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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새봄

春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의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2019년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건물 밖에는 어느덧 만물이 생장하는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듯 길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의 새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돌아보면 올해 겨울은 강한 추위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기상, 기후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우리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설현장, 교통시설,
운행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가 주된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도로변, 도로시설물, 지하철, 주거
공간 등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제가 진행 중이지만
아무쪼록 우수한 성과로 마무리되어 우리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있어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흥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교통 R&D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KAIA Insight 봄호에서는 건설시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모듈러 주택의 현황, 발전방향, 지식재산권 문제,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국내 관련 기술이 여러분에게 더욱 친숙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에도 저희 진흥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겠습니다. 국토교통 R&D와 저희 진흥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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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용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모듈러 하우스

들어가며

건설 근로자의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은 건설산업에 대해 많은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나 최근 20년간
타산업 평균 2.8% 성장에 비해 건설 생산성은 평균 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1]. 그러므로 기존 현장중심
의 건설 및 인력에 의존한 건설의 한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의 건설 공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법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높은 최
신 기술들을 적용한 모듈러 공법 및 Offsite Construc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래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중요한 요소인 국내외 모듈러 공법 관련 기술현황을 살
펴본 후 향후 확대·적용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용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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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법의
정의 및 역사

모듈러 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며,
제조업에서의 대량 공장생산의 개념을 건설업에 도입한 탈현장(Off-site) 건축 공법이다. 이는 표준화된 모
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운송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설치 및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작업을 통해 건축
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2]. 모듈러 공법은 기존의 현장중심의 습식공법에서 공장 중심의 건식공법으
로 건설 프로세스의 혁신 및 건설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최근 국내 건설 및 건설 관련 제조·산
업분야에서 시공 및 건설 관련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모듈러 건축에 관심이 많이 증
대되고 있으며, 또한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건축 프로젝트 발주물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모듈러 공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모듈러 공
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후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연간 약 4.2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
하고 있다[3]. 미국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의 대량생산(Mass
Production) 개념 접목을 시작으로 2011년 기준 약 680만 채가 시공되어 전체 주택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전체 주택시장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인건
비 절감 효과가 크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요구하는 선진국 위주로 모듈러 건축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1)

1) 해외의 모듈러 공법은 Prefab 공법 또는 Off-site 공법의 개념으로 조립식 및 모듈러 공법을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규
모는 Prefab 공법 또는 Off-site 공법을 포함한 시장 규모이다.

그림 1 | La Trobe Tower(44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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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Croydon Tower(44층, 2019년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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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신기초등학교(2층, 2003)

<그림 1>은 현재까지 완공된 모듈러 공법 건축물 중 최고층인 호주의

조 구조물에 공장제작한 Box Module을 삽입하는 방식<그림 8>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의 다양한

Melbourne에 세워진 44층 La Trobe Tower이며, <그림 2>는 현재 시

공법은 프로젝트 및 발주처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공 중이며 2019년 후반기 완공시 세계 최고층 모듈러 공법 건축물로
그림 6 | 라멘식(적층)

기록될 영국 런던의 Croydon Tower이다.

그림 7 | 내력벽식(적층)

그림 8 | 인필식(INFILL)

국내의 모듈러 공법은 2003년 모듈러 학교 시범건립사업으로 추진
되어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신기초등학교<그림 3>가 건
립되었다. 이후 학교시설, 군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그림 4> 및 판
매시설 등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적용되어 2015년
기준 약 5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대한건설정책연
구원(2011)에서는 모듈러 건축시장이 2020년에 최소 약 9,400억 원
그림 4 | 가양동 도시형생활주택(6층, 2017)

에서 최대 3.4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 한국토
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주거에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공법

벽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구조체에 Box 모듈 삽입 공법

많은 관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중고층의 모듈
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현황이다.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기존 국내 건설시장의 현장 노무 중심 생산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시장 창
출과 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모듈러 공법 등 탈현장(Off-site) 건축이 매우 높은 관
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 시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장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
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공기단축과 함께 공사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도입단계에서의 모듈러
공법은 많은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공장생산을 기반으로 하여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투자와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

모듈러 공법의
특성

모듈러 공법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착공 시점부터 현장 기초공사와 동시에 공장에서 표준화된 건축 모듈

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러 유닛이 제작되어 기초공사 완료와 동시에 현장으로 운송 및 설치되어 단기간 내에 조립하여 완공하는 탈

있다[4]. 또한 기존의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프로젝트 생산체계, 프로세스 및 법적

현장(Off-site) 건축공법이다. 기존 공법(철골조, 경량스틸조, 철근콘크리트조) 대비 약 35~44%의 공사기간

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현황이다.

단축, ISO 9000 및 ISO 14000 공장 품질 제어 인증을 통한 균일한 고품질 시공, 경량화에 따른 내진성능 확

정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2010년 크루즈형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 고시하면서 모듈러

보, 모듈러 유닛에 의한 이동의 용이성, 증축과 확장에 대한 디자인의 융통성, 현장 작업 최소화 및 작업 환경

공법의 활성화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6], 그 후 현재까지 <그림 9, 10>과 같은 5건의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이 잘 구축된 공장 내 작업에 의한 건설 안전성 확보, 우수한 차음 및 단열성능, 자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따
른 폐기물 감소, 기후영향의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형태이다[5]. 또한 모듈러 공법은 현장

그림 9 | 청담동 MUTTO(2013)

그림 10 | 독신자 숙소(2013)

의 건설인력을 공장의 인력으로 대체함으로 건설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건설산
업의 숙제인 건설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모듈러 건축은 구조적 유형에 따라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은 라멘식의 모듈러 유닛을 적층하는 방식<그림
6>, 벽체가 하중을 받는 내력벽식의 모듈러 유닛을 적층하는 방식<그림 7>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그림 5 | 공법별 공정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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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가양동 도시형생활주택(2017)

그림 12 | 천안 두정 도시형생활주택(2019 예정)

그림 13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그림 14 | 건설분야 IoT

공업화주택 인정이 이루어졌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업화주택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

(2) 국내 건설산업 내의 최신 기술의 통합화

구개발사업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동안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BIM(Building Information

단지 구축’이라는 과제를 발주하여 <그림 11, 12>와 같이 현재 가양동에 6층 규모의 실증단지를 포함하여 2

그림 15 | Atlantic B2 Modular Building Project

Modeling) 기술<그림 13>, 인력 중심의 현장시공 단점을 극복하여 건설 생산성 향

개동을 완공하였고, 올해 2019년 천안 두정에 6층 규모의 실증단지 1개동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상을 위한 모듈러 공법,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패시브 및 제로에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년 동안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이라는 국책연구과제를

너지 기술, 건설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장수명화 SCI 기법(Structure

통하여 모듈러 공법 건축의 중고층화 및 생산·시공기술 향상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 Cladding – Infill),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IoT 및 AI 등을 도입한 스마트 건설 기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프로젝트의

술<그림 14> 등 국내 건설산업의 최신 기술들을 통합화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

증가로 민간프로젝트도 활발하게 기획되고 있다.

전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선진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최신 기술
을 기반으로 건설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Lean Construction, Preconstruction,
건설 참여자의 Organizational Structure의 변화는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안

국내 모듈러 공법은 15년 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국내외 다양한 변화 요구 및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건설산

향후 전망 및
혁신방향

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에 하나의 대안으로써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필요성 대두 및 도심지 내
고층 이상의 재건축에 대한 시공 효율성 요구와 건축시장 수요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축

(3) 중고층 이상의 초고층 모듈러 시공기술 개발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요구 그리고 건설폐기물 감축 및 이산화탄소 저감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현존하는 모듈러 건축물 중 최고층은 호주에 세워진 <그림 1>의 44층 주거시설

사회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향후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듈러 공법의

이다. 또한, 2019년 말 완공예정인 44층 규모의 임대주택인 <그림 2> Croydon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Tower가 런던에 세워질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는 <그림 15>와 같이 2016년 완공
된 32층 Atlatnic B2 Project 종료 후 55층 규모의 B3 Project를 건설하기 위하여

(1)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그림 16 | 국내 15층 모듈러 공법 건축물 조감도

현재 설계가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내에 100층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최근 2019년 3월 미국의 Katerra라는 회사는 Building Platforms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발표하였

를 설정하고 있다[7].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현재까지 완공된 최대 규모는 6층이

다. 이 플랫폼은 탈현장(Off-site) 공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Garden Apartment를 선보였는데, 수요자와 시장

고, 15층의 중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다. 국내 여건상 도심

의 요구조건에 맞춘 Option화된 설계부터 최신 제조 관리기법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 적용

지 내 업무 및 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10층 이상의 중고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

된 공장제작과 최소화된 현장시공을 하나의 플랫폼에 담아서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의 경제성 확보와 동시

고, 주거시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20층 이상 초고층 규모로 건

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요구성능 확보는 물론이며, 유지관리비 절감 및 이

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없이는 모듈러 공법의 시장 확대를 예측할

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과 연계했다. 향후 국내에서도 Katerra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 없다.

국내 여건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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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제작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 고려
모듈러 공법은 대량공급이 이루어져야 단가가 낮아진다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현장 노무 중심의 건설시스템에서 공장 노무 중심의 공장제작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동차 또는 비행기 공장제작 방식인 반자동 또는 완전자동방식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팩토리 등의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7) 모듈러 시스템 및 Unit의 해외수출
미국, 싱가폴 및 많은 국가에서 모듈러 주택 및 호텔 등의 프로젝트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많은 개
발도상국가 및 건설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모듈러와 연관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
내 선진화된 모듈러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작능력을 통하여 미국 및 싱가폴과 같은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
업체와 제조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모듈러 건축은 기존의 현장 및 습식중심의 건설산업에서 현장 업무를 최소화한 Offsite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건설업은 조선, 자동차 및 비행기 제조업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4) 모듈러 건축 관련 인식 전환을 위한 고품질의 시공기술 및 자재 개발

플렛폼 및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공장중심 및 모듈화에 중요한 엔지니어링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현재 국내 모듈러 공법의 건축물에 대한 일부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공기단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Digital Transformation과 접목하여 건설의 생산성을 극대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축에 의해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을 부실시공으로 오인하고, 대량생산에 의한 공장제작 및 표준화와 규격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은 국내건설의 혁신이며 미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따른 낮은 공사비를 저렴한 건축물로 인식하며, 증·개축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과 이

중요한 역할인 모듈러 건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축성에 대해서는 임시주거시설로 오해하여 낮은 품질로 생각하고 있다[3]. 모듈러 공법에 대해서 선진국
인 영국이나 일본 역시 이런 인식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초기에 겪었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모듈러 건축시
장을 확대시켜 왔다. 영국의 경우 1970~90년대 침체기를 2000년대 엔지니어링 기술 발달을 통한 모듈
러 공법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인식 개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
으며, 일본 역시 초창기 1960~70년대 대량 생산에 의하여 일반인들로부터 품질이 낮다는 인식을 갖게 하
였으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 및 홍보를 통하여 현재는 고급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모듈러 건축물 역시 끊임없이 대량공장 생산방식에 대한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사용 자재 및 공
법에 대한 품질 개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모듈러 공법 건축물의 높은 품질에 대한 장점을 인식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5) 병원, 호텔 및 상업시설 등 모듈러 건축물 적용의 다변화 시도
미국 모듈러협회(MBI)의 모듈러 건축물 유형에 따르면 교육시설, 군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기관, 도
서관, 병원시설, 은행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8]. 국내와 미국의 건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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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016, p.69-77

적 시장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 유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국내의 모듈러 공법 수요창출

[3] SH서울주택도시공사 모듈러 주택 해외 사례집, 2015

방안[9]으로 주거시설, 교육시설 및 병원시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상업시

[4] 유일한, 박선구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공업화건축 활성화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5] 이종찬, 강윤도, 강한승, 김병선 사례연구를 통한 군 모듈러 독신간부숙소의 설계지침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4), 2011, p.87-94

설 및 산업시설로 확대하여 모듈러 건축물 적용 유형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6] 김재영, 이종국 모듈러 건축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5(4), 2014, p.39-46

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 및 다양한 재단에 대비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주택 및 건축물의 생산체계 구축 및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2014

비축이 필요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모듈러 주택 및 병원과 연관된 시설도 고려되어야 한다.  

[8] MBI Permanent & Relocatable Modular Construction 2011 Annual Report, United States
[9] 김동수, 김경래, 차희성, 신동우 건물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모듈러 공법 수요창출 방안 수립,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4(5), 2013,
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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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하우스

국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정비가 시급합니다
배규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연구단장)

모듈러 건축이란 창호, 외벽체, 내외장재, 배관, 전기배선,

Question

모듈러 건축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설치하는 건축을 말한다.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토교통 R&D 과제를 총괄 연구하는
배규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만났다.
배규웅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건축은 공장생산 건축의 하나에 속합니다. 현
장에서 짓는 기존의 건축이 아니라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는 조립하고, 설치하는 건축을 말합
니다. 모듈러 건축하면 일반인들은 ‘조립식 주택’이라
는 단어를 떠올리며 내구성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

모듈러 구조시스템, 강구조 및 강구조합성,

각하지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간단히 시

PC 복합구조 시스템, 접합부 내진성능 평가 및 개발 연구,

공만 하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기술은 우리나라가 4차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증단지 구축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Question

해외의 모듈러 건축 현황은 어떠한가요?

모듈러 건축은 호텔, 기숙사, 병원 등에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모듈러 건축물은 2009년
영국 울버햄프턴(Wolverhampton)에 지어진 25층
기숙사가 있습니다. 호주에선 44층 규모의 La Trobe
Tower가 2016년 11월 완공됐고요. 미국 뉴욕에서도

Question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32층 민간임대주택이 모듈러 건축공법으로 준공됐

호주의 44층 La Trob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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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공공임대주택(30세대)을 서울시 가양동에 준공했습니
다. 이어 국내 2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인 천안 두정동 실증단

고, 이 B2 프로젝트에 이어 50층짜리 B3 프로젝트도

우리나라에 모듈러 건축이 도입된 지는 20여 년 됩니다. 콘크

지(40세대)를 진행 중입니다. 천안 두정동 실증단지에는 기존

계획 중입니다. 미국에선 10여 층짜리 임대주택을 모

리트를 타설해 아파트를 짓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

적층식 공법과 함께 주택을 서랍처럼 밀어 넣어 건설하는 ‘인필

듈러 건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44층

에 모듈러 건축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군

(infill)’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두 실증단지 모두 6층 중 5층(2~6

George Road Towers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병영, 독신자 숙소를 중심으로 3층 규모의 모듈러 건축이 이뤄

층)에 모듈러 건축공법을 적용, 우리나라 모듈러 건축 기술수준

일본은 2층 이하 단독주택에서 모듈러 건축이 강세를

져 왔죠.

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보이는 국가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가R&D 과제로 2017년 12월, 국내 1호

이와 함께 포스코A&C는 모듈러 건축공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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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제도, 정책이 현장생산 방식 중
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을 포함한 공장생산 건축
은 설계, 제작, 시공이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설
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형시설물 등에 한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을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 가능합니
다. 모듈러 건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제작도 포함하는
확장형 일괄입찰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장형 일괄입찰방식으로
바꿔야 설계에서 제작을 간과하거나 시공을 간과하는 경우와 같
은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설계
하고 생산해 판매하듯 모듈러 건축 업체가 설계부터 제작, 시공
연구단의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투시도(안)

까지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내화와 양중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 높은 모듈

mODULAR
HOUSE

러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술적인 과제 역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
는데요, 13층 이상 건물에서 3시간 내화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3시간 동안 타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해외에 비
해 기준시간이 깁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정해진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려면 그만큼 모듈의 무게가 무거워져 이
를 들어 올리는 양중 기술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화 피복을 하
고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 있
도록 제작해야 하니 모듈러 단위 사이즈가 해외에 비해 작습니
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레지던스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레지던스는 4층

트가 아니라 이후 전국에 퍼뜨리기 위한 기본 모델을 만들기 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모듈러 건축의 출발이 늦었지만 정부

3개 동, 300실 규모로 올림픽 기간 동안 기자단 숙소로 사용됐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원에서 건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듈러 건축에 주력하고 있

죠. 미디어 레지던스는 층수가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가R&D 과제

습니다. 제도,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대규모로 시도한 모듈러 건축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에선 모듈러 건축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에선 40층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을 비롯

고 있습니다.

