하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구조체의 높이를 줄

사고 후 무량판구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한동안 국내에서

또한 2010년에는 장수명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 SH공사

임으로써 보다 높은 천장고를 확보하거나, 층고절감으로 인해 층수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분양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무량판구조를 회피하는 현상도 심하였다.

와 함께 한국콘크리트학회 연구과제를 통해 시공성 및 거주성

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닥구조 형식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과 사용성 확보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무량판구조에 적용되는 이방향중공슬래

능 확보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층간소음실험 등의 사용성을 검

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이방향중공슬래브’는 설계, 제작, 시공까지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

브 공법을 보수적인 건설시장에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증하였다.

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방향구조인 무량판구조가 갖는 층고절감, 공사비절감 등의 많은

그 결과 2011년 9월에 건설신기술 제628호로 지정을 받아 본격

글 ㈜반석TVS 김상모 대표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는 라멘조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나, 국내에

적으로 시장진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삼풍사고의 후유증으로

이방향중공슬래브
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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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구조에 대한 선입견과 구조설계 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신공법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진입 장벽은 크게 느껴졌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

사업화를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래서 이방향중공슬래브의 설계부터 제조 및 시공까지 토탈서

각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수많은 실험과 해외사례를 들어

이방향중공슬래브 공법이 많이 보편화 되었고

비스를 하기 위해 공장 및 인력확보에 생각보다 많은 초기투자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타파하는 것은 생각

장스팬구조에서 층고절감이 필요한

가 필요하였다.

보다 어려웠다. 국토교통진흥원에서 충분히 검증받아 건설신기

건물을 위주로 설계에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사업화를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이방향중공슬래브

술로 인증 받은 기술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일부 관공서는 기존

시공사에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이유로

공법이 많이 보편화 되었고, 장스팬구조에서 층고절감이 필요한

의 방법을 벗어날 경우 감사 등을 이유로 성가신 업무를 두려워

VE설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건물을 위주로 설계에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에서 경제성

하였고 심의과정 중 심의위원들은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과 시공성을 이유로 VE설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컸다. 안된다기 보다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완방법을

무량판구조도 취성파괴를 막기 위한 상세가 많이 나와 있으며,

찾도록 하여 보다 완전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해외기준은 물론 국내기준도 충분히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지도

인 장치가 보완된다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도 보다 커질

록 제시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호텔, 사무소, 공장, 병원, 연구

신기술을 사업화 하면서 수많은 신기술들이 많은 노력을 바탕으

소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건물에 200건 이상의 실적을 갖게 되었

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으며, 해외에도 수출하여 해외현장 적용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크게 남았다. 이에 심의에 참여할 경우 우선 제시된 기술에 대해

그리고 이방향중공슬래브의 제조 공급업체도 4~5개 업체가 생

서 충분히 이해하고, 안된다는 시각보다는 우려사항을 피력하여

겨 또 하나의 보편화된 공법으로 탄생되고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개선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언하고자 한다.

신뢰와 스피드까지 토탈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우리 회사의 특징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토탈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사 중이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지원해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신
뢰를 쌓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뢰를 갖추는 데 가
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일에 대한 진행은 신속하게 하면서도 만
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바닥구조에 대해 보다 가볍고 안전한 공법을 지속적으로 연
구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방향중공슬래브의 제조과정에
서 알게 된 플라스틱 분야의 제조기술을 응용하여 합판거푸집 사
용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거푸집을 이용한 장선슬래브를 개발하
여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다. 이 공법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줄여 친환경적이며, 지
하구조물의 누수 염려로 사용을 꺼려하는 데크플레이트 공법 대
신 환영받고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가의 큰 건설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플라스틱
을 사용한 와플슬래브 공법도 연구개발 중이며, 개발도상국가의
업체도 참여시켜 내년의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해외시장을 공략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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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했던 혁신 프로세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

기본 프레임을 뒤집어라

존 MBA 방식의 사고 프로세스가 더 이상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
면서 지속가능한 혁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디자인적 경
영 전략’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디자인적 경영 전략은 보다 의미
있는 브랜드 혁신을 위해 디자인 마인드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혁
글 에린조
파슨스디자인스쿨 교수

신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거나 디자이너가 경영 결정을 내려
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물론 디자인이 기업의 막강한 경
쟁력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해마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에
서 어김없이 일등 자리를 지킨 애플의 성공에 디자인이라는 중요
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애플
의 성공 비결은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가능하게 했
던 ‘혁신적 경영 전략’ 덕분이었다.

