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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새로운 가치로 채우는
사람을 향한 기술의 중심
국토교통 R&D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사회 선도 기술
국민생활편의 증진 기술
국민안전 제고 기술
사회문제 해결 기술
초고층빌딩

스포츠급 경항공기

당신의 내일,
KAIA가 그리는 세상입니다

스마트시티
SBAS

LNG 플랜트

무인비행체

초장대교량

조립식주택

차세대고속열차

스마트톨링 시스템

신한옥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주택

무가선 저상트램

국토교통 R&D 주요성과Ⅰ

미래사회 선도

출입국 무인자동화 시스템

TBM 커터헤드 설계·제작기술

• 세계 최초 출입국 무인자동화 시스템 개발
•인천국제공항 52대 운영 중

• 세계

7번째 TBM(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 설계·제작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앞선 기술

슈퍼 콘크리트

동력분산형 차세대고속열차

•초
 고성능 콘크리트(UHPC) 재료·구조기술
개발
•춘
 천 레고랜드 진입교량(’17), 울릉도 힐링
플레이스(’17) 건설

• 최고 속도 421.4km/h(세계 4위), 고속열차 실용화 기술개발
•대한민국 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및 실용화모델 130량 납품 계약

눈부신 내일을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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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자율주행차

스포츠급 경항공기

• 세계 2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최
 고 속도 110km/h, 인천국제공항 노선
개통('16)

•자
 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
K-city 구축(’18)

•2
 인승 스포츠급 경항공기(KLA-100) 국산화
•초
 도비행 성공('17)

LNG 플랜트

초장대교량(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

초고층빌딩 설계·시공기술

•세
 계 최대(27만KL급)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 개발
•한
 국가스공사 삼척 생산기지 3기
실시설계 적용(’17)

•현
 수교 케이블 가설장비 및 공법 국산화
•이
 순신대교(’11), 터키 보스포러스 3교(’16) 및
세계 최장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18) 적용

•세
 계 최초 초고층 리프트 이동식 전원공급장치
및 골조특화 BIM 도구 빌더허브 개발
• 롯데월드타워('16) 및 사우디 킹덤타워(’15)
적용

K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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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 주요성과Ⅱ

국민생활편의 증진

중형저상버스
• 교통약자를 위한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술개발
• 5대 지자체(부여, 대전, 거창, 고양, 서울)
시험운행 및 아산시, 시흥시 시범운영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쾌적한 주거환경,
국민 체감형 기술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공항 수하물 시스템

무가선 저상트램

•배
 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포
 항시 2대 운행, 제주시 4개 노선 23대
도입·운행('16)

• 공항 수하물 Self bag Drop 시스템 개발
• 한국 도심공항터미널 적용('16)

• 무가선 저상트램 실용화 기술개발
• 터키 이즈미르시('14), 안탈리아시('15) 수출

스마트톨링 시스템

무선충전 전기버스

음식물 쓰레기 발효·소멸 시스템

•무
 선통신과 영상인식을 이용한 도로요금
처리기술 상용화
• 서부산 , 남인천, 서영암, 남순천, 북대구
톨게이트 적용

•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OLEV) 개발
•구
 미시, 세종시 등 운행 및 2013년
세계경제포럼 세계 10대 유망기술 선정

• 주거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ㆍ소멸
시키는 기술개발
• 서울 강남 LH 수서단지 적용(‘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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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로 느끼는
일상 속의 기술
더 편리한 생활을 선물합니다

신한옥
•저
 비용 경량식 한식토기와, 고성능 벽체·
창호기술 등 보급형 신한옥을 위한 기술개발
•강
 릉시 시범한옥마을,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
순창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준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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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 주요성과Ⅲ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국민안전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재난·재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합니다

• 정밀위치 제공, stereo CCTV 3차원 객체 추적 등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기술 개발
•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지구 안양시 인덕원 착공('16)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

상하 개폐형 승강장 안전도어

기존 건물 내진보강용 감쇠장치

•기
 존 기술 대비 방폭 성능 2.5배, 구조물
두께 및 중량 50% 저감 가능한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재료 제조기술 확보