해 모듈러 건축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정책 정비가 선결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컨

Question 

연구를 총괄하고 계신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가R&D 과제를 소개해 주세요.

트롤타워를 조직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제도, 정책 개선
Question 

우리나라가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방안을 도출해내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이 발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주하는 사업에서 일정 부분은 모듈러 건축 의무화도 굉장히 중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가R&D 과제

영국에서 건설 중인 44층 George Road 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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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합니다.         

에선 15층을 목표로 주택난을 겪는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프로

건설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장생산 방식에

해외에선 40층 이상의 모듈러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에

토타입을 만들려 합니다. 모듈러 건축의 보편하고 타당한 공법

서 공장생산 방식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모듈러 건축은 창호에

서 가장 높은 모듈러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이

으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해 지역 조건에 맞게 약간의 설계 변경

서부터 내외장재, 배관, 전기배선까지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

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쳐져 있습니

과정을 거치면 전국 어디에라도 모듈러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에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ICT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해외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위한 150세대 공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

업체가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 정책 정비가 이

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부지 공모와 시행자 공모 등을 거쳐

가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모듈러 건축에 관심이 많아도 선뜻 투

뤄지고 모듈러 건축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을 접목한다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로 2020년

자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듈러 건축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

말 착공해 2021년 2분기 초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프로젝

모듈러 건축을 포함한 공장생산 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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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Ⅰ 개요
1. 목적 및 사업
•(목적) 「2019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내용을 수립
       ※ (수립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업) 국토교통부 소관 총 34개 사업, 4,822억 원 지원

Ⅱ 투자현황 및 성과

2. 주요성과

1. 투자현황

•(과학기술적 성과)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연구성과 관리

•(총괄) 국토교통 R&D 사업 예산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4%씩 확대

성과 향상 추세

      - ’19년도 국토교통 R&D 사업 예산은 4,822억 원(전년대비
3.3% 증가)으로 정부 R&D 예산(20.5조 원)의 2.4%에 해당
•(분야별) 최근 10년간 교통(48%) 분야의 투자비중이 가장

2. 추진체계 및 절차

강화 등에 따라 최근 3년간 SCI 논문 및 특허등록 건수 등 주요

높고, 국토(36%), 기반구축(16%)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18년 우수성과) 현장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우수성과 도출
- LTE-R 기반 철도 무선통신시스템, 무인항공기 안전운항 기술
등 국토교통 분야 미래유망 핵심기술 확보 및 실용화 추진
-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대전시), 한국형 e-Call 체계구축 등
국민생활공간(주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서울 노원), 모듈러 공동주택단지(서울
가양) 등 수요맞춤형 주거환경 성능개선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차별 정부 및 국토교통 R&D 투자 규모

분야별 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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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투자비중

21

POIN T
- 교통기술분야 : 자율주행 등 혁신성장동력 기반 교통기술 등
•(교통물류연구(일반)) 교통사고 저감, 교통 혼잡도 및 물류
비용 감소,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분야 핵심
기술 개발
•(교통물류연구(도로)) 도로 안전관리 선진화, 교통 혼잡

구분

논문

이상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V2X통신 기술 및 LDM(Local

’13

’14

’15

’16

’17

계

일반

4,349

611

618

577

634

810

935

965

1,006

9,499

SCI(E)

777

190

143

148

191

133

338

386

470

2,306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도로환경 정보

소계

5,126

801

761

725

825

943

1,273

1,351

1,476

11,805

수집·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도로조명 통합운용체계 기술

출원

1,955

531

628

631

583

596

801

810

1,192

6,535

개발 및 실증

등록

802

171

237

309

562

415

422

500

671

3,418

소계

2,757

702

865

940

1,145

1,011

1,223

1,310

1,863

9,953

Dynamic Map) 제공기술 개발

•(철도기술연구사업) 빠르고 안전한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형식 철도시스템, 고속철도용 열차제어기술 및 철도핵심
부품기술 개발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철도차량 센싱,
분석 자동화 기반 상태진단 및 유지보수기술 개발

및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체감형 주택기술 개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사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연계하여 혁신성장동력

•(저탄소에너지 고효율건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기반의 지하철 (초)미세먼지 실시간 감시, 예보 및 저감기술

육성, 재난재해 예방, 미세먼지 대응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추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및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최적 에너지

•국토교통 R&D 중점 추진방향과 세부사업 연계

공유형 커뮤니티 구축

기술 개발

유럽 등)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국가 인증체계 구축

’12

1. 중점 추진방향

동력 육성을 위한 무인비행체 안전운항 및 교통관리체계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Level4
’11

•(주거환경연구사업)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 주택의 장수명화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무인기 산업 분야의 신성장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성 확보 및 국가간(미국·

’10

Ⅲ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개선 및 선진적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첨단 도로기술 개발

～’09

특허

•(항공안전기술개발)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교통 수요관리의

개발

•(항공기 착륙장치·윙렛수리공정 기술 및 국제인증체계개발
사업) 항공기 장비품·부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정비기술
및 인증체계 구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 유인 소형 고정익 항공기의
무인 운행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보안인증 기술개발) 국내
항공보안 정책 대응 및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항공보안인증기술 개발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기술개발)
하천관리, 철도시설 점검 등 공공기관 수요 대응을 위한
무인이동체 및 SW 플랫폼 개발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2. 분야별 세부계획
- 국토기술분야 : 고부가가치 시공·설계, 재난·재해 대응 등

구도심 등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안전위험 예측, 분석 등
솔루션기술 개발

•(건설기술연구) SOC의 전주기(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대한 안전성 제고,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핵심요소

생산·가공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융합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기술 개발
•(물관리연구) 지속가능한 하천시설물의 이용·관리 및 수재해
대비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플랜트연구) 지속적인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랜트
건설사업의 핵심공정, 설계 및 실증 기술 등 개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융복합 및 혼합현실제공 기술
개발) 수요자 요구기반의 실감형 3D 도시모델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및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수소 생산, 저장,

•(위성정보활용센터설립운영) ’19, ’20년 발사예정인 차세대

운송,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 핵심

중형위성 1·2호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설비 등 개발

기술 개발

•(도시건축연구사업) 초고층빌딩 등 고부가 기술개발,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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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 T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세부사업 연계

- 기반구축분야 :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사업화 등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국토교통기술 수준 향상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지역 밀착형 R&D 거점센터를
통해 인력양성 및 특성화기술 개발 지원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국토교통 연구성과의 시장진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험비용, 컨설팅 등 지원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 국토교통 R&D사업(기획·관리·
평가 등)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운영경비 지원
•(정책연구개발사업)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제도개선 등 정책연구

•(국토교통연구기획) 국토교통분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미래핵심기술 등의 발굴·기획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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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저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 시스템 연구단 단장

본 연구는 저에너지 건물 구축에 필요한 정보 및 의사

1. 과제 개요

1세부 ‘건축물 정보 DB구축 및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과제에

결정 지원이 가능한 웹기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개발
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서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가격 및 성능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2014년 9월 착수하여 2019년 11월까지 진행되는 도시건축연

우수 건축자재 등록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 저에너지 건축

구사업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자재 및 설비 포털 구축, 저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해석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과제는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

및 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 저에너지 건물 대안 분석 기능을

원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1세부 ‘건축물 정보 DB구축 및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통합지원시스템 개발’과 협동기관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

포트폴리오 지원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한다. 2세부 ‘건축물

편의성 정보 제공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

로 진행되고 있는 2세부 ‘건축물 유형별 상세 에너지사용량 정

유형별 상세 에너지사용량 정보 획득 및 분석기술 개발’ 과제

의 건물 유형과 용도별 에너지 소비특성을 파악할 수

보 획득 및 분석기술 개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단은

에서는 현재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대한 총량 원단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 수립의 정량적

주관 및 협동기관 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위에 한정되어 있는 건물 에너지 원단위를 난방, 냉방, 급탕,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의 허가 이후 연도

감정원 3개의 공공기관과 5개의 기업, 5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조명, 환기, 전기기기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공

별 경과에 따른 건물 에너지 사용 이력을 지속적으로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동주택(200세대, 40단지), 업무시설(85개소)의 상세 에너

이 가능한 웹 베이스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지 사용량 계측과 이를 통한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대표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 사용량은 물론 과소비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에너지 소비를 줄
이고자 하는 경우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등 항목별 기
술 대안과 비용 분석 등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무료

축적, 관리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과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운영 단계
의 일부 지원에 국한된 포털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건
축물 설계, 시공, 운영, 리모델링 등 건축 행위의 모든
단계로 확장하여, 생애전주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성 컨텐츠 및 서비스

지원(통합DB, TOOL, GUIDE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
으로 개선 및 확대하는 것으로,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저에너지 건축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차원의 저에너지 건축물 핵심 포털과 DB 구축을 핵
심으로 정부제도, 정책과 연계된 신뢰성 있는 콘텐
츠 제공은 물론 공공형 빅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기
능을 포함하고 있는 공적(公的) 시스템의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연구과제의 목표 및 주요 연구개발 내용
과 함께 ‘건축물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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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도출 그리고 대표 원단위와 비교한 일반 건물의 에너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컨텐츠 화면

에너지 효율화 대안 선택 화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시스템 구축

지 사용 수준을 비교(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건축주, 건물

행하고 있다.  

관리자, 건축가 등)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
인 요소기술의 대안 선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

2. 주요 연구 내용

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세
부적으로 1)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Framework 및 방법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론 개발 2)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방법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Framework 설

론 개발 3)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웹

계, 관련 사이트 및 제도와의 연계구축, 웹사이트 구축 등의

기반 서비스 연계지원 4)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프로그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녹

램 매뉴얼 개발을 진행 중 이다. 또한, 경제성 평가용 DB개발

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건축물 에너

및 ECM 리스트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부문에서 1)건축물 에

지 통합지원포털 개발을 목표로 기존 그린투게더의 한계점

너지 효율화 지원 시스템의 경제성평가 로직 개발 2)건축 및

을 보완하여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전 생애단계에 효과

설비, 신재생부문 ECM 도출 3)경제성평가 표준 DB 구축 및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코드화 4)경제성평가 지원시스템 매뉴얼 작성을 진행 중 이

건축물 운영 단계의 에너지 사용량 조회 중심의 기존 서비스

며, 비주거 부문에서 1)건축물 ECM 설비 및 신재생 부문 도

제공 영역을 신축 단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 대안 결

출 2)ECM관련 컨텐츠 기획단계 활용수준 개발 및 검증 3)

정, 운영 단계 건축물의 리트로핏 수준 및 대안 결정, 노후 건

ECM관련 부분 지원프로그램 매뉴얼 작성 4)건축물 경제성

축물 재탄생 단계에서의 리모델링 수준 및 대안 결정 등 건축

평가용 표준데이터 구축을 수행 중에 있다.

물의 생애단계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의사결정

계측기반 상세에너지사용 패턴 조회 화면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계측 계획수립 및 시스템 설계
2세부 이화여대와 협업하여 공동주택/업무시설 계측 기반

녹색건축 지원 통합정보 DB 및 에너지성능 평가 표준모델 개발

상세 에너지정보 DB 구축을 위한 상세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 제공 컨텐츠 및 서비스 구동

의 계측, 수집, 전송 및 저장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계측 시스

을 위한 1)건축물 정보 2)건축물 에너지사용량 3)건축물 에

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수행 중에 있다. 계측 건축물의

너지소요량 예측 4)건축물 에너지 법규 5)저에너지 건축 자

저에너지 건축 자재・설비 포털 화면

현장조사 및 건축물 특성 조사표 작성, 계측 시스템 설계도서

재 6)경제성 7)우수 사례의 총 7개 영역별 통합정보 DB를 구

및 설치보고서 작성을 통해 표본건물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

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DB간 관계 정의 및 무결성 제약조건

며, 건물 유형별(공동주택, 업무시설) 에너지성능 개선 요소

준수, DB관리 등을 위한 DBMS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에너지 성능개선 가이드를 개

자재·설비 정보(가격, 속성)의 검색 편의성 제공, 우수 제품의

발 중에 있다.

시장에서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자재 및 설비
의 성능과 가격 정보 데이터 제공,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제
도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의 자재 및 설비 성능 관리를 위
한 우수 자재 등록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에너지 건축
자재・설비 포털’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 사용자
(정책입안자, 실무자, 일반인 등)의 통합지원시스템의 서비
스 활용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검토 등을 통한 현
정책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Default 데이터를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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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기반 건축물의 상세 에너지정보 DB 구축

계측기반 상세에너지사용 패턴 조회 화면

에너지 소요량 산정 평가 결과 화면

개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대응한 최적 입력 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용도별(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원 시스템 구축 중이다. 1세부 ‘녹색건축 지원 통합정보 DB

등) 에너지사용량 지속 계측시스템을 실제 건축물에 시공하

및 에너지성능 평가 표준모델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사용자

고, 계측 데이터를 처리하여 계측 기반 건축물의 상세 에너지

의 정보 부재로 미입력 사항 발생시 대체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 DB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 1)표본설계, 계

최적 디폴트 DB 구축, 에너지 해석용 성능평가 표준모델(표

측 건축물 선정,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2)계측 시스템 설

준 건물 조닝, 용도프로필, 지역별 기상데이터 등)을 구축 중

치관리 및 유지관리, 계측 데이터 통계처리 알고리즘 수립

이다. 1세부에서 개발 중인 에너지효율화 지원 서비스 컨텐

및 적용, 원단위 및 대표 원단위의 패턴 데이터 도출 및 유의

츠와의 연동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건물 개선가

성 검토 3)상세 에너지정보 DB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유지

이드 정보를 제안하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방

관리, 운영방안 수립을 수행 중이다. 최종 연구 결과물로 용

안 제시하고자 하며, 이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에너지

도별 에너지사용량과 원단위 통계값, 분포 패턴 등 표본 계

소요량 예측을 통하여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기여

측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주택 세대/공용부 및 업무시설에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통한 사용자

서의 상세 에너지정보를 제공하는 KDBEIS(Korea Detailed

의 건물 수준 확인 및 개선가이드를 통한 리모델링 촉진에도

Building Energ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in-site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easurements)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세에너지 정보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상세 에너지정보 DB 기반 건축물 에너지성능

3. 향후 발전 방향 및 결언
에너지자가진단 컨텐츠 최종 제공 정보 화면

에너지효율가이드 컨텐츠 최종 제공 정보 화면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은 저에너지 건축 기술과 관

수준 비교분석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관련 이해 관계

건축물의 상세 에너지사용량 대표 원단위 DB에 기반한 에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의사결정을 돕는 공적 종합

너지성능 수준 비교분석(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지원체계 시스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단에서는 전

써, 상세 대표 원단위 데이터 대비 일반 건축물의 상세 에너

생애 주기 건축물 저에너지화를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

지성능 비교 분석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가이드를 제공

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의 상시 연동되는 원스톱 서비스와 신

하는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전기, 가스, 지역

뢰성 있는 정보 제공,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난방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에서 상세 에너지사용량(난방, 냉

발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통합지원시스템은 저에너지 건

방, 급탕, 조명, 환기, 기타)을 추정하고, 유사 건물군 대비 내

축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제공을 위한 자재, 기기, 설비 등의

건물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파악한 후, 성능 취약 부분에 대

DB 제공은 물론 건물에너지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툴을 제

한 에너지성능 개선가이드를 제안해줌으로써 거주자로 하

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또한, 해당 결과를 이용한 상

여금 자발적, 합리적 에너지절약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것

세에너지 효율화 진단과 개선안,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

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

공과 이를 이용한 자가 진단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아울러

램의 입력자료와 추정식 보정에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도 기

저에너지 건축 데이터의 표준화로 제반 DB의 컨텐츠는 정

대하고 있다.