도 ‘경험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랜드 혁신은 기술
을 기반으로 속성과 성능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이제까지와는 다

디자인과 혁신이 만나면 크게 두 가지 조합이 나온다. 첫 번째는

른 경험을 창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때 경험에서 가장 중요

말 그대로 ‘디자인 혁신’이다. 미적 감각과 사용성의 개선을 증대

한 요소는 ‘나에게 주는 의미’이다. 브랜드의 궁극적 가치란 결국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혁신이다. 두 번째는 ‘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의 가치인 것이다.

자인 주도 혁신’으로, 디자인 혁신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인해

혁신은 이 의미의 가치를 창조하고 높여 나가는 활동으로 봐야 한

발생한 새로운 마켓을 창출하는 혁신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커

다. 즉 마켓 리더십을 쟁취할 급진적 혁신이란 꼭 급진적 기술 혁

피 제조업체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조해 사용하기 편한 디자

신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라도 지

인으로 바꾸는 디자인 혁신을 했다면, 네스프레소는 아예 캡슐 커

금과 다른 급진적인 경험을 성공적으로 접목했을 때 소비자는 급

피라는 디자인 주도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진적 혁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구현했더라도 이것이 기존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소

APPLE(애플)의 iPod(아이팟)

100

KAIA Insight

혁신을 통한 브랜드 전략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비자는 이를 점진적 혁신으로 느끼기 쉽다. 따라서 디자인적 경영

다. 하나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파격

전략은 브랜딩에서 디자인이 하는 역할 그 이상의 것이며, 상품의

적으로 개선하는 급진적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제품이나 방

기능과 경험의 포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가 경영 전략

법의 유용성, 편리함, 가격, 미학 등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는 점

을 짜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보다 창

진적 혁신이다.

의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점진적 혁신을 해 왔다. 특히 마켓

여기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단순히 경영 지도자와 구성원의 사고

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돌아다니는

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과제와 문제해결을 찾는 관점과 접근

지, 어떻게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을 향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

법, 이를 위한 기업문화와 조직 구성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의

춰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점진적 혁신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다. 앞

개념이다. 특히 이런 프로세스를 혁신에 접목하는 것이 디자인적

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브랜드 리더십을 갖기 위해

경영 전략을 통한 브랜드 혁신이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상품의

서는 급진적 혁신을 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

의미와 가치를 소비자에게 묻고 있는데, 이는 혁신의 주요 목적이

통적인 프레임을 깨뜨려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루고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기업이 급진적 혁

자 하는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공감이다. 기업

신을 추구할 때는 절대로 소비자에게 먼저 묻지 마라. ‘아는 것’과

에서 혁신의 속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혁신을 지지해 줄 수

‘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

있는 기술과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등 그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고 하는 기본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기술의 혁신을 기업이 주도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듯이 의미의 혁신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2018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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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의 통찰력을 끌어내라

에 대해서는 무조건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했던 반면, 애플은 소비

보였다. 사실 모션 센싱 기술은 도시바가 아웃도어 랩톱 컴퓨터

그렇다면 의미 있는 통찰력은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MP3

자가 20대이든 50대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쿨한 유저’가 사용하

에 활용하려고 개발했는데 닌텐도가 그 기술을 게임기에 접목한

플레이어’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애플의 아이팟을 떠올릴 것이

는 아이팟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 MP3 플레이어 시장을 3~4

것이다. 경쟁 업체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앉아서 서로 말도

다. 그런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마켓에 ‘디지털 뮤직’이

배로 성장시켰다. 실제로 아이팟의 주요 고객층은 베이비붐 세대

안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의 반대

라는 콘셉트로 제품을 내 놨던 기업은 한국의 세한미디어였다.