•열
 차 출입문 위치와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 도어 시스템
• 프랑스 철도청 시범설치 계약 체결('17)

•주
 거 및 상업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복합댐퍼(강재·마찰) 개발
•제
 주 소방교육대 및 통일 교육원 적용(’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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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기술
국민안전을 책임집니다

생활밀착형 성능 향상 주택

조립식주택

•타
 설형 바닥완충재 등 공동주택 4대 하자
(소음, 공기질, 결로, 누수) 개선 기술 개발
•고
 양시 일산 공동주택 적용(’18), 안성 아양
공동주택 구축 중(’20)

•경
 제성, 주거성능이 확보된 조립식주택기술
개발
• 서울 가양동 및 천안 두정동 실증단지 구축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합니다

제로에너지주택
•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설계 및 시공기술 확보
•서
 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완공 및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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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사업

교통기술

국토교통 R&D 사업분야
R&D Fields

ICT융복합 도로·철도·물류기반시설 구축,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R&D 기획·관리·평가와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인증,
국토교통 기술가치평가·기술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 사회를 연결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항공사고 예방 및 항공교통 수요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항공안전

교통수단 간 연계강화, 교통 편의성·접근성을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이용에 기여

확대하는 교통복지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일반)

민간 무인기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안전운항기술,
교통관리체계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

선진국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교통혼잡 개선 및 물류비용 감소,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물류연구사업(도로)
도로 안전관리 선진화, 교통 혼잡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 기술 개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ㆍ인프라 연구사업
도심에서 차량·사물간 통신(V2X)을 기반으로 자율주행(level 4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동적맵 제공기술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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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지하철 (초)미세먼지 실시간 감시, 예보기술 및
저감기술 개발을 통한 지하철 이용객 생활건강 확보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사업
항공기 안정성 확보 및 국가 간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국가적 인증
체계 구축, 수송급 헬기(LCH) 시범 인증

항공기 착륙장치ㆍ윙렛수리공정 기술 및 국제인증체계개발 사업
항공정비ㆍ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에 대한 정비기술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운용기술개발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PAV, 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형 비행체 개발ㆍ인증체계 구축 및 안전운용기술 연구

도로환경 정보 수집·제공을 통해 위험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도로
조명 기술개발

소형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

철도기술연구사업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ㆍ보안인증 기술개발

빠르고 안전한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형식 철도시스템, 고속철도용
열차제어기술 및 철도핵심부품 기술 개발

국내 항공보안 정책 대응 및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항공안전
관리시스템 및 항공보안인증기술개발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철도차량 센싱 및 분석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상태진단 및
맞춤형 능동유지보수 기술개발

하천관리, 철도시설 점검 등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

유인소형 고정익 항공기의 무인 운행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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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술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하천 등의 안전성 강화와
저에너지·고효율 공간조성·관리 기술,
고부가가치 건설 기술 등을 지원합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
SOC 시설물의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대한 안전성,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및 글로벌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개발

물관리연구사업
지속가능한 하천시설물의 이용·관리 및 수재해 대비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플랜트연구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초고층빌딩 등 신건축 문화 창조,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관련 기술 개발

주거환경연구사업
주거공간의 쾌적화, 장수명화, 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는 국민체감형
주택기술 개발

기반구축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미래성장 동력 기반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 신장을 통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기술 촉진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 기술개발사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및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최적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구축

‘지역밀착형’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지역 연구인력 양성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 구도심 등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안전위험 예측, 분석 등
솔루션 기술개발

미래 교통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미래핵심기술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생산 및 가공, 다양한 국토공간정보
활용・융합 서비스 기술 구현을 통해 국민편의 향상 및 산업발전 지원

국토교통 연구성과의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기술 신뢰성 검증,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기술 개발사업
국가 고정밀 공간정보와 타 산업을 융합하는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실감형 3D 도시모델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플랜트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개발, 기본설계 및 실증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적용 및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증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상용급액체수소플랜트 핵심기술개발사업

위성정보활용센터설립운영사업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 공정,
핵심설비 등 개발

’19년, ’20년 발사할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2호(국토관측전용위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구현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등 지속 가능한 국토교통 R&D 허브 구축