책 입안과 기술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국가 통계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또한, 저에너지 건축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정책과

에너지소요량 산정 지원시스템 개발

건물의 성능, 의사결정자의 요구 조건이 반영된 최적의 대안

설계단계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축 건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을 도출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측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요량의 상세 평가 등

수 있으며, 건물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상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산정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진행하

세 원단위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
한 정의 및 체계화, 이들 요소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구조

30

31

연구과제 브리핑 | 공유하는 연구과제 2

글 / 사진 조용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표준센터 센터장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
구축

조용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표준센터 센터장

교통안전은 비단 최근에만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아니다. 예전

적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한국형 e-Call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부터 차로유지보조시스템, 차로이탈경고시스템 등 교통사고

위한 범부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5년 다부처공동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일부는 현재 실용화되어 적용 중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을 결정하였다.

있다. 그러나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에 따라, 본 과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전 세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자

원이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

라 국내의 경우도 「국가 ITS 기본계획 2020(국토교

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기술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형 과제로써 국내 최초로 차량 내부 장착형(FPI, Factory Pre-

통부, 2009)」을 통해 안전 중심의 ITS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명

Installed) e-Call 단말기와 e-Call 센터 개발관련 법/제도 연구

을 확대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

으로 OECD 회원 35개국 중 3번째로 높으며, 특히 차량단독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참조)

용한 교통안전 증진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

고 있다.

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1)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
외상의 교통사고인 경우, 사고 발생 시 1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

1. 과제개요

를 받아야 생존 및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나라 교통사고 외상 사망률은 35.2%로 일본(13%), 미국(15%)

“차량 ICT 기반 긴급 구난 체계(e-Call) 구축” 과제는 2016년부

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2)되어 교통사고 후 사망자

터 2019년까지 수행되는 과제로써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

감소를 위한 대응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 ㈜네이버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미 유럽과 러시아는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
구난기관에 전송 후, 즉각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e-Call
(emergency Call3)) 단말기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하였으며, 미

그림 1 | 부처별 연구 범위

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차량
제작사 중심으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사고자동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국내의 경우도, 이러한 서비스 개시에 발생되는 문제를 국가차
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통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왔다. 2011년 수립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통해 e-Call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최초
로 언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
한 대책으로 사고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e-Call 도입을 구체

1) 출처 : 2018년판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 2019
2) 출처 : 우리나라 외상 의료체계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2011
3) e-Call(emergency Call): 차량의 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e-Call 센터로 정보를 송신하고, e-Call 센터에서 적정 긴급구난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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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카, ㈜텔러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아주대학교 등 총 8

모듈화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유럽의 e-Call 서비스를

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 이후의 신속

고려하여 한국형 및 유럽형 e-Call 단말기로부터 발생되는 사

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

고발생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및 유럽 등 관련 표준을

기 위한 한국형 e-Call 체계(<그림 2>참조)구축을 통해 교통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e-Call 센터 플랫폼은 제6회

고 사상자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Call Testfest4)에 아시아 최초로 e-Call 센터 부분으로 참가하

본 연구는 핵심 기술(FPI용 e-Call 단말, e-Call 센터 등)을 개발

여, 총 18개 차량단말 업체와 17개의 테스트 항목에 대하여 상

하고, 현장적용을 위한 통합실증시험 및 향후 사업화를 위한

호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과하여 시스템 호환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e-Call 서비스 제공

안정성을 확인하였다.(<그림 4>참조)

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3개의 세

한국형 e-Call 시스템은 유럽과 달리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심각

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참조)

도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기관에 사고정보

- 1세부 : 한국형 e-Call 체계 구축 기술 개발

를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

- 2세부 : e-Call 시스템 및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성을 가진다. 상해심각도 판단 알고리즘은 e-Call 센터가 수신한

- 3세부 : 한국형 e-Call 법제도 개선 및 단말기 품질관리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상해 중증도를 판단하여 중증도

체계 연구

그림 2 | e-Call 서비스의 구성

에 따라 관련 기관(소방, 경찰 등)이 효율적인 사고 대응에 가능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차량 기본 장착용
e-Call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에어백 전

2. 주요내용

개 정보 등을 기반으로 탑승자 상해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개발된 알고리즘은 센터 설계

한국형 e-Call 체계 구축기술 개발

플랫폼 및 센터 운영 UI에 반영하였다. (<그림 5> 참조)

한국형 e-Call 시스템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설치된 단말

e-Call 시스템 구축 및 제공에 있어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기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e-Call 센터에 교통사고

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e-Call 단말기, 센터시스템, 상해심각

정보를 전송하여, 센터에서 수신한 사고정보(사고위치, 피해

도 판단 알고리즘 등을 실제 시스템 운영에 적용하는 통합실증

자의 상해정도 등)를 바탕으로 긴급구난에 필요한 정보를 생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통합실증시험은 개발된 e-Call 단말기를

성하여 소방, 경찰, 응급의료 기관 및 교통정보 센터 등이 교통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e-Call 센터에 교통사고정보를 전송 후 연

사고 피해규모와 부상정도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

계기관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실증을 위한

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이다.

시험사이트를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 도심과 비도심의 특성을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차량제작사,

고려해 안양시와 화성시를 시험사이트로 선정하였다. 올해 시험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이트에서 총 200대의 e-Call 단말기 장착 차량이 운행을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e-Call 서비스를 이해하고, 개발 및 구

e-Call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수정

축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관계자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림 3 | 차량 ICT기반 긴급구난체계 구축 연구단 구성 및 연구내용

본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e-Call 환경, 국내 교통 및 통
신환경, 교통사고 특성과 긴급구난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e-Call 시스템 및 안정성 평가기술 개발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e-Call 대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사고 발생 정보를 e-Call 센터에 전송하

응 범위와 운영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아키텍처를 개발하였다.

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 장착용 e-Call 단말기는 다른 차량 구

차량 기본 장착용 e-Call 단말기로부터 사고 정보를 접수하여

성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 충돌 시 내구성을 갖추어 정

관계기관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e-Call 센터가 필요하

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 데이터 전송을 위

다. 한국형 e-Call 센터는 개발된 e-call 아키텍처와 운영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
고, 센터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구축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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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ICO(유럽 도로교통 텔레메틱스 추진기구)가 주최하며 e-Call 서비스
4) 유럽
의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조화를 확인하는 국제시험행사

35

해 통신 음영이 없으며, e-Call 센터 내 수보요원과 Call Back을

3. 향후 발전 방향 및 결언

그림 4 | e-Call Testfest 참가 및 테스트 확인서

위한 음성 통화 기능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
을 고려하여 무선 통신 모듈, 시스템 제어보드 및 단말기-센터

본 연구는 즉시 적용 가능한 한국형 e-Call 서비스를 위해 중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차량 기본 장착용 e-Call 차량 단말을 설

앙부처, 소방, 경찰, 교통정보 센터 등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계·개발하였다.(<그림 6 참조>)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전장장비 개발사 등 민간 부문과 긴밀

개발된 차량 기본 장착용 e-Call 단말기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

히 협력하여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주요 요소기술(아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e-Call 단말기의 안정성 평가기술 개

키텍처, e-Call 단말 및 센터, 법제도, 시험인증 체계 등)을 개

5)

발이 요구되며, 우리나라가 ’04년 12월에 가입한 국제 협정

발했다. 특히 차량 내 설치되는 e-Call 단말기와 e-Call 센터

에 부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함께 추진해야

시스템은 각각 실차 충돌 테스트와 유럽 eCall Testfest를 통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차량 장착용 e-Call 단말기에 대한

해 상용화 수준까지 달성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

안정성 평가 기술(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안) 등)은 ’11년 한·EU

을 확보하였다.

FTA 협상에서 유럽 ECE 규정의 동등성 인정과 국내안전기준

기존의 교통사고 대응체계는 긴급구난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을 조화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현재 제정 준비 중인 국

목격자 신고에 의지하던 수동적인 개념이었지만, 본 연구를 통

제기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차

해 개발된 시스템과 개선된 긴급구난체계는 시간과 장소에 구

량 장착용 e-Call 단말기가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

애받지 않고 자동으로 사고 및 상해심각도를 판단하는 능동적

해 SLED test, GNSS, 실차 성능평가 등 다양한 검사와 시험을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성과물은 전국을 대상

수행하여 e-Call 단말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그림 7>참조)

으로 차량사고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그림 5 | e-Call 센터 플랫폼 사고수신 및 상해심각도 분석화면(안)

를 통해 신속한 사고 접수, 상황 파악, 사고 정보 연계를 가능하
한국형 e-Call 법제도 개선 및 단말기 품질관리체계 연구

게 하여 교통사고 시 긴급차량 현장 도착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

한국형 e-Call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고 긴급구난기관 간 표준화된 교통사고 정보의 연계를 통해 대

는 기존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품질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형사고 등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또한,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도입에 따른 신속한

위해 본 연구에서는 e-Call 서비스 정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난·구조로 사망자 감소 및 중상자 경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

법/제도 대상을 서비스 근거, 차량, 센터, 통신으로 구분하고,

인적비용, 사회기관비용) 감소와 국민 삶의 질(質) 향상에 기여

관련 법령 내 서비스 제공 근거, 차량 내 단말기 의무장착, 단말

할 수 있으며, 특히, 외진 곳에서 발생한 차량단독 사고나 운전

기 기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통신방식 등에 대한 개정(안)

자 의식불명의 교통사고의 즉각적인 파악과 대응이 가능하여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Call 단말을 통해 수집

행 절차를 고려하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된 사고정보는 V2V, V2I 통신을 이용한 사고정보 전파 등 차세

또한, 차량 기본 장착용 e-Call 단말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단말 요

대 ITS 서비스와 융합 가능하며, 교통사고 접수부터 2차 긴급

구사항 및 규격을 정의한 표준을 기반으로 한국형 e-Call 단말기

구난기관 처리 정보 등 교통사고 전 과정에 대한 자료의 수집·

에 요구되는 기능적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표준화하

관리를 통해 체계적 사고분석기술을 발전시켜 교통안전 정책

고, 시험인증 기준 및 시험장비(차폐실 및 시험용 SW 등)를 개발

에 활용할 수 있다.

중에 있다.(<그림 8>참조) 시험인증 기준의 경우, 한국형 e-Call

2019년 하반기(약 6개월간)에 진행될 통합실증시험은 이러한

의 기술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인증 대상을 4가지로 구

한국형 e-Call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보완

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시험인증을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형

이와 함께 한국형 e-Call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e-Call 서비스 도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 e-Call 단말기 시제품 및 차량 장착사진

그림 7 | e-Call 단말기 설치 차량 안정성 테스트

그림 8 | 한국형 e-Call 기능적합성 시험장비 실물 구성

e-Call 단말의 단계적 확산 전략은 물론 한국형 e-Call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전략과 수익성 평가가 포함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36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 규
5) 자동차와
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1958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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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김영대 연합뉴스 월간 마이더스 기자(Lonafree@yna.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첨단 기술의 향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 가전 쇼) 2019’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축구장 36
개 면적의 행사장에서 지난해보다 500여 개 늘어난 4천 500여 기업이 신기술을 뽐냈고,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그해 IT산업의 흐름을 조망하는 장이자, 혁신제품의 데뷔 무대다. CES와 더불어 독일 베를린 ‘IFA’와 스페
인 바르셀로나 ‘MWC’도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지만, 규모와 화제성 면에서 CES가 단연 으뜸이다.
이번 CES의 주제는 ‘스마트시티의 미래(The Future of Smart Cities)’로 정해졌다. 주요 기업들은 AI(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로 더욱 똑똑해진 ‘스
마트홈’과 ‘스마트카’가 초고속 5G(5세대 무선통신)를 통해 ‘스마트시티’로 융합하는 미래상을 경쟁적으로 전시했다. 관람객들은 한층 현실에 가까워진
이른바, ‘초연결 시대’를 체감할 수 있었다.

AI·IoT로 더 스마트해진 집·자동차…
5G 만나 도시로 확장

ⓒ 삼성전자 제공

‘미래, 벌써 여기까지…’

예컨대 사용자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냉장고 화면에 레시피가

지난해 CES에서 스마트홈은 IoT(사물인터넷)을 통해 각 가전을 연결하는

띄워진다. 청바지를 세탁할 때도 말 한마디면 최적 코스로 세탁기가 작동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CES는 AI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가전을 넘

한다. 각 가전은 사용자의 위치를 가늠해 화면 크기가 변하고 다른 기기로

어 공조기, 조명기, 차광장치 등 모든 사물이 사람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기

화면을 넘기기도 한다.

호에 맞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마치 베테랑 집사를

전시장에서 ‘뉴 빅스비’에게 “내 취향에 맞는 영화는?”이라고 묻자 TV 화면

고용한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다.

에 16개의 영화 정보가 떴다. 너무 많은 답을 내놔 사용자가 다시 선택의 고

삼성전자가 2017년 선보인 AI ‘빅스비’가 음성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하고

민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개수만 제시한 것이다.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한층 진화한 ‘뉴 빅스비’는 자연어(일

삼성의 AI 스피커 ‘갤럭시홈’뿐 아니라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등 타사 제

상 언어) 처리능력을 탑재해 대화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깔끔하게 제

품과도 연동된다. ‘알렉사’에 “ESPN(스포츠채널)으로 바꿔줘”라고 명령하

시한다. 삼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각종 예약이나 결제도 처리할 수 있어 그

자 삼성 TV의 화면이 ESPN으로 바뀌었다. 삼성 관계자는 “알렉사에 익숙

야말로 ‘AI 비서’로 불릴 만하다.

해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도 삼성 TV를 통해 리모콘 없는 ‘핸즈 프리’의

38

ⓒ LG전자 제공

하나를 물으면 열 가지를 척척… 진화한 스마트홈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관계자가 모든 사물이 사람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홈을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집안 모든 사물이 연결된
스마트홈을 꾸며놓은 ‘LG 씽큐(ThinkQ) AI 존’.

삼성전자가 CES에서 처음 공개한 서비스 로봇들.
왼쪽부터 봇 리테일, 봇 케어, 봇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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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가운데선 무이(mui)가 내놓은 나무 소재의 스마트 홈 플랫폼이

LG전자도 능동적으로 진화한 AI 비서 ‘LG 씽큐’를 기반으로 집, 자동차, 로

신선했다. 말 대신 나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날씨예보나 메시지를 확인

봇 등 모든 제품과 공간을 연결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LG 관계자는 “단순

하고, 실내 온도나 조명 밝기도 조절할 수 있다. 모두가 ‘음성 인식’을 내세

한 명령 인식을 넘어 사용자의 주변 환경, 제품 사용 습관과 상태에 맞춰 최

울 때 ‘무음’을 장점으로 내건 것이다. 무이 관계자는 “스마트홈에서 알람과

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조용한 스마트홈’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 제공

LG전자 인공지능 TV도 구글과 아마존의 AI 비서를 지원한다. TV 리모콘에

탑승객의 생체신호를 인식해 기분과 컨디션에 맞춰 음악과 온도, 조명과 진동, 향기 등을 최적 상태로 조정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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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쇼핑·영화 즐긴다… 어디서? 자율주행차 안에서!

언제 배송되지?”라고 말하면 바로바로 서비스가 실행된다.