였다. 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이팟을 선물하면서 그 시장

가 있었지만 닌텐도는 이 점을 착안,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즐

1997년에 ‘MPMAN’이라는 브랜드로, ‘워크맨보다 가볍고, 워크

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또한 사용자 타깃 범주가 넓어지면서 복

길 수 있는 게임으로 포지셔닝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맨보다 작고, 워크맨보다 더 많은 양의 곡을 담을 수 있다’고 내세

잡한 옵션이 아니라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심플리

의미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니의 플레

우며 미국 시장에 약 400달러로 제품을 출시했다.

시티Simplicity’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의미

이스테이션이나 기존 인기 게임기들과는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는 완전히 실패작이었다. 바로 포지셔닝의 오류를 범한 것이

의 혁신이다. 처음부터 ‘개성, 특성’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이 세워

다.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기존 상품, 기존 브랜

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색과 재질, 아이튠즈, 단순한 인터

드 선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오류였다. 워크맨

페이스, 쉬운 사용성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애플은 커뮤니케

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과 디자인 속성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전혀

이션 디자인을 잘하는 기업이다. 애플의 모든 광고에는 복잡한 상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콘셉트를 가지

품 설명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순히 애플의 상품을 제시하

고 전 세계를 평정한 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팟이다. 애플이 성공할

고 광고 마지막에 짧은 카피를 통해 상품의 속성이 통합적으로 소

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박스 포장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신이 그리 크게 해당되지 않는 상품군에서도 급진적 혁신을 더욱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애플이 디자인 전략 회사였기 때

비자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바가 크다. 이는 티파니가 포장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합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경험과 의미의 혁신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

적인 접근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박스로 디자인된

끼는 태도나 느낌은 차이가 있다. 의미의 방향성에서 베끼는 것은

문이다. 애플은 단순히 디지털 음악이라는 속성에 포커스를 맞추

정당성을 추구하라
전략의 방향성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성이다. 정당
주얼리기업 티파니의 선물포장박스

성이란 헌신, 진지함 그리고 진정성을 뜻한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진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경험과 의미를 갖춘다면 기술적 혁

지 않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집중했

통합적으로 소통하라

티파니 글로벌 웹사이트 메인 화면, CF 주인공들은 모두 흑백인

상당히 위험하다. 기술의 혁신을 모방해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다. 그들이 찾은 의미는 바로 ‘개성, 특성’이었다. 휴대용 MP3 플

우리는 습관적으로 혁신을 상품 구성 안에서 정의 내리려고 하는

데 티파니 박스만 컬러로 보이는 광고 등만 봐도 티파니의 디자인

것에 대해서는 큰 거부 반응이 없다. 하지만 의미의 정당성을 베끼

레이어의 특징은 사용자가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경향이 있다. 특히 혁신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디자인, 상품 혁신

주도 혁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는 순간, 그때부터는 따라하는 것이 된다. 소비자들은 기술이라는

이다. 애플은 여기에서 나아가 디지털 음악을 통해 세상과 커뮤니

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혁신은 시장 안에서 생각해

케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아이팟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야 한다. 상품, 포장, 광고, 유통 등 각각의 프로세스가 완벽하더

경계를 넘어라

의 혁신은 본다. 그래서 디자인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의미의 모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라도 전체 시장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상품군,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 혁신을

기술과 그 기술을 속성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들이 상품의 얼굴이

방향으로 디자인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용자가 좋아하는 장

흔히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저지르는 실수가 상품 따로, 포장 따

생각한다. 그러나 한 상품군 안에서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던 의미

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르별로 곡을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기

로, 커뮤니케이션 따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공정을 거쳐

와 형태도 다른 상품군으로 넘어가면 혁신으로 보일 수 있다. 혁신

결국 정당성이란 헌신, 진지함, 그리고 진정성을 뜻한다. 의미 있

존 유통의 불문율을 깨고 모든 음악을 0.99센트에 파는 등 혁신적

디자인적 경영 전략을 통해 성공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다. 애플은

이 항상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일 필요는 없다. 경계를 넘어

고 진정성 있는 경험을 부여하는 혁신을 이뤄낸다면 소비자에게

인 서비스가 마켓에 등장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 새로운 기술

상품-포장-광고-유통을 관통하는 통합적 접근법에 입각한 비즈

라. 디자인적 혁신 전략을 같은 상품군, 같은 소비자군 안에서만

정당한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

니스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 혁신적인 기술도 기존의 의미가 적용되는 순간 점

대, 진정한 혁신은 디자인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성공을 향

‘티파니Tiffany’라는 주얼리 기업도 통합적 접근법을 잘 활용하는 기

진적 혁신에 불과해진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혁

해 달려가길 바란다.