발굴 및 기획

공공기술 이전, 국내・외 발주처 연계 홍보 등을 지원

KAIA 소개
KAIA Introduction

설립 목적

주요 업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술, 사람, 사회를 연결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의 가치를 창출

Mission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 예측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실용화 등 관리 업무와 		

평가・관리 및 활용 촉진

신기술 심사・지정 등을 통한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

•건설・교통・물류 분야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국토교통기술가치평가·기술거래

신기술 심사 및 관리

국토교통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R&D 혁신 리더

Vision

조직도

이사회

18

19
감사
원장

핵심가치

혁신성

전문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감사실

부원장

경영목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토교통 기술가치
제고 및 견인

선진 연구인프라
조성

사회적 가치
기여도 향상

•전략기획실

•가치경영실

•기획1그룹

- 사회적가치 지원팀

•지식정보실

•기획2그룹
•기획3그룹
•기획4그룹

4대
전략목표

미래선도형

혁신성장 지원

R&D 기획·관리

R&D 성과 창출 및

강화

확산

•기획5그룹

국토교통 R&D·산업

경영혁신을 통한

•기획6그룹

지속성장 기반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기획7그룹
•기획8그룹

R&D사업본부
•국토인프라실
•도시건축실
•플랜트실

산업진흥본부
•성과관리실
- 연구인프라운영팀

•일자리ㆍ

•철도실

사업화지원실

•교통물류실

- 기술거래ㆍ평가팀

•항공실

•기술인증센터

스마트시티사업단

•기획조정실

스마트시티혁신지원센터

혁신성장본부

연혁
KAIA History

2010. 04 •교통신기술심사 전문기관 지정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06 •제1회 국토해양기술대전
2005. 10 •법정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
2006. 02 •정부산하기관 지정
05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수립

2010

2015

2012. 06 •제2회 국토해양기술대전
12 •2012 NTIS 데이터품질평가 최우수상

20

200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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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07 •2013 국토해양 Technology Fair

KAIA
BROCHURE

2015. 06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

2014. 04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 개소				
05 •2014 국토교통기술대전
2002. 12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

2007. 04 •준정부기관 지정

2003. 0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2008. 11 •국토해양 R&D 국제심포지엄

05 •건설신기술심사 전문기관 지정
2009. 02 •제1회 건설신기술 워크숍
2004. 01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지정

03 •기획재정부 주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1위

09 •201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12 •KAIA Insight 창간

2016. 05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
06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기관근거법) 시행
•제1회 KAIA 아카데미 운영
12 •기술가치평가기관 지정
•가족친화 인증기관 지정
2017. 05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선포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09 •스마트시티 비즈니스페어
2018. 05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11 •국토교통 R&D Good-job Fair
11 •기술거래기관 지정
12 •물류신기술 심사 전문기관 지정
2019. 01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대외협력
Global Network

핀란드
독일

미국

KAIA
중국
아랍에미리트
오만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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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협력기관

국가

기관명

국내협력기관

기관명
KDB산업은행

스마트시티 지자체 협의회

한국교통연구원

TRB(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건설경제신문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한국기업데이터

경기도시공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담수화플랜트협회

MITRE Corporation

경북대학교

요즈마 그룹 코리아

한국도로공사

재미한인건설환경학회

고양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한국사물인터넷협회

NASA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TI(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IC2연구소(Innovation, Creativity and Capital Institute)

교통안전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스마트도시협회

국립중앙도서관

㈜LG유플러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노루기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연구원

㈜킨텍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회도서관

타이드인스티튜트

한국철도공사

UTC(Universit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네오트랜스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ITST(Institute of Transport Science and Technology)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캄보디아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대구광역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GDRC(Global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MASDAR(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PJSC-Masdar)
MIST(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오만

MEDRC(The Middle East Desalination Research Center)

부산광역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해외건설협회

독일

Fraunhofer

서울메트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현대로템㈜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관광공사

SRI International

미국

청화대학교
중국

청화동관창신센터
함양시인민정부
NUCE(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 of Vietnam)

베트남

캄보디아
UAE

핀란드

KAIA
BROCHURE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