CES에 참여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고 있다. 급기야

이전 대화의 맥락을 기억해 연속된 질문에도 답변한다. 리모콘의 마이크

최근에는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는 애칭까지 생겨났다.

버튼을 누른 채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묻고 설명을 들은 뒤, “내일은?”이라

예년처럼 이번 CES도 ‘자율주행차’가 화두였다. 운전자는 없고 탑승객만

고 연속해서 질문해도 즉시 내일 날씨를 알려주는 식이다.

있는 개념으로, 미래 자동차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현재 수준은 ‘레벨3’다.

LG하우시스는 국내 건축자재 기업 최초로 ‘CES 혁신상’을 받았다. IoT를

근래 상용화가 시작된 레벨2는 차선·속도·간격이 자동 조정되는 단계고,

접목한 창호 손잡이 ‘히든 디스플레이 핸들’은 날씨, 미세먼지, 실내 공기 등

레벨3는 운전을 차에 맡기되 간헐적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이다. 운전

의 정보를 종합해 환기 시점을 안내하고 스스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레벨5다.

눈비가 내리면 창문을 여닫을 때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외출 시엔 스마트

IT업계와 완성차업계는 레벨5에 먼저 도달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레벨5에

폰으로 창문을 개폐할 수도 있다.

도달해야 운전석을 없애고 전 좌석을 앞뒤 대칭으로 만들 수 있다. 대형 TV

하이센스·창훙·하이얼 등 중국 가전업체들도 일제히 스마트홈 전시장을

로 변신하는 창문 기술도 레벨5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만일에 대비해

꾸렸다. 그중 눈에 띄는 제품은 태블릿PC가 달린 조리대 위 후드였다. 태블

전방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릿PC가 눈높이에 설치돼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돌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국내 통신업체 SK텔레콤은 레벨5로의 교두보가 될 ‘단일 광자 라이다

정보를 검색하거나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들고 나왔다. 미세한 물체의 빛

30켤레가 넘는 신발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신발장도 눈길

까지 감지해 300m 밖의 사물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을 끌었다. 그 옆에는 신발 세탁기와 신발 건조기도 전시됐다. 다만, 전반적

현대모비스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시제품 ‘엠비전’을 공개했다. 이 차는 라이

으로는 제품 종류가 적었고 시연 도중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기가

다 4개와 카메라 5대로 주변 360°를 정확히 인지하고, 전후좌우의 램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술 격차를 드러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

ⓒ 현대자동차 제공

ⓒ 기아자동차 제공

현대차 부스에 설치된 자율주행차량 시제품 내에서 관람객들이 멀티미디어 운동기구를 체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탑재된 ‘아마존 알렉사’ 버튼을 누르고 “오디오 책을 읽어줘” “주문한 옷은

교통약자 이동이나 구난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 ‘엘리베이트’ 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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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아침에 일어나 “굿모닝”이라고 말하면 블라인드가 걷히고 화장실과 주

는 ‘리질리언스 테크’를 선보였다. 독일 콘티넨탈은 증강현실(AR)로 3차

객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낼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나름의 해답

방엔 불이 켜지며 공기청정기가 돌아간다. 집을 나설 즈음엔 차량 히터가

원 교차로를 구성해 차량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능형 가로등을 선보였다.

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작동한다.

예컨대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

현대차는 워크(work), 스포츠(sports), 디스커버(discover), 쇼핑

집에서 노트북으로 작성하던 보고서 파일은 사무실 PC를 켜자 자동으로

를 보낸다.

(shopping)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예컨대 앞 유리 전체에 노 젓기 화면을

실행된다. 퇴근길 차 안에선 집에서 듣던 음악이 다시 흘러나온다. 차량 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열쇠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

띄우고 줄로 된 기구를 당겼다 놓으면서 근력운동을 할 수 있다. 화면에는

면으로 냉장고 속 식재료를 파악한 뒤, AI가 추천한 저녁 메뉴의 재료를 사

고, 이번 CES에서 SK텔레콤을 통해 소개된 5G다. 현재 4G보다 20배 빠

운동 횟수와 심장박동 수 등의 정보가 떠오른다.

러 마트에 들른다. ‘삼성 시티’가 보여준 스마트시티의 생활상이다.

르고 전송량이 100배 큰 5G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빛과 같은 속도로

또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고, 어린이가 동승했다면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안한 기업도 여럿 나왔다. 미국

주고받아야 할 스마트시티의 혈관이나 다름없다. 스마트시티의 필수요

통신업체 AT&T는 조명업체 유비시아와 함께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선보

소인 자율주행차 역시 5G가 있어야만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담보할 수

였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정전 여부를 감시해 즉각 유

있다.

지 보수를 하며 공기 질과 오존 농도까지 측정한다. 조만간 미국 라스베이

CES를 주최한 CTA(전미소비자기술협회)는 2025년까지 88개의 스마트

개했다. 카메라와 센서가 탑승객의 생체신호를 인식, AI가 운전자의 기분

거스 전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도시가 생겨나고,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도시에 살 것이

과 컨디션에 맞춰 음악과 온도, 조명과 진동, 향기 등을 최적으로 조절하는

영국 딜로이트는 도시 데이터를 분석해 홍수·화재·테러·범죄 등에 대응하

라고 내다봤다.

ⓒ 삼성전자 제공

올해 CES의 두드러진 변화는 운전대에서 손을 뗀 자율주행차 안에서 탑승

퀴즈 게임이나 어학 교육도 가능하다. 커다란 화면으로 쇼핑을 하다 실제
상품을 보고 싶으면 바로 가까운 매장으로 목적지를 돌릴 수도 있다.
기아차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

차량 탑승자 각각에게 최적화된 오락·업무·공조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콕핏’.

기술이다. 운전자 졸음이나 돌발상황 대처에 중점을 둔 기존 생체인식 기
술에서 한층 진화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선보였다. 앞좌석 4개(12.3인
치), 뒷좌석 2개(12.4인치)의 화면을 통해 각자 보고 싶은 영상을 즐길 수
있다. AI가 탑승자 얼굴을 인식해 취향을 고려한 영상을 먼저 추천하고, 기

ⓒ 현대모비스 제공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제품 ‘엠비전’. 주변 360°의 차량, 보행자를 인식하고 다른 차량에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

호에 맞춰 좌석 위치를 조정하며, 최적 온도로 바람도 내보낸다.
차량용 삼성 덱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디지털 콕핏을 연결하면 이동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 전방주시 카메라는 신호등의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고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도 식별한다. 갑작스런 도로공사나 교통사
고를 알려주고 주차장의 빈자리도 찾아낸다.
아우디는 가상현실(VR)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 주행과 연동하는
VR 영상을 선보였다. 예를 들어 차량이 우회전하면 VR 영상 속 우주선도
오른쪽으로 꺾어서 비행한다. BMW는 버튼이나 스크린을 누르지 않아도
허공에 손동작을 하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오디어, 공조장치 등을 제
어할 수 있는 ‘샤이테크’를 선보였다. 공중에서 음표를 그리면 음악이 켜지
는 식이다.

미래의 생활 ‘스마트시티’를 엿보다
CES에 참가한 주요 기업들은 스마트홈과 스마트카를 넘어, 도시 단위로 확
장한 ‘스마트시티’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화된 초연결사회(Intelligence of Things for Everyone)’라
는 주제 아래,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천 368㎡(1천 21평) 규모의 전시관
ⓒ SK텔레콤 제공

을 ‘삼성 시티’로 꾸몄다. 삼성시티는 횡단보도, 가로등, 신호등, 빌딩, 가정
이 있는 하나의 도시다.
이곳에선 AI ‘뉴 빅스비’와 IoT ‘스마트싱스’를 통해 각종 편의서비스가 집,
자동차, 직장, 도로, 마트 등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모습이 시연됐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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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물체의 빛까지 감지해 300m 밖의 사물을 탐지하는
‘단일 광자 라이다(LiDAR)’. 자율주행차의 필수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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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종국 투아이시스(주) 대표이사

도시 구간을 운행하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지하터널 구간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막대한 지하터널 건설비용 등의 문제로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한
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유지보수자의 작업 공간 확보 및 구간이동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는 영업열차 운행종료 후 새
벽 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작업자의 작업능률 저하 및 시설물 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도시철도 선로(터널)
시설물 자율점검

분석시스템

urban railway

최근 철도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탕으로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최근 철도의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증대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

위하여 시스템 상세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의견수렴과 시스템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지속

사양 및 적합성 검토 등을 하였으며, 시설물 검측 및 자동 결함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주도형 검측기술을 활용

분석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

하여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정비시스템을 구축

작 되어진 시제품은 성능보완 및 검증을 위하여 단위시험 및 현

하여 시설물 안정성 확보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철도 선

장시험 과정을 거처 개발품이 제작되었다. 현재 개발품은 서울

로 시설물에 대한 검사장치는 대부분 레이져 및 카메라를 이용

교통공사 7호선 전동열차에 설치하여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

한 2D, 3D방식의 영상처리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철도 유

며, 2019년 12월을 목표로 개발품 성능 최적화 과정이 진행되

지보수를 위한 IT 기반 확충 및 관련 기술개발, 유지보수 기계/기

고 있다.

기에 대한 신기술 개발, 철도기반시설의 활용 증진 및 사고 장애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은 크게 전차선로 시

예방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설물결함 검측장치, 선로 시설물결함 검측장치, 통합분석장치 3

현재 개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

가지의 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은 도시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에 설치하여 영업운행과 동

전차선로 시설물 검사대상은 T-bar 롱이어 볼트 및 너트, 롱이어

시에 전차선로, 선로, 신호 시설물 등의 상태 및 결함을 자동으

삽입부 상태, 엔드어프로치 후크볼트 및 너트, 지지애자 상태, 지

로 검측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 소속에 송신함으

지금구 볼트 및 너트, 흐름방지장치 볼트 및 너트와 이완 상태,

현재 도시철도는 신규노선 건설 및 기존선 연장 등으로 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속

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의 중추적인 역할

안전핀 등으로 시설물 대부분을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고 정확한 정밀진단을 통한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정밀 검측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을 할 것이다.

선로 시설물 검사대상은 침목균열, 침목 체결구, 레일 이음매, 궤

국가 철도망의 구축 및 노선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위험관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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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기기 텅레일 밀착간격, 크로싱부 가드레일 간격 및 플랜지

강화된 안전대책 및 관련 정책을 준비해야하며,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제도 및 기술 부

도시철도 선로(터널) 시설물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의

웨이 폭 등을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을 철도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국내 철도망 확대 및 고속화로 방대한 전기철도 시설

특징과 연구개발 과정

전차선로 시설물결함 검측장치는 T-bar 강체전차선 및 지지금

물을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방진단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 시설물결함 자동검측 기술 및 결함진단 기술(2D/3D)을 바

구의 변형, 탈락 등의 결함 검측과 레일상면으로부터 T-bar 강체

45

전차선의 마모 및 높이/편위를 측정한다. 또한 전동차의 팬터그

아내고 그 결과를 검측 운영자 및 시설물 유지보수 팀에 전송 하

래프 충격 검측 및 전기 급전설비의 이상발열 검지 기능도 포함

고 있다.

되어 있다. T-bar 강체전차선의 마모 및 높이/편위 측정은 라인

urban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차선의 단면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3D 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기대효과

메라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전차선 잔존직경을 측정하며, T-bar

철도 시설물 결함 자동검측 기술 및 철도 시설물에 대한 결함진

시설물변형 검측은 고해상도 라인스캔 카메라와 라인레이저 조

단 기술(2D, 3D)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

명 장치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물 이미지를 취득하고,

율점검 분석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품 성능 및

결함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결함 분석을 처리한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노선 전

시설물 기준 이미지와 취득된 이미지를 상호 비교 분석 함으로

동열차에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 도시철도 선로(터널) 시

써 시설물의 위치 변화와 향후 변화량 추이 예측 데이터로 활용

설물의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한 패

이 가능하여 시설물 예방 유지보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

턴인식 및 기준 이미지와 취득 이미지의 상호 비교를 통한 시설

된다. 팬터그래프 충격 검측 장치는 팬터그래프 변위량 및 가속

물 변화량 추이 분석 기술은 시설물 예방보수에 매우 중요한 역

도를 정밀측정 할 수 있는 비점촉식 기술이 적용되었다.

할이 기대된다.

선로 시설물결함 검측장치는 침목 균열 및 침목 체결구의 변형,

현재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은 서울교통공

탈락 등의 결함 검측과 궤도 분기부의 치수 및 결함을 검측하고

사 7호선 전동열차에 설치하여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며, 개발

있다. 침목 균열 및 레일 이음매 체결상태, 침목 체결구 등의 결

품 성능과 효율성이 우수하여 2호선에는 이미 사업화 되어 안

함은 고해상도 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된 이미지를 이

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연장

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하여 패턴인식 및 결함 분석을 하고

구간에도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 적용이 예

있다. 궤도 분기부는 텅레일 밀착간격, 크로싱부 가드레일 간격

상되고 있다.

및 플랜지웨이 폭 등을 중점 측정하여 궤도 분기부의 사고 장애

도시철도 선로(터널) 자율점검 분석시스템 개발품의 국내외 박

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람회 전시 및 시연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제품 응용분

통합분석 장치는 전차선로 및 궤도 검측장치에서 취득된 시설

야를 확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술과 함께 세계시장에 참여하기

물 이미지를 자동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시설물 결함을 찾

에 충분한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기 기대된다.

46

railway

47

section

03
포커스 R&D

50

국토교통 R&D 성과 1
공동주택의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 기술

54

국토교통 R&D 성과 2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중형저상버스

58

기술의 탄생
건설 & 교통 신기술

62

R&D Market

66

R&D Q&A

68

R&D Counselor
예비창업자를 위한 국토교통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포커스 R&D | 국토교통 R&D 성과 1

공동주택의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 기술

연구기간
2014년 - 2021년
총연구비
27,925백만원
연구자
송승영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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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한국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정책 방향이 양적 공급 위주에서 질적 향상
추구로 전환되고 있고,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 관련 민원 및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보고한 아파트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환경상 하자
에서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문제, 건축상 하자에서는 결로 및 누수 문제가 전체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건의
약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살인을 부른 층간소음 문제, 유해물질, 악취 등의 실내공기질 문제, 마감

apartment house

재 훼손, 곰팡이 등의 결로 문제, 보수가 필수적인 누수 문제는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큰 악영향을 미치
나, 여전히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문제
개선은 시급하며,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다수 국민의 주거복지 구현에 필
수적이다.

생활밀착형
성능 향상 주택
- 소음, 공기질, 결로, 누수 -

02

주요성과

층간소음 저감 기술(Noise-free Healing Home)
전단연결재 적용 완충바닥구조, 중량몰탈 및 MSK 적용 완충바닥구조, 슬라브 강성보강 공법, 포설형 완충재, 벽/
기둥/천장 보강 공법, 발코니 배수소음 저감 장치, 소음기준 및 평가표준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였다.

실내공기질 향상 기술(Indoor Pollution-free Healthy Home)
청정제습 통합환기 시스템, 창호부착형 외기냉방 환기시스템, 유해 화학물질 흡착제거 건축자재, 플러쉬아웃 표
준 프로세스 및 체크리스트 등 실내공기질 향상 기술을 개발하였다.