업 중 하나이다. 티파니는 몇억 달러 짜리 보석에서부터 300달

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붙이

러 정도의 은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제공하고 있다. 300달

는 것이다. 의미의 방향성은 상품 혁신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이

러 은제품은 사실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월등하게 독특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시해 주고,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

거나 예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토록 티파니에 열광하는 이유가

을 사용하기에 편한 상품 체인들을 만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가

무엇일까. 티파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은 ‘포장’에서부터

치는 올라간다. 따라서 전략적 방향성을 잘 잡고 혁신을 진행하는

시작된다. 소비자는 포장과 상품, 유통을 각각의 독립체로 인지하

것이 중요하다.

지 않는다. 단지 포장이 고급스럽고 예쁘면 그 속의 상품까지 고급

닌텐도는 1970~1980년대에 컴퓨터 게임기 시장에서 약 50%

스럽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각각 따

이상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1990년 소니가 플

로 진행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오히려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있다.

레이스테이션 시리즈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티파니는 포장에서부터 상품 브랜드 가치를 적용한다. 특히 블루

다. 이렇게 도산 직전에 있던 닌텐도를 구해준 것이 바로 2008년

계열의 티파니 박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

출시된 ‘위Wii’ 게임기다. 모션 센싱Motion Sensing 기술로 사람의 움직

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짝퉁 티파니 박스까지 활발하게 팔리

임을 아바타가 따라하는 게임인데 ‘위 스포츠’로 시장에 첫선을

APPLE(애플)의 iPod(아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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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헌장 및 근무혁신 실천선언 선포식

「KAIA 대국민 혁신과제 공모전」

-일

-일

시 : 2018년 11월 5일(월)

시 : 2018년 11월 29일(목)

- 주요내용 :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KAIA 혁신 선언 선포

- 주요내용 : 국민이 직접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기관 업무의 공공

식”을 가졌다. 이날 국토진흥원은 외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성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혁신성

제공하기 위한 「고객헌장」과 생산성 향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장 뒷받침, 국민 참여·협력 확대 등 8개 분야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받

을 위한 「근무혁신 실천 선언」 선포식을 통해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았으며 사회적 기여도, 혁신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2단계의 심사

높이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절차를 거쳐 최종 7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포르투갈 브라가市 및 유럽 eIP-SCC와 MOU 체결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UTC)와 MOU 체결

-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시 : 2018년 11월 30일(금)

- 주요내용 :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상호 협

- 주요내용 : 국토교통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력방안 마련을 위해 포르투갈 대표적 스마트시티인 브라가市 및

을 위한 국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베트 교통통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스마트시티 협

대학교(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와 업무협약

의체인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

(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국토교통분야 우수기술사업화,

Communitie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련분야 세미나 및 특강, 직원파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
축할 예정이다.

「2018 국토교통 R&D Good-Job Fair」 성황리에 종료

KAIA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

-일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시 : 2018년 12월 11일(화)

- 주요내용 : 국토교통 R&D 분야 일자리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 주요내용 : 국토진흥원은 인간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임직원, 노동조

국내 유일의 행사인 ‘2018 국토교통 R&D 굿잡페어’가 서울 국토발전

합, 협력사 및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

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

해 채용정보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R&D 전문기관과 정부출연연

고 이의 준수를 다짐했다.