결로 방지 기술(Condensation-free Hospitable Home)
단열보강 구조개선 창, 결로방지형 세대현관문/발코니문, 방풍재, 덧댐 창, 붙박이장 보조난방장치, 공용배기 활

누
수
방
지

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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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구현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
지
방
로
결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평가표준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결로방지 요소기술
•국산 결로방지성능 해석 S/W 등

질
기
공
내
실

•공간맞춤형 층간소음 저감기술
•층간소음 성능수준 향상기술
•설비소음 평가기준 및 표준 설계기술 등

소
음
저
감

용 습도 저감시스템, 3차원 전열해석 소프트웨어, 결로방지성능 평가표준 등 결로 방지 기술을 확보하였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발생원 제어기술
•생활문제 해결형 주택 환기기술
•유해화학물질 흡착 제거기술 등

•표준 방수설계 및 제도 개선
•최적 방수공법 선정 및 평가체계
•지하 방수재료 및 시공기술
•누수진단 및 성능복원용 보수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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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방지 기술(Water Leak-free Happy Home)
합성 폴리머계 고내구성 방수재료, 지하 선시공역타설 방수재료, 방수설계/진단 매뉴얼, 방수 및 누수보수 시공
기술, 방수성능 평가표준 등 누수 방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04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기술부문

이러한 개발 기술들은 안성아양지구 A2-2BL 국민임대주택(신축 단지), 고양 일산 하늘마을(기축 단지), 개포 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자재기술, 설계기술과 보수보강기술, 실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환기기술과 자재기술, 결

성아파트(리모델링 단지)에 통합 적용하고 모니터링하여 성능을 실증하게 된다. 신축 단지는 2018년 8월에 기

로방지를 위한 자재기술, 설계기술과 국산 3차원 전열해석 소프트웨어, 누수 방지를 위한 자재 기술과 설계, 시공

공식을 가진 바 있고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기축 단지에서는 2018년 1~3월에 이미 실증을 진행하여 우

기술 등의 원천기술 개발은 국내 공동주택 설계, 시공, 자재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한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2019년에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그리고 여러 성능기준과 평가표준은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각종 기술들은 통합 실증을 거쳐, 포털시스템(가칭 WINC-free 4 Homes)을 통해 통합 보급할 예정이다.

된다. 또한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
능한 것들이어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므로,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단연
결재와 중량몰탈 및 MSK 적용 완충바닥구조, 청정제습 통합 환기시스템, 단열보강 구조개선 창 및 결로방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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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내구성 방수재료 등은 향후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차별적 특징

실증·타당성 검증

경제사회적부문

공동주택의 4대 하자인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문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사례 중, 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신축·기존·리

누수 관련 하자 사례는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모델링 실증을 통해 성능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있는 4대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통합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57. 국민 건강을 지키
는 생활안전 강화’와 연계된 층간소음 저감, 실내공기질 향상, 결로,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저감 등 공동주택 거주
자의 생활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공동주택 실증단지

또한 실제 주택에 적용하여 성능이 실증된 개발기술들의 기술이전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

-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관련 개발기술 통합 실
증(진행 중)

신축 공동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으로 기대된다. 이미 결로 방지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해당연도 총 연구비(결로 세부과제)에 대한 사업화

- 사업명칭 : (LH)안성 아양지구 A2-2BL

매출액 비율이 2016년 15%에서 2017년 113%로 신장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는 예산 투입액의 100%를 넘

- 착공/준공 : 2017.12 / 2020.04(예정)

는 매출성과를 달성하였다.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의 각 분야별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 기술은 포

- 세대수 : 447세대

털시스템(가칭 WINC-free 4 Homes)을 통해 통합 보급되고,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및 리모델링 공동
주택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기존 공동주택 실증단지
-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관련 개발기술 통합 실증(완료)
기존 공동주택 실증단지 전경

- 단지명 : (LH)고양 일산 하늘마을
- 실증 세대수 : 10세대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리모델링 공동주택 실증단지

논문

- 층간소음 관련 개발기술 실증(진행 중)

지식재산권

- 단지명 : 서울 개포 우성아파트

사업화

• SCI 2건, 비SCI 79건
•특허 등록 5건, 특허 출원 8건, 소프트웨어 1건
•총 2건, 매출액 796백만 원

- 착공 : 2018.12
인력양성

- 세대수 : 232세대

시설장비구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실증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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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석사 인력양성 9건
•KOLAS 인증 시험기관(KICT) 연구시설 활용·공인시험 수행 1건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예측모델 개발 1건(영국, 리버풀대학교 협력)

53

포커스 R&D | 국토교통 R&D 성과 2

저상버스는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의 높이를 보도와 맞추고 계단을 없애 휠체어를 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연구기간
2013년 - 2017년
총연구비
17,335백만 원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개
발된 중형저상버스로 인해 이제 시내 교통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
스를 100% 운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

연구자
황춘화 타타대우상용차

01

연구목적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차고가 낮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구배가 크거나 좁은 길에는
진입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2억 원 정도로 대당 1억 원 정도인 고상 시내버스에 비해 비싸
다는 문제가 있어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수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
었다. 국내 대형저상버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의 전폭과 길이를 줄인 중형저상버스 개발을 통해 도입
가격을 낮추었으며 농어촌, 중소도시, 마을버스 운행환경에 적합한 버스를 개발하였다.

02

주요성과

중형저상버스 개발
버스 전폭과 길이를 줄여 도로 여건이 열악한 도심 주택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기에 적합한 좌석 수 구
조 등 표준화된 모델의 차량을 개발하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중형저상버스
low floor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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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제로 새로 개발된 중형저상버스를 소개하고,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대중교통용 차량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로

로 김병수 국토진흥원 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하여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

운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석했다.

안전인증서 획득
전복시험, 좌석 후방모멘트 시험 등을 통해 안전인증을 획득했으며 아산시와 시흥시에서 3개월간 시범운행을
완료하였다.
시승평가를 통해 의견 반영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장애인 단체, 버스 협회, 운수사업자와의 시승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03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품 개발 시 반영하였다. 그 결과, 3개월간 실제 노선에 투입되었을 때 일반버스 승객

연구의 차별적 특징

평균 3.61점을 상회하는 4.09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버스 바닥면 모두 저상화 실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이므로 차량에서
단차를 없애야 했다. 이를 위해 차량 플랫폼을 변경해야 했고 특히 후륜 구동방식으로는 저상면적 40% 요구사
항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FF(전륜 구동)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으로 차량을 개발함으로써 운전석 뒤쪽
의 버스 바닥면 모두를 저상화 하는데 성공했다.

04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
기술부문

안전성 인증

대중교통용 차량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로 운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 사례분

차량 외관을 2박스 타입 형태로 제작하여 정면충돌 시 운동에너지 흡수구간과 생존구간 확보로 승객과 운전자

석과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저상버스와 도시·문화·기반시설을 통합한 운영모델 개발에 활용하여 노선 설계와

의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을 개발하였다.

운영수익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모델 설계를 기반으로 마을 및 농어촌뿐만 아니라 전세, 관광, 어린이버
스로 중형저상버스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경제사회적부문
현재 저상버스는 11m급 대형저상버스만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및 마을버스 운행지역 등 대형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은 탑승한 휠체어의 이동거리가 짧아 편리하다. 대형 저상버
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짧고, 해외 제조사의 2층 저상버스에 비해서도 역시 짧다.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중형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도시는 좁은 도로와 굽은 길 등 도로여
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고 교통 이용객 수가 적어 중형저상버스를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연구 개발 성과
논문
지식재산권
시설장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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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SCI 4건
•특허 등록 6건, 디자인 1건
•시설 구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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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건설 신기술

01

02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Pre-Deck공법)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한 각형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지정번호: 제852호, 개발자: ㈜장헌산업, ㈜한맥기술, ㈜피티씨, ㈜삼안, 한라산업개발(주)

지정번호: 제853호, 개발자: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까뮤이앤씨,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범위

주요 내용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

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내용

범위

주요 내용

이 신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을 억제하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 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강관 매입형 중공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

내용

신기술은 대형 단면의 기둥을 시공할 때,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한 각형강관의 외부에 스터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

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

여 철근콘크리트가 일체로 합성되도록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각형강관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

각형강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기둥의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별도의 거

크리트 바닥판 공법

푸집, 기둥철근 배근과 내화피복이 불필요하고 시공되는 보는 구조재료의 종류에 상관
없이 접합부 시공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합성기둥 공법(이하, Hybrid PC 공법)

활용실적

활용현황 및
전망

연번

공사명(교량명)

발주처

시공사

공사기간

교량 연장 및 폭원

위치

1

적성～전곡 1공구
(남계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한라

2013. 10. 29 ∼
2016. 12. 31

L=50m, B=20.9m

경기 연천군

인천～김포 4공구
(금호교, 검단7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두산중공업㈜

2014. 10. 02 ∼
2016. 11. 30

L=150m, B=12.4m

3

인천～김포 3-2공구
(청라국제교, 공촌천교, 접속1,2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금호산업㈜

2014. 11. 27 ∼
2017. 03. 22

L=970m, B=32.0m

인천 서구

4

인천～김포 4-2공구
(대능1교)

인천김포
고속도로

현대엔지니어링㈜

2015. 07. 20 ∼
2017. 05. 31

L=50m, B=24.5m

경기 김포시

5

무한천신장지구
(종경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삼영글로벌㈜

2015. 09. 24 ∼
2016. 12. 31

L=297m, B=12.4m

충남 예산군

6

강진～마량
(삼신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동현건설

2015. 10. 12 ∼
2016. 03. 28

L=80m, B=12.4m

전남 강진군

7

부산외곽순환 10공구
(노포교)

한국도로공사

㈜케이씨씨건설

2016. 03. 18 ∼
2017. 12. 31

L=315m, B=20.6m

8

흥해우회도로
(곡강천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해유종합건설㈜

2016. 07. 18 ∼
2016. 12. 31

9

감포～구룡포
(전동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남경건설㈜

2016. 10. 14 ∼
2016. 12. 31

2

그림 | Hybrid PC 공법 개념도
외부 콘크리트

1. 외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구성
•구조부재임과 동시에 내부CFT 대한
내화 피복재 역할
•보 결합시 거치대 활용

각형강관
내부 콘크리트
주철근

인천 서구

띠철근
스터드 전단연결재

2. 각형 강관
•외부 콘크리트의 영구거푸집 역할
•내부 콘크리트 횡구속 연성거동 기여
•합성기둥의 구조부재
•판폭두께비 제한 없이 박판 사용 가능

3. 내부 콘크리트
•슬래브 토핑콘크리트와 동시에 현장타설
•전체 단면 절반 주요 압축부재
•각형강관의 국부좌굴 구속

(b) 철골보 접합부

4. 주 철근
•휨압축 거동기여
•외부 콘크리트 균열 방지
5. 띠 철근
•외부 콘크리트 조기 탈락 방지
6. 스터드 전단연결재
•각형강관/외부 콘크리트 합성

(a) 구성요소

(c) PC보 접합부

활용실적

활용현황 및
전망

연번

공사명

발주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위치

특징

부산 금정구

1

일산 풍산 이마트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7층 2013. 07. ∼ 2014. 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대형할인마트

L=210m, B=20.9m

경북 포항시

2

수원 신동 트레이더스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6층 2013. 07. ∼ 2014. 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창고형 상가

L=50m, B=20.4m

경북 경주시

3

월계 트레이더스 증축 및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5층 2018. 01. ∼ 2019. 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창고형 상가

4

김포 이마트몰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마트 지하1층 ∼ 지상5층 2018. 02. ∼ 2019. 1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물류센터

활용전망 본 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공법에 비하여 시공중 안전성이 증가되었고, PSC 구조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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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균열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경간장을 확대하였으며,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현장타설부 간에 연결

활용전망 국내외 건축물의 대형화 및 단위모듈확대로 PC공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부재의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장치를 적용하여 연결부 구조성능을 개선하여 균열 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여 교량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공법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은 각형강관의 중공형성을 통해 단위부재 중량을 절감할 수 있어 수많은 건축물에 신기술을 적용할 수

으로 판단됨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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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장치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에 정류하여 이륙하기 전, 항공기 내부 전기기기들의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내부에 탑재

교통 신기술

된 보조엔진 대신 본 장치를 사용하여 항공기 부하에 적합하도록 전력을 변환하여 항공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전원

01

공급장치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
AC-GPS(Air Craft Ground Power Supply)

지정번호: 제18호, 개발자: ㈜에이엘테크

범위

주요 내용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빛을 간접 조사하여,

1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2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 기술

3
5

내용

4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

1

90kVA AC-GPS 본체

2

본체용 GUI PANEL(장비운용)

3

Remote Control Box(장비조작)

4

Remote Control Box(Hoist조작)

5

외부용 GUI PANEL(장비운용)

체를 발광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이며,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고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

활용실적

활용실적 제품 구조상의 우수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유지보수 효율성까지 극대화한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은 신기술 지정 이

활용현황 및
전망

전 4년간 약 3,000여 개, 지정 이후 4년간 약 7,000여 개가 설치되는 등 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점진적으로 확대보급
추세에 있음

활용현황 및
전망

순번

공 사 명

판매기간

구입기관

실적금액(수량)

지역

2018.03

대한항공

170,000(2대)

인천

2017.03

인천국제 공항공사

4,196,825(42대)

인천

•2018년
1

인천공항 정비격납고 내 항공기전원공급장비 구매

•2017년
1

활용전망 교통사고 통계상, 야간 교통사고의 사고치명률은 주간 교통사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시각적 지각력과 주의력이

항공기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구매설치

•2016년

낮은 노인층 운전자의 사고 경향은 2~3배 이상 높음. 이러한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국내의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야

1

인천공항 3단계(AC-GPS) 구매설치사업

2016.01

인천국제 공항공사

6,460,000(69대)

인천

간 시인성이 우수한 조명식 발광형 교통 표지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발광형 광섬유 표지판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2

항공기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국산개발품 제작설치

2016.10

인천국제 공항공사

1,597,999(16대)

인천

2015.09

㈜포스코 엔지니어링

139,920(2대)

경남

2014.03

인천국제 공항공사

1,166,000(13대)

인천

등으로 인하여 납품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5년
1

AC-GPS 구매설치

•2014년
1

항공기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국산개발품 구매설치
합계

교통 신기술

02

항공기를 위한 지상전원공급장치

활용전망
구분

지정번호: 제19호, 개발자: 이화전기공업(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공항

범위

주요 내용

탑승교 하부에 취부되어 위상각제어 방식이 적용된 정류부(AC/DC 변환부)와 멀티레벨 PWM 인버터 방식이 적용

된 인버터부(DC/AC 변환부)를 출력케이블 이동설비와 연동하여 계류중인 항공기에 400Hz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지상 전원
공급장치(AC-GPS :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13,730,744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용년수 도래에 따른 기존 운용 장비 대체
•여객터미널 증축에 다른 신규 수요

국내 신공항

•국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신규 수요

국내 항공사

•항공기 시험 및 정비 용

타슈켄트
국외공항
스리랑카 신공항

내용

60

AC-GPS는 380V/60Hz 상용전원을 공급받아 항공기에서 요구하는 200V/115V, 400Hz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방위산업

비고

육군, 해군 및 공군 비행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공항 운용컨설팅
사업에 참여에 따른 신규수요
•항공 장비 시험 및 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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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탄소 저감형 압출성형패널 제조 및
단열재 모듈화 패널 시공 기술

03

기술내용

기술내용 및
시공실적

■

LEC(Low Energy Curing binder)를 사용한 압출성형패널 제조 기술

■

압출성형패널과 단열재 모듈화 기술

■

모듈화 패널 시공 기술

냉기

결로

냉기

압출패널+단열재
모듈화
온기

온기

단열/내화피복

내화피복

모듈화 패널

활용실적

01
기존 기술의
문제점

•시제품 제작 및 Test-bed 적용 단계(음성 벽산BACE 공장 내 설치)
● 외장재/단열재 별도 시공으로 인한 패널 연결부위 단열재 손실 면적이 큼
● 단열재 시공 후 외장재 고정 철물 용접 시공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있음

향후 활용 전망

● 외장재 고정 철물을 통한 열교 현상 발생

•제로 에너지 하우스 기반 외장재 적용하여 건축물 열관류율 개선
•세대 간 경계벽 시스템 적용하여 자유로운 내부 공간 확보

02
차별성 및
효과

차별성
구분

해당기술

기존기술

기능/성능

열교 최소화
외장/단열재 모듈화(외단열 공법 유사)

외장재, 단열 시공 별도
(중/내 단열 공법)

장/단점

단열재 연속이음 가능(열교현상 최소화)
화재 위험성 적음

단열재 불연속 이음
화재 위험성

경제성

공기 단축/시공비 절감
단열재 부착 공정 없음(인건비 9천 원/m2 ↓)

단열재 부착 공정 있음

04

수요기관

적용대상

희망 수요기관 및
적용대상

건설업체

일반/전원 주택, 저층 빌딩, 관공서 건물

관공서

공장,주차장

05
우수성

R&D

•국내 압출성형패널과 단열재 모듈화 제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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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인증 현황

•LEC 무기바인더를 활용한 탄소 저감형
•압출성형제조 공정

명칭

권리/인증 번호

비고

건축물 외장 복합 단열패널의 열교차단형
고정구조 및 고정재 시공방법

10-2016-0156661

특허 결정

복합 단열패널의 제조 시스템 및 복합
단열 패널의 제조공정

10-154073200

등록

•압출성형패널과 단열재 모듈화를 통한 현장
•시공성(단열재 시공공정 없음) 개선

06
경제적 효과
•양생 에너지 저감을 통한 탄소 배출량/에너지 사용비 감소

추가기술
정보

기술수준

R&D 수행이력

문의

○ 기술개념 확립

과제명

관리자

○ 연구실 환경검증

LEC 압출패널과 단열재 모듈화를 통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시제품 제작

단열성능 향상 패널 개발

일자리·사업화지원실

•모듈화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연간 9.1kWh/m2 절감(Test-bed 측정 기준)

○ 실제환경검증

•현장 단열재 부착 공정 인건비 9,000원/m2 절감

○ 신뢰성 평가

• 비용 단열재 시공 인건비 약 9,000원/m2 절감
• 공사기간 단열재 시공기간 단축
• 간접효과 시장 확대, 고용 창출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연구기간
2014.07 - 2016.11
연구비
436,000,000원

031-389-6322
techbiz@kaia.re.kr
기술 개발자
㈜벽산
박성은(063-830-8883)
separk@b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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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둥 부재의 내진성능 및 내구성
극대화를 위한 PU Spray 보수·보강 공법

03

기술내용

기술내용 및
시공실적

Concrete or Steel Column

분사식 고분자 폴리머계 폴리우레아를 이용하여 기존에 건설된 건축·토목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신규 건설되는 구조물의 보강에 적용하기 위한 고분자 재료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스프레이식 시공 공법

FRP sheet rapping

Poly-urea

Finish

콘크리트
폴리우레아

활용실적
•강원도 태백시 평화교 하부 교각 현장시험 시공 실시(’16.09)

01
기존 기술의
문제점

● 기존 FRP 보강공법은 FRP재료 자체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재료비가 고가

향후 활용 전망

●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계면 발생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열화, 탈락 등의 문제 발생

•국토교통부 및 각 교량관리주체, 시설물관리공단 등에서 추진중인 내진 대책에 바로 적용되어

● 에폭시의 사용에 의한 부착력 저하 현상과 불연속성으로 인한 취성 파괴의 위험

우수한 품질과 시공 비용 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기존에 건설된 건축·토목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기둥, 보, 주차

02
차별성 및
효과

장 및 초고층 구조물의 내력기둥, 부두의 잔교, 교각, 지하철 기둥에 적용이 가능하며, 군사시설

차별성
구분

해당기술

장/단점

· 폴리우레아의 우수한 방수 성능
· 부착력이

강하고 불필요한 계면이 없어 연속성 확보
· 시공이

간편하고 구조물의 내력과 연성이 높음
· 해안

구조물에 대해 방식효과가 뛰어남

· 균일한 품질 확보가 어렵고 부착 성능에 영향
을 주는 결함 발생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
탈락 문제 발생
·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비용이 높음

경제성

우수(1.00)

불리(2.50)

R&D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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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 주요 시설물에도 적용이 가능함

기존기술

강성 및 연성의 성능을 동시에 확보가능한 불연속면
이 없는 고분자 폴리머계 내진보강 재료를 스프레이 인장강도가 높은 FRP시트에 에폭시를 도포하
기능/성능
로 분사하여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른 기둥부 내진보수 여 기둥부에 감싸는 내진보강 공법
보강공법

•기존 FRP공법에 비해 기계화시공으로 약 30%의 시공비 절약 효과

04
희망 수요기관 및
적용대상

05
권리 및
인증 현황

•원가 측면에서 FRP공법 대비 약 50%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
•본 기술은 경화시간이 30초 이내로 매우 짧은 공사기간

수요기관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교육청

시설물관리공단, 학교건물 등

한국도로공사 등

노후화교량 관리주체

명칭
구조물의 내력향상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보수보강 공법
기둥부재의 내진성능 및 내구성 극대화를
위한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수지조성물
Urethane-Urea Copolymer를 이용한
구조물의 내진 성능향상 및 보수, 보강 공법

권리/인증 번호

비고

10-1166686

등록

10-1782894

등록

10-1812596

등록

경제적 효과
•수입에 의존하던 고품질의 FRP 보강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폴리머계 보강 재료의 개발로 외
화 낭비 절약 효과,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 절감 기대
•세계 최초로 개발된 폴리머계 보수 보강재료 및 공법의 개발로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기술
수출 예상(일본 45조 시장의 0.02%를 가정)

06
추가기술
정보

기술수준

R&D 수행이력

문의

○ 기술개념확립

과제명

관리자

○ 연구실환경검증

기둥부재의 내진성능 및 내구성 극대화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시제품제작

위한 PU Spray 보수·보강 공법의 실용화

일자리·사업화지원실

○ 실제환경검증

•비용 48.0만 원/m

○ 신뢰성평가

•유지관리비 보수 사용재료의 내구성이 우수

○ 사업화

2

•공사기간 스프레이 방식으로 기존 공법 대비 공사기간 30%이상 단축
•간접효과 고부가가치 산업용 보강재료의 개발로 건축·토목·조선 산업의 동반성장 기대

● 상용품 제작

연구기간
2014.11 - 2016.11
연구비
770,000,000원

031-389-6322
techbiz@kaia.re.kr
기술 개발자
㈜홍지
이두성(031-698-4100)
Lds1970@hgd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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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R & D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협약 체결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협약체결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업형태 및 규모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 2혜택)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업부서에서 협약체결 설명회, 협약체결 요청

➊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공문 또는 협약체결 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는 서

•적용기준 :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 정부출연금 5억 원 이상 지원되는 기업 또는

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컨소시엄

- 협약체결 서류 제출 공문

•적용내용 : 정부출연금 5억 원당 청년 1명 고용(1년 이상 고용유지 필요)

- 협약서 2부(원본)

•채용시 :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 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 연구개발계획서 2부(원본)

•위반시 :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중소기업에서
당해과제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

➋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적용기준 :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무고용 비대
상 기업도 적용 가능)

한 경우), 고용계약서 사본
- 장비 구축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적용내용 :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 이상 고용유지 필요)

- 확약서(연구기관용/참여기업용)

•인건비 범위 :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 기업부담금 확약서 1부

•위반시 :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 연구개발비 관리계좌(협약용/관리용, 연구기
관별, 통장사본 포함)

➌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 당해과제 연구개발비의 입출금을 위한 전

•적용기준 : ① 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용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감면

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인건비 범위 :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주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위반시 :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
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 연구장비·시제품 견적서(해당 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 시)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증빙자료(해당 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전자파일 업로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 사항과 명쾌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협약 체결

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협약체결을 위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울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홈페이지 : www.kaia.re.kr _ 참여 _ Q&A
전

화 : 031-389-6495(성과지원실)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에

알고 있지만 헷갈리거나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앞으로도 국토교통 R&D 관련 궁금증이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과제담당자와 협의를 통하
협약체결 서류 제출일정은 해당사업실에서 선정결과 통보 시 공문서에 일정이 명기되니 당해

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협

또한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약서류별로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협

으니 확인 후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지침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규과제는 과제선정 취소, 계속과제

랍니다.

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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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Incubating)은 배양을 위해서 잘 통제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배양한다는
것은 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유지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경영학적으로
인큐베이팅은 배양하다(Incubate)라는 단어에서 발전되어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말하며 기업이

인큐베이팅
이란?

형태를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큐베이터란 사업 아이템을 가
진 벤처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주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업공개
(IPO)를 시키는 벤처 도우미를 말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창업 전 단계부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사업화 사업은 기존의 기
술 중심 R&D 지원에 한정되었던 국토연구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중심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화 관점의 지원제도 구축과 우

제도의 필요성

수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중심의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제도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며 추진
되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
은 사업화 초기 단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창업인큐베이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매출 및 이윤을 창출하고 기술사업화 주체의 보유 기술력, 사

기대 효과

업화 역량, 자금 조달 능력 등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
해 맞춤형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와 생산을 위한 사무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구분

예비창업자를 위한
국토교통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창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에 발을 들이기란 쉽지 않다.

시설·공간

지원 내용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제공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9층
(평촌역 2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멘토링·컨설팅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자문(실험 컨설팅 등)
•외부 전문가(경영, 회계 등) 및 우리원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연계한 경영지원자문

실험시설

•국토교통실험시설 및 유관기관 실험시설 시험의뢰 지원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및 시설(3D프린터, 계측장
비 등) 이용 비용 지원

공모전 등 정보제공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분야 공모전(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스마트
건설 창업아이디어 등) 관련 정보 제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의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사후관리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관련 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사무시설 제공부터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까지. 든든한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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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 국토교통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

●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자)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령, 성별, 학력 무관

참여조건 및
우대조건

- 종합평가점수 60점 미만 및 발표평가 불참 예비창업자는 탈락 처리

발표평가
결과 산정

●	우대조건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	서류접수 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안양시인 자에 한함)

결정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미부여

- 여성 또는 장애인(혹은 당사자)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예비창업자 역량 및 의지>입주 신청사유>창업아이템의 적정성>창업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보유자

아이템의 구체성 및 현실성>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점수가 높은 예비창업자 순으로 우선순위
확정

●	제외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참가자격을 불인정하며 추후 적발 시에도 선정 취소 등
을 포함한 페널티 부여

●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중 우선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과 관련된 유사 지원사업의 창업자금이나 창업공간을 지원 받고 있는 자

순으로 추가 선정

- 기관(또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자(단, 입주 전 퇴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입주 전 완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접수현황, 평가내용 및 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발표평가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결과는 개별 통보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유의사항

- 동일한 아이디어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최한 경진대회(공모전)에 입상하여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부당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조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최종합격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보안서약, 입주자서약 등의 요청에 적극 동의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후순위 고득점자를 추가로 선정함
●	아이템(사업)명 등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	(사전검토)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국토교통분야 부합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하여 발표

●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선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평가 불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평가 대상을 선정

●	평가일정,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발표평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기준항목

세부항목

배점

예비창업자
(60점)

예비창업자 역량 및 의지

30점

입주 신청사유

30점

창업아이템의 적정성

20점

창업아이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10점

창업아이템
(40점)

합계

100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안양시 거주자, 여성, 장애우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각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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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좌

모듈러 주택의
지재권 보호,
특허 vs 디자인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글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설치의 간편성으로 인해 주거 모듈러 주

의미한다.

택을 주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특징은 지상

모듈러 주택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므로 ‘형상’을 가지며, 모듈러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부품의 제작과 조립,

주택의 외관이 선과 색의 구분에 의해 ‘모양’으로 표현되며, 모듈

배선, 배관, 마감, 냉난방 설비 등을 완료한 뒤 건축현장으로 운

러 주택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 망막을 자극하는 ‘색채’에 의해

반함으로써, 시공된 기초 위에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모듈러 주택의 대표적인 예가 컨테이너 건축물이다. 컨테이너

디자인은 시각성을 가지며 심미감을 전달해야 한다. 시각성이

건축물은 자유로운 곡선이나 다양한 외관형태는 창출할 수 없

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며, 심미감은 미감을 일으키게

으나, 모듈화로 인한 공간의 확장성이 무한하고 재활용으로 경

하는 미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모듈러 주택은 육안 식별

제성, 친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다양한 평면과 적층

이 가능하고, 미감 전달을 통해 주목을 끌고 거주 혹은 구매욕구

방식도 개발되었고, 단열 및 화재 등의 내진 및 내화구조 기술까

를 전달하는 심미감을 전달한다. 이를 만족하는 모듈러 주택은

지 적용되었다.

디자인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은 심미성이 고려된 외관 디자인과 시장 요구에 따

디자인 권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

른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개발이 병행된다면 향후 건축유형의

로 하기 때문에, 특허의 청구범위 대신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는

하나로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모듈러 주택이 실용성과

모듈러 주택의 무엇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가에 따라

도면에 의해 권리가 정해진다. 또한,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모듈

특허 권리 및 디자인 권리로 구분된다.

로,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 없어야하고, 선행 디자인보다 창

러 주택의 디자인과 기능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더

먼저, 특허의 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므로, 모

작성이 있어야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욱 높아지고 있다.

듈러 주택은 기본적으로 특허를 통해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특

등록된 권리는 20년간 존속한다.

허는 모듈러 주택의 생김새인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

모듈러 주택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허가 적합할

택 제작 및 조립기술, 배선 및 배관 기술, 냉난방, 소음, 진동, 단

지 디자인이 적합할지 판단해야 한다. 모듈러 주택의 형태로부

열, 내진 또는 내화 등 주택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적용된 기술을

터 시각을 통해 심미성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받고자 한

보호한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정의하고

다면, 모듈러 주택 외관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받는 것이 적합하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

다. 반면, 모듈러 주택이 갖는 기능으로 표현되는 기술적인 부분

및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로서 보호 가능하다.

에 대해 권리를 받고자한다면 특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부 기능보다는 외관을 통해 주는 심

하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특허 권리 확보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

미감이 크게 더욱 작용하는데, 이는 디자인 권리를 통해 보호가

토한 뒤, 디자인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가능하다

능하다.

면 동일한 물품(또는 부품)에 대해 특허 및 디자인을 모두 확보

디자인이란, 물품(또는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물품이 아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 디자인 보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란,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물품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라 할지라도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적으로 디자인의 대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은 운
반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물품으로 인정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해 형태성이 있어야 한다. 형태성이
란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해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모듈러 주택의 무엇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가에
따라 특허 권리 및
디자인 권리로 구분된다.

을 말한다. ‘형상’이란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물품의 외부 형태
를 의미한다. ‘모양’이란 물품 형상의 표면을 장식하도록 선으로
그려진 도형이나, 색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색채’는 물체
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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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기술

글 이성주 사진 제공 전쟁기념관

1448년 세종이 완성한
세계최초의 로켓인 ‘신기전’

현대 로켓의
기틀이 된

과학기술 DNA가 만든

신기전이 ‘로켓의 원조’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역사는
고증자료로 증명하는 법이다. 1448년 절대강국을 꿈꾼 세종이

최첨단 로켓

완성한 세계최초의 로켓인 ‘신기전’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한 기록
이 남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설계도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전통과학기술이지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600여 년 전에 발명되어 꾸준
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신기전의 기술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토
과학기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술의 뿌리를 찾는
일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DNA를 확인하고, 나아갈 과학기술을 예
측하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신기전’에

조선의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여진족으로부터 영토 다툼을
하던 혼란한 시기.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한 화약 무
기가 바로 ‘신기전’이었다. 새로운 무기의 출연은 여진족 을 두려
신기전의 종류

움에 떨게 했다. 폭파 당시에 하늘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폭발

분류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신화신기전

음이 들리면 적들이 혼비백산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불

길이

1.1m

1.4m

5.5m

5.3m

과 35년 전만 해도 신기전은 신호용 화약 무기로 알려졌지만 현

사거리

150m

200m

450m

450m

발화통

없음

장착

장착

장착

탄두에 철가루 포함,
방화 및 위협용

방화 및
위협용

특징

화차를 사용할 경유
100여 발 동시발사 가능

※ 1448년 세종이 완성한 세계최초의 로켓인 ‘신기전’

‘신기전’

가장 큰 종이약통

재는 신기전이 15세기에 발명된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무기라
고 인정받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신무기 개발엔 언제나 첨단 과
학 기술이 필요하다. 신기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로켓과학
이 앞서나간 핵심기술을 살펴보자.