구소 등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19년 신규채용 정보제공 및 1:1 맞춤
형 상담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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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 성공가능성 높인다

국토인프라실

2019년 국토인프라실은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과제 연구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기술·물관리·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수행
2012년 SOC플랜트사업실로 출발, 2015년 현재의 부서명으로 바뀐 국토인프라실은 2018년 6월
발령받은 김홍중 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건설기술연구사업과 물관리연구사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건설기술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로 도로, 교량, 터
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안전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그리고 글로벌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
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초로 착수한 사업이다. 사업 범위에는 재난재해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도
포함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이 안전
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인프라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 물관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재해를 줄이며 안정
적인 수자원 확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물관리연구사업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은 미래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창의도전연구, 글
로벌기술협력, 연구장비인프라로 3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창의도전연구와 글로벌기술협력은 과제
를 제시한 뒤 공모를 받는 top-down 진행방식과 달리, 큰 틀의 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아
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bottom-up으로 이뤄진다.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왼쪽 윗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준혁 전임연구원, 이강준 책임연구원, 최영우 연구원, 하경수 연구원, 김홍중 실장, 홍정희 선임연구원, 김기욱 책임연구원

빠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장비인프라는 국내에 실험시
설을 구축해서 국토 교통 분야 연구자들이 성능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세부

국토인프라실은 R&D사업본부 내에서 건설기술연구사업과 물관리연구사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담당한다. 김홍중 실장을 포함해

사업이다. 1단계로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를 포함 6개의 실험시설이 구축됐고, 현재는 2단계에 이

모두 7명의 구성원들은 100개가 넘는 과제를 관리하면서도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과제 관리를 수행하고, 연구자들과

르렀는데, 이중 기후변화대응다환경실험시설을 비롯해 4개 실험시설이 올해 구축 완료되었고, 나머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지 2개 실험시설이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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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InSIghT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KAIA Insight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2018년 한해동안 KAIA Insight를 구독하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일당백, 작지만 강한 부서
국토인프라실을 “작지만 강한 부서”라고 소개한 김홍중 실장은
업무는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대인관계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국

2019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KAIA Insight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2019년 KAIA Insight 제작에 적극 반영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KAIA Insight가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토인프라실을 이끌고 있다. 이강준 책임연구원은 규정을 꿰뚫고
있어 ‘판관 이강준’으로 불리고, 김기욱 책임연구원은 무한 감수
성을 소유하고 있다. 플랜트실의 홍일점 홍정희 선임연구원은 어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참여방법

떤 업무가 주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콘트롤 능력을 자

2018년 12월 17일(월)~12월 31일(월)

KAIA Insight 웹진: https://www.kaia.re.kr/webzine
이메일: kaia_pr@kaia.re.kr

랑하고, 양준혁 전임연구원은 섬세하게 일을 척척 해내는 소리 없

또는 아래의 QR코드로 연결 후 참여

이 강한 스타일이다.
이어 ‘만능 엔터테이너’ 최영우 연구원은 건설기술연구사업과 물
관리연구사업을 동시에 담당하는 능력자로 통하고, 하경수 연구
원은 전문성은 기본, 멋진 패션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
2019년 KAIA Insight 봄호에 게재
*이번 겨울호에는 애독자 퀴즈를 설문조사로 대체합니다.

김홍중 실장은 내실 있는 과제 관리와 함께 연구진과의 많은 소통
을 강조한다. 김홍중 실장은 “국토인프라실에서 담당하는 과제는
100개가 넘어 결코 만만치 않은 업무량이지만 과제 내용들을 숙
지해서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실원들에게 강조한다”며 “과제 세
부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만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GIFTICON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어 연구 성과
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들
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

김홍중 실장

국토인프라실의 2018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고수압 초장대 해
저터널의 세그먼트 이음부 방수기술이 싱가포르에 수출됐으며 터
키 차나칼레 교량 설계에 케이블 교량가설 공법이 반영됐다. 이
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원되는 미얀마의 최대교량 ‘한-미
얀마 우정의 다리’ 설계에는 케이블 교량 재료·시공기술 등이 반
영됐다.
김홍중 실장은 “이렇듯 우수한 국내 건설기술이 해외건설 시장으

가을호 애독자 퀴즈 당첨자

2012년 SOC플랜트사업실로부터 출발한

로 확산되는 등 성과를 낼 때 보람을 느낀다”며 “2018년 성과를

국토인프라실은 건설기술,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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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삼아 2019년에는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기술촉진 등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다

과제 연구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성과집 발간을 포함, 성과 홍보
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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