신기전은 고려시대 최무선이 발명한 로켓병기 주화(走火)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세종대왕 때
개발한 신기전은 다연장로켓으로 동시다발적인 발포가 가능한 무기다. 신기전은 일종의 로켓 화기

신기전의 탄생

로, 조선 초기의 병기도설에도 기록된 바 있는, 주화에 발화통이 더해진 기술이다.1) 세종실록에 따르
면, 세종은 즉위 29년(1447년) 11월 22일에 평안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주화는 이익이 크다. 말 위에서

우리 선조들에겐 특별한 과학 DNA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난히 최초와 최고의 기술을 발명하기 좋아했고 비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다른 화포와 비교할 수 없다. 기사가 허리 사이나 화살통에 꽂아서 말을 달리면

상한 재치를 가진 선조들 덕분에 물려받은 전통 과학기술력이 많다. 15세기 최고 첨단과학 무기로 손꼽혔던 신

서 쏘면 부닥치는 자가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야간전투에 사용하면 광염이 하늘에 비쳐 적의 기운

기전의 탄생이야기도 그 중 하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설계도를 가진 원조 로켓의 탄생기와 핵심 기술부터 현재
발전된 과학 기술까지 따라 읽어본다. 역사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국토과학기술을 소개한다.

을 먼저 빼앗는다. 복병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곳에서 사용하면 연기와 불이 어지럽게 발하며 적의 무
리들이 놀라고 겁에 질려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노출한다.”고 적어보냈다.

1) 채연석, 『역사학보』, 「주화와 신기전의 연구」, 역사학회, 1976,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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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종 1년(1451년)에 제조된 화차에서는 100개의 신기전을 한 번에 연속 발사 할 수도 있었다. 총
통의 구조는 대체로 화약을 놓는 약통, 화약이 폭발할 때 발사에 작용하는 폭발력을 크게 하기 위해 약
통, 발사물인 환, 전, 화살 등을 넣는 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기전은 총 4종류로 기록돼 있다. 우선
신화신기전과 대신기전 두 종류는 추진체인 약통과 폭탄에 해당하는 발화통의 위치와 구조가 약간 다
를 뿐 크기는 비슷하다. 대신기전은 대나무 화살대의 한쪽 끝에 약통과 발화통을 붙였다. 약통 위에 발
화통이 올라가고, 중앙에는 구멍을 뚫어 약선(도화선)을 연결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신기전
의 약통은 현대식 로켓의 ‘모터’에 해당한다. 종이를 말아서 만들었으며 연소가스의 분사속도를 높여
주는 ‘노즐’이 없는 형태의 초기로켓이다. 16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로켓은 종이약통의 끝부분에 끈
을 조여서 감아 만든 목을 통해 노즐 역할을 하도록 했다. 화약을 약통에 채울 땐 화약이 타들어가는
면적을 넓히고 화약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원뿔꼴의 첨철 위에 약통을 세운 뒤 화약을 조금씩 넣고 속

장치해 발사했다. 이는 신기전이 처음으로 인류가 만든 로켓 무

이 빈 원통형 도구인 원철을 이용해 망치로 다졌다.

기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다.
특히, 대신기전은 세계 최대의 종이약통 로켓으로 추정된다. ‘종
이약통 로켓은 1232년의 세계 최초 로켓에서 1805년 영국에서

신기전은 총 4종류로 기록돼 있다.
우선 신화신기전과 대신기전 두 종류는
추진체인 약통과 폭탄에 해당하는

다연장 로켓으로
동시다발적인 발포가

제작된 6-파운더(Pounder) 로켓이 개발되기까지 600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쓰인 종이약통
로켓 무기들과 비교하면 대신기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 무

발화통의 위치와 구조가 약간 다를 뿐

기였다. 또한, 산화신기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2단형 로켓

크기는 비슷하다.

이다. 산화신기전은 약통의 윗부분에 소발화통이 달린 지화통을
여러 개 설치하는데, 지화통이 바로 산화신기전의 2단 로켓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2단 로켓으로 알려진 것은 루

가능한 무기

마니아의 콘래드 하스(Conrad Haas)가 1529년 설계한 로켓이
지만, 산화신기전은 이보다 80년 앞서 개발됐다.2)

포기하지 않는

神
機
箭

대한민국의 국토과학기술은 인내에서 비롯되었다. 신기전 발명을 성공시킨 것은 연속성 있는 연구와
발명이 큰 힘이었다. 세종은 국책 연구과제로 끈기 있게 연구와 사업을 진행한 성왕으로 잘 알려져 있

신기전 기술이 가진

대단한 위력

신기전은 주로 조선 전기인 세종 말부터 중종 때까지 100여 년

집념의 기술력

다. 역사에 기록된 바, 세종에서 시작한 발명연구사업은 문종에 이어 계속되었다. 신기전의 발명을 통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화기이다. 그야말로 세종 때는 북쪽 변방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사용됐고, 중종 때는 왜구를 물

화차와 신기전 등 첨단무기의 발명은 인내 있는 미세기술의 승리다. 로켓 같은 대신기전에서 엽초로

리치는 데 사용됐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주로 사용했

화약을 만드는 과정은 나노와 같은 미세기술로 나노파우더를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고 소개했다. 세종

던 무기인 총통은 화약에 불씨를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청

이 아들(문종)을 시켜 중신기전과 대신기전을 오늘날의 나노기술과 유사하게 발전시켜 결국 신기전

동제 유통식 화기이다. 고려시대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20여

을 성공시켰다.

점의 화약무기를 개발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모

그뿐만 아니라 세종은 신기전을 개발할 때 파우더가 폭발하며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

양이나 크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기전의

다. 발명연구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꾸준히 발명을 추진했다. 신기전의 발명은 결국 의주에서 여

기술을 통해 고려시대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었는지 가

진족을 격퇴하고, 조선 중기 임진왜란의 승리를 이끄는 등 조선시대의 전쟁사의 주요한 지점에서 활

늠할 뿐이다. 이미 조선시대에 주로 사용하였던 신기전 및 화포

약을 펼쳤다. 현대에 와서 다양한 로켓기술과 나노기술,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국토과학기술

기술이 100년 뒤 서양의 로켓 기술에 등장한다. 조선의 국토과

은 선조들이 닦아놓은 전통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학기술이 시대를 앞서간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또한, 신기전은 로켓의 앞부분에 지금의 미사일처럼 폭탄을

78

2) 채연석, 신기전- 전통로켓과학 『네이버 지식백과』, 2010. 0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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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적인

글 이성주 사진 한국관광공사(korean.visitkorea.or.kr),
군산시청(www.gunsan.go.kr)

풍경에
근대의
군산

담긴
시간,

군산의 기록
근대문화역사박물관
--항구도시 군산이 근대문화의 도시로 각광받게 된 것은 최
근의 일이다. 일제 잔재를 일제강점기의 ‘한국사’로 끌어안
을 수 있게 된 것이 20년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제
의 유산’은 우리들에게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고 그 불편
함에 때때로 날카로운 시선과 비판을 받거나 방치되어 왔
다. 이제는 보존하여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우리의 회고록’
으로 남기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곳
이 바로 군산이다.
일제가 군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획했던 거리에는
그 수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군산의 원도심을 천천
히 걷노라면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근대
문화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 군산의 ‘근대문화역사박물
관’이다. 2011년 9월 30일에 문을 연 이곳은 군산시가 근
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
이다. 군산의 원도심과 관련된 모든 근대문화를 포괄하는
만큼 군산을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다.
ⓒ Beautiful Korea / Shutterstock.com

해양 물류 도시의 역할을 하던 군산의 모습은 근대문화유
산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주변 근대 건축물인 옛 군산세관
을 비롯해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과 조화를 이룬다. 근대문
화역사박물관 1층 입구의 어청도 등대 모형을 시작으로 해
양물류역사관, 어린이 박물관이 있고, 2층에는 근대자료규
장각실, 3층에는 근대생활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으로
나눠져 있다. 근대 생활관에서는 군산의 옛 생활상을 발견

군산은 대표적인 근대문화도시로 손꼽힌다. 군산은 대한제국 1899년 5월에 조계지로 개항하며 일제강점기의 풍파를 고스란히 겪었다.

할 수 있고, 복고풍의 전시장에서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이

우리는 군산을 여행하며 ‘일본 제국’이 남긴 아픈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일제의 잔재가 묻어나는 군산의 풍경을 보노라면

곳을 보았던 군산의 옛 시가지 사진들과 비교하며 군산을

한국 역사의 축소판과 같다는 것을 실감한다.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근대문화 관광지가 된 군산을 만나보자.

여행하면 더욱 다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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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유산의 변신
(구)조선은행과 (구)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해망로에서 시작해 일본식 가옥과 (구)조선은행 그리고 (구)군

거의 군산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군산터미널에서 곧장 뻗은 길
을 따라 들어가면 근대식 건물 두 개가 눈에 들어온다. (구)조선
은행 군산지점과 구 일본 제 18은행 군산지점이다. 두 은행의 흥
망성쇠는 닮아있다. (구)조선은행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서
고태수가 다니던 은행으로 묘사되며, 일제강점기에 상권을 장악
한 침탈의 상징이었다. ‘한국은행’을 거쳐 민간 기업인 한일은행

ⓒ Beautiful Korea / Shutterstock.com

산세관 등이 이어지는 길을 걸으면 근대도시로 위풍당당했던 과

3

이 인수받아 이 은행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1981년 개인소유
ⓒ Beautiful Korea / Shutterstock.com

로 넘어가면서 예식장이 되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나이트클럽

럽, 화재 사건을 거치고 이제는 보수작업 이후 군산 근대건축관

침탈의 역사
(구)군산세관
---

으로 남게 되었다. (구)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조선에 일곱

(구)군산세관은 대한제국 1908년 6월에 세워졌다. 세관의 독특

번째 지점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무역에 따른 대부업이 주종이

한 양식은 여전히 길을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곳은 서양

었고,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이곳을 인수하고 13년 후에 ‘대

식 단층 건물로 준공 당시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본

한통운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창고로 사용했지만 군산의

관만 남았다.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로 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쓰임새를 잃고 방치되었다. 그러다 몇

울역사, 한국은행 건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건물의 지붕은

년간은 중고품 판매장으로 쓰이다 이제는 등록문화재 지정된 후

고딕 양식이고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현관의 처마는 영

근대미술관이 되었다. 양 건물 옆으로는 진포해양 테마공원이

국의 건축 양식을 따왔다. 전체적으로 유럽의 건축 양식과 근대

이어진다. 뜬다리 부두로 불리는 부잔교를 보면 호남평야의 쌀

일본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근대문화 유적지로서 뛰어난 가치

이 수탈당하는 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

를 가진다.

으로 탈바꿈했다. 10년 가까이 유흥업소로 쓰이던 곳은 1990년
대 초에 큰 불이 났고 이후 방치되었다. 은행, 예식장, 나이트클

1

특히나 (구)군산세관은 곡창 지대인 호남의 쌀을 수탈했던 역사
를 담고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의 쌀
과 곡식 등을 수탈해 갔던 창구 역할을 했다. (구)군산세관 정면
1 근대문화역사박물관에 서 있는 어청도 등대 모형
2 근대문화역사박물관 건물
3 옛 군산세관 건물

에 한자로 쓰인 호남관세전시관과 옛 군산세관이라는 현판이 나
란히 걸려있다. 현재 (구)군산세관은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 관람을 원하면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시관 안으
로 들어가면 세관에서 업무를 보던 세관원들의 제복과 세관장의
집무실을 볼 수 있다. 벽면에는 역대 세관장을 지낸 세관장들의

ⓒ Beautiful Korea / Shutterstock.com

사진도 걸려 있어 일제강점기 때부터의 세관업무와 역사를 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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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위해 기획해 문을 연 고우당은 다다미식 숙소, 이자카야, 일

한 거점이 임피역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전라남북도의 농산

본식 연못, 카페, 매점, 문학관, 쉼터를 갖추고 있다. 평범한 주택

물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임피

가 한 자리에 옛 흔적이 남은 가옥들을 매입하고, 보수했다. 여행

역은 통근 열차를 타는 사람들과 새벽 열차를 타고 군산항에서

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예약은 필수다.

사 온 생선을 팔았던 생선 장수, 열차를 타고 군산·익산·전주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오가는 서민들의 교차로였다. 일제 수

4

탈의 아픈 역사를 지닌 임피역은 당시 농촌지역의 소규모 간이
역사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

임피역은 통근 열차를 타는 사람들과

수탈의 통로
임피역
---

새벽 열차를 타고 군산항에서

서해 바다와 금강이 합쳐지는 물길을 소설가 채만식은 ‘탁류’라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군산의 근대문화와 역사를 알

사 온 생선을 팔았던 생선 장수,

고 했다. ‘눈물의 강’이자 혼탁했던 시대, 곧 군산을 상징한다. 군

고 싶다면 군산을 걸으며 개화기 근대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풍

수 있다. 일제 수탈의 장본인이었던 1대부터 17대까지의 세관장

열차를 타고 군산·익산·전주로 학교로 향하는

산은 기름진 평야와 문화를 간직한 항구도시로 일본의 대표적인

경을 그대로 느껴보길 권한다. 아픈 과거일지라도 되새겨 볼 가

은 일본인이었다. 이곳을 통해 곡식을 빼앗긴 채 배고픈 삶을 살

학생들이 오가는 서민들의 교차로였다.

수탈지역이었다. 군산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

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역사여행이 될 것이다.

4
5
6
7

임피역에 있는 서해금빛열차
일본식 건축양식의 집
군산의 오래된 철도 마을 전경
군산의 관광지인 경암동철길마을

어 있다. 이곳에 가면 서양식과 일본 가옥 양식을 결합한 건축물
로 객차를 활용한 전시관이 있고, 승강장 벤치에 앉아 간이역의

아야했던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구)군산세관은
이국적인 건축양식과 역사적인 가치로 2018년 8월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다.

일제의 흔적
히로쓰 가옥과 고우당
---

은 담벼락이 인상적인 곳을 만났다면 안으로 들어가 보길 추천
한다. 미디어 속에서 자주 보던 일본식 복도와 실내를 볼 수 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군산지역의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
로쓰가 지은 목조가옥이다. 2층의 전통 일본식 가옥으로 ‘ㄱ’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건물이 두 채 있으며, 두 건물 사이에 꾸며진

ⓒ Beautiful Korea / Shutterstock.com

로 일본식 건축양식과 정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저택이다. 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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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흥동에 있는 히로쓰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으

6

일본식 정원에는 커다란 석등이 놓여 있다. 1층에는 온돌방, 부
엌, 식당,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가옥 밀집지인 신흥동 지역의 일본식 가옥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삶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본식 가옥이라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만 해도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
<바람의 파이터> 등 셀 수 없이 많다.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근대로 돌아가 일본식 건축양식을 경험하고 싶다면 대규모 일본
식 여관인 ‘고우당’에 가는 것도 좋다. 2012년 군산시에서 관광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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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택 곳곳에서 오래된 세월이 묻어나고 당시의 일본인 부호들의

86

87

Trend & Culture |

카드 이슈

모듈러 주택,
집의 변신

탈(脫) 아파트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탈(脫) 아파트’ 바람이 일면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보다는 개성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모듈러 주택이 각광받고 있다.

늘어나는 1~2인가구와 주택 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듈러 주택이 효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Modular
도시형 생활 주택뿐 아니라 대형 숙박 시설,
소규모 비즈니스 호텔, 오피스텔
등도 모듈러 공법으로 건축되고 있다.

ⓒ Marco Ciccolella / Shutterstock.com

80~90% 재활용

비용 절감

3,000 여 명

2020 년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현관문, 욕실 등 집의 70~80%를

모듈러 주택은 주요 자재의 최대 80~90퍼센트

일반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로는 7개월만에

올해 모듈러 실증사업이 완료되고 예산 편성이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가량을 재활용할 수 있어 폐기물 대량 배출을 막고

빨리 지을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며, 날씨에

3,000여 명을 수용하는 건물을 완성시킨

본격화되는 2020년부터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이다.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구애받지 않고 단시간에 설치와 철거가 가능하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지원단 숙소가 있다.

중심으로 모듈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된다.

70~80% 제조 및 조립
88

89

Trend & Culture |

파워 크리에이터

글 이용택 백상경제연구원장 출처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멈춤》

조지프 슘페터의 21세기 혁신

이다. 이것이 슘페터가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한 ‘창조적 파괴’다.

경제사에서도 경제학자들은 서로 경쟁하며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당대 스타로 떠오른 케인스 이론에 의

케인스와 슘페터도 그런 경우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마르크스가

해 철저히 묻혔다. 케인스의 해법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

떠난 해인 1883년에 태어나 평생 숙적으로 남았다.

이지만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시장의 혁신에 맡겨두는 만큼

케인스는 초기 신고전학파의 창시자인 마셜의 충실한 후계자 역

효과를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할을 하다가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끝났다”며 이단아의 길을

그러나 인터넷 혁명과 기술혁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이 화두

걷기 시작한다. 일명 ‘케인스 혁명’이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불어

로 떠오르면서 슘페터의 이론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닥친 대공황 해법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부양책을

슘페터는 제아무리 우편마차 숫자를 늘린다고 한들 결코 기차

강조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

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세기 전의 이 혜안은 21세기 급변하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모델을 주장했다. 불황기에 정

는 기업들의 경쟁세계에도 딱 들어맞는다. 신기술이 낡은 기술

부가 지출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되살아나 경제회복을 촉진할

을 잠식하며 이미 수많은 곳에서 전통 산업별 칸막이가 무너지

수 있다는 논리다.

고 있다. 낡은 기술로 기반을 잃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코닥’과

반면 슘페터는 “자본주의에서 불황은 찬물 샤워와 같다”며 불황

‘노키아’를 예로 들 수 있다.

경쟁은 천재들을 자극한다

도 경기순환의 한 사이클로 봤다. 경기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단

이와 반대로 애플, 구글, 테슬라 등은 신기술로 기존 산업을 대체

라이벌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

순히 수요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졌기

하며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는

장들 역시 마찬가지다.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 피카소에게도 질

때문이며, 얼마간의 호황 다음에는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만

생전에 ‘창조적 파괴자’로 통했고, 그의 혁신은 현대인들의 삶을

투심을 유발하는 예술가가 있었다. 그가 드러내놓고 질투하며

큼 정부는 뒤로 빠져 기업가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

바꿔놓았다고 평가받는다.

경쟁자, 또는 맞수로 번역되는 ‘라이벌(Rival)’

경쟁한 대상은 자신과 더불어 20세기 모던아트의 양대산맥으

는 데 주력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또한 이윤도 기업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법은 시속 1마일로 달리고 정치조직은

의 어원은 ‘강(River)’이다. 강은 라틴어로 ‘리

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다. 피카소는 자신보다 나이가 12살이나

의 혁신 결과로 규정했는데, 이는 기업가를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

3마일로 달리는데 기업은 100마일로 달려 속도의 충돌을 일으

부스(Rivus)’, 강을 같이 쓰는 이웃을 ‘리발리스

많고 먼저 성공한 마티스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쳤다. 마티스

취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묘사했던 마르크스와 상반된 주

킨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이뤄나

(Rivalis)’라고 했다. 강은 농경시대에 가장 중요

가 죽은 뒤 피카소는 넉살 좋게도 “나는 그의 유산을 물려받았

장이다. 이윤은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로 인한 생

가는 게 기업가라는 슘페터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케인스에

다”고 말할 정도였다.

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서 파생되며 창조적 파괴행위를 성공적

게 눌려 힘을 쓰지 못한 슘페터의 이론은 사후에 기술혁신과 더

이들보다 앞선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

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바로 이윤이라는 것

불어 화려하게 부활하며 미래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케인스 vs 슘페터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한

‘창조적 파괴’

한 자원이었다.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은 힘을 합
쳐 둑을 쌓기도 하지만 가뭄이 들었을 땐 서로 물
을 끌어 써야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
넉넉할 땐 이웃사촌이지만 부족할 땐 원수가 되기
도 한다. 강에서 라이벌이란 단어가 나온 이유다.

켈란젤로의 경쟁은 더 치열했다. 같은 장소에서 그림 대결까지
펼치기도 했다. 피렌체공화국의 종신통령으로 당선된 피에로 소
데리니는 1503년 두 거장에게 동시에 시의회당 내 벽면에 피렌
체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전투 장면을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당
시 다빈치는 52세, 미켈란젤로는 28세였다. 시민들은 이 두 천
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대에 부풀었고 이는 두 천재의 경쟁
심을 자극했다.
피카소와 마티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거장들은 서로 질시
하며 힘든 경쟁을 벌였지만 그 경쟁은 시너지를 내며 미술사에

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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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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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국토진흥원 스마트시티융합얼라이언스지원
팀(지원단장 이상훈 부원장)이 전담 지원하는

N

E

W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2월 13일 부산

S

벡스코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얼라
이언스 깃발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창립총회
를 열었다. 113개 기업과 20개의 공공기관·연

2019 Spring vol.14

구기관을 창립회원으로 삼은 얼라이언스는 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식

흥원이 전담 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민관간담
회(’18.12.21), 기업설명회(’19.1.9), 발기인대회
(’19.1.29)까지 2개월이 넘는 과정을 거쳐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

온라인에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식지 [KAIA Insight]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ia.re.kr/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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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토정보화를 위해

LX가 축적해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기술을 국

언스는 스마트시티가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아

토진흥원과 공유한다. 국토진흥원은 LX가 추진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작년 12월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토진

중인 전주시 스마트시티 실험사업의 공간정보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참여기관 간

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에서 양 기관장 및 국토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트윈 기

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부 손오준 국장 등 30여 명의 관련자가 참

술(현실 정보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도

석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와

시문제를 예측하는 기술)의 공동개발에 착수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공유 스마트시티 사업

통해 LX는 국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의 혁신성장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성과

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과제의 실증연구에서

를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들에 적용할 계획이다.
’19년도 신입직원,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3월 창립 16주년을 맞아

봉사로 직장생활 첫 걸음 내딛어

국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KAIA 행복한 일

캐나다 알버타 이노베이츠(AI)와 MOU 체결

주 미셀 에반스(Michele Evans) 경제통상부 차

3월 8일 오후, 2019년 처음으로 국토진흥원

터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봉사‧공

작년 12월 11일에는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

관보, 캐나다 대사관 그레고리 베이커(Gregory

에 입사한 신입직원들과 임직원들이 함께 안

헌 활동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

관에서 캐나다 알버타 이노베이츠(Alberta

Baker) 참사관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시 ‘빚진자들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

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진흥원은

Innovates) (원장 : Laura Kilcrease)와 우리 국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AIA는 미개

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신규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토진흥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척 극한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을 가졌다. 센터를 방문한 신입직원들과 임직

봉사활동을 정착시켜, 공공기관 직원으로 첫발

협약은 국토진흥원의 박정순 R&D사업본부장,

및 극한지 자원개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

원들은 함께 센터 실내외를 청소하고, 아이들

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의 사회공헌정신을 고취

신현옥 플랜트실장 및 캐나다 알버타(Alberta)

진할 계획이다.

과 정서 교감 활동한 이후 위문금을 전달했다.

할 계획이다.

국토진흥원-서울기술연구원,

△R&D 전문가 정보공유 △교육 훈련 및 인적

410차 민방위의 날 맞아

조손수건’을 활용하여 집결장소까지 신속히 대

국민 삶의 질 보장 위해 ‘맞손’

자원 교류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등의 사안들

“전 직원 참여 화재대피훈련” 실시

피했다. 대피훈련이 끝난 직후에는 소방안전 및

1월 16일, 연구개발(R&D)을 통해 도시문제를

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양 기

3월 20일, 국토진흥원은 「제410차 민방위의

심폐소생술(CPR)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시에 필요한 기술

날」을 맞아 화재발생을 가정한 전 직원 대피훈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대피훈련을 통

기 위해 국토진흥원이 서울기술연구원(원장 고

수요를 발굴하고, 실제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

련을 실시했다. 20일 오후 2시에 화재경보가 발

해 국토진흥원의 전 직원이 화재발생의 위험성

인석, 이하 서기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에 대한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국민 체감형

령되자 국토진흥원 전 직원은 직장민방위대원

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화재발생, 심정지 등 위

했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R&D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들의 통제에 따라 사전에 배포된 ‘화재대피용 구

험상황의 대처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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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싱크탱크

글 임영현 사진 문영진 LS스튜디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가 R&D 일몰제에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발

진취적인 태도로 플랜트 건설 산업 핵심 기술 발전 선도

정시교 그룹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는 업무가 많지만 직

굴·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8개의

기획 3그룹(그룹장 정시교)은 플랜트분야 기획 연구를 총괄하

원들에게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와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자

기획 그룹을 신설했다. 기획 1그룹은 SOC분야, 기획 3그룹은 플랜트분야,

며 플랜트 건설 산업의 핵심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19년

발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요 사업은 극한지 오일 생산 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

소개했다. 이어 “올해에는 플랜트 핵심 기술 상용화와 해외 플랜

과 미래 수소사회 대응, 상용급 가스·액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

트 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플랜트 핵심 기술

기획. 극한지 오일 생산 플랜트 건설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극한

개발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에 중추적인

지 오일생산 플랜트 건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획 4그룹은 도시·건축분야, 기획 5그룹은 공간정보분야의 R&D 사업을
기획한다. 최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국토교통분야 미래 먹거리 창

기획 1·3·4·5그룹

출과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 창출과 함께 오일 개발사

기획그룹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 1,626억 원, 민간

탄생했다. 8개 기획 그룹 중 기획 1·3·4·5그룹은 각각 SOC, 플랜

544억 원 등 총 2,17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5년까

트, 도시·건축, 공간정보분야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기술개발

지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산업 생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R&D 일몰제로 2021년까지

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이란 전통적인 건설에 BIM,

기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 등

VR, AR,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건설 생산성, 안전성을 획기

을 기획, 안정적인 국토교통 R&D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제1차

적으로 향상시킨 건설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스마트 건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종합계획(2018~2027)의 비전인

기술 개발사업을 예타 신청한 기획 1그룹은 오는 6월 예타 본심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을 위한 국토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분

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히 뛰고 있다.

김윤순 그룹장은 “예타 기획의 품질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

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수소사회는 전 세계적

주거환경, 커뮤니티·도시로까지 확장되는 사람을 위한 기술

인 핫이슈다. 도시 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서로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획 4그룹(그룹장

위해 수소액화 플랜트, 액체수소 스테이션 등 핵심기술 개발, 테

서명원)은 도시·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트베드 구축과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상용급 가

전담 조직이다. 서명원 그룹장은 “그동안 건축 중심의 R&D 기

스·액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 기획을 통해 분산형 가스플랜트

획에서 확장해 주거환경, 커뮤니티·도시까지 이어지는 건축기

를 국내에 실용화하고 해외 이머징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기술

술을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개발·실증을 진행 중이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4그룹은 2018년 10월 조직된 지 한

지고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기획 내용에 어
스마트 건설로 건설 생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다

떻게 녹여 내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한다”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

기획 1그룹(그룹장 김윤순)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기반

준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

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연구사업, 지하시설물 스마트 건설 및

가)이라는 성과를 이뤄 희열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유지관리 연구사업 등 3개의 예타 사업과 소액 사업인 해저터

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과 11월 예타 신청 예정인 기반시

널용 인공섬 핵심기술 연구사업, 사전기획 사업인 Urban Loop

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연구사업, 지하시설물 스마트 건설 및 유

형 차량 탑재 고속 이동체 및 인프라 기술개발 사전기획 등 SOC

지관리 연구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분야 기획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획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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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 5그룹은 소액 사업으로 지하공
간통합지도 구축 자동화 및 활용지원 체계 개발도 수행 중이다.
최송욱 그룹장은 기획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
에 토론 문화와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벤치
마킹할 수 있는 기획보고서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작업도 빼놓
지 않고 있다.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 사업의 예타 통과를 기대하는 최
송욱 그룹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라이
브 국토기술 정보 기술을 구현해 내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자동화 및 활용지원 체계 개발 사업을 통해 안전한 지하세상 만
들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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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1조 원) R&D 사업 기획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달 만에 기획 사업의 예타를 신청하게 됐다. 당시 임신 중이었

2018년 국토교통 R&D 예산은 5,058억 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던 노승희 박사(현재 출산휴가 중)와 근무 2일째부터 기획보고

세계 최초 180Mpa 섬유보강 콘크리트,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

서 집체작업을 맡아야 했던 김지영 PD, 서명원 그룹장이 의기투

도 강연선, 3차원 구조모델 비정형 통합설계 플랫폼, 저비용 고

합했다. 서명원 그룹장은 “첫 번째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효율 초고층빌딩 골조공사, 초고층 빌딩용 고성능 초고강도 강

도시·건축 R&D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 실용화 등 국토교통분야에서 눈부신 R&D 사업 성과를 거

밑거름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둘 수 있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획 조직을 정비해

기획 4그룹은 건축물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국가 R&D 일몰제에 대응하며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규 사업을

안전,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 기술 등 개발 기술을 실증해 성능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창호, 외벽체, 내외장재, 배관, 전기배선,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검증하고, 개별 건축물에서 커뮤니티, 도시 단위로 확대될 수 있

과 통찰력으로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 1·3·4·5그룹. 많

부품이 포함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간단히

도록 실증 중심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의 쇠퇴, 노

은 업무량에도 유연한 사고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국토교통

후 건축물의 증가,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 문제에 집중해 기술로

R&D 사업 기획에 열중하는 이들이 있기에 국토교통분야 국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공공목적의 기술 개발에 주

경쟁력 확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애독자 quiz
아래의 퀴즈 정답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조립·설치하는 건축은 무엇일까요?

력하고 있다. 서명원 그룹장은 “민간이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기술을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R&D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공간정보 국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명감
기획 5그룹(그룹장 최송욱)은 공간정보분야 사업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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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를 신청한 2,08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

이메일 : kaia_pr@kaia.re.kr

술 사업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이뤄냈다. 최송욱 그룹
장은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 사업은 국토 가상화 기술,
공간정보 초연결 기술, 공간정보 지능화 기술, 지능공간 활용지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19. 04. 23 ~ 2019. 05. 22
상품 담청자 발표 : KAIA Insight 여름호에 게재

원 기술 등 디지털 국토정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연
계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직원들, 산학연 전문가의 협업과
헌신 덕분에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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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대피요령
※ 신고 : 소방서119, 경찰서 112,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산불이 발생한 산과 인접한 민가의 주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피한다.

재난 문자 방송 등 산불 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