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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뜨거워 지는 지구,
수소경제로 대비해야

이미경 민간위원
수소경제위원회
환경재단 상임이사

뜨겁다
20여 년 전 제러미 리프킨의 『수소혁명』 출간 이래 담대한 공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6월4일 美 니콜라사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2014년 개
업해서 완성차 한 대 없는 스타트업이 상장 4일 만에 116년이나 된 자동
차 회사 포드의 시가총액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다. 트럭, 버스 같은 상
용차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게 된 일대 사건이었다. 뜨거운 건 수소트럭 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의 기후야말로 절절 끓고 있다. 석유석탄
경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장막에 가린 지구가 온실효과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 북부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42℃까지 올라갔고 런
던도 38℃를 찍었다. 작년 6월 43℃까지 올랐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도시에서 인적이 사라졌다. 북극과 시베리아마저
월평균 기온이 30℃를 넘었고 알프스의 빙하는 이미 녹은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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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 지는 지구, 수소경제로 대비해야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천명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저
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뉴딜의 성패는 석유석탄
등 탄소에너지에서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벗어나 자연에너지 경제로 연착륙하느냐
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다. 올해 장마라고 할 수 없는 폭우가 내렸
다. 일년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 배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제방시설 등 인프라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재난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대안은 없을까.

한국판 그린뉴딜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천명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뉴딜의 성패는 석유석탄 등
탄소에너지에서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벗어나 자연에너지 경제로 연착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2019년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1년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 중이
다. 예컨대 수소차는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년 최초로 글로벌 판매 1위를 했
고, 충전소도 지난 한 해 20곳에 구축하여 독일, 미국, 일본을 앞서 세계 최다 구축
국가가 되었다. 지난해 말 연료전지 발전량은 전 세계 보급량의 40%인 408㎿에 달
해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하였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에 비해 수소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완전히 자
연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는 아직 기술 개발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의
수소산업은 승용차 및 특정 연료전지 분야가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소 분야는
산업 생태계가 미처 조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에너지는 인프라 사업이라 상당한 인
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과연 잘 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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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동시에 탄소배출을 멈춰야만 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가운데 수소경
제가 기후재난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제3의 반도체’가 되려면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할까.

알면 사랑한다
시민 입장에서 그린뉴딜도 어렵지만 수소경제는 더 깜깜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
를 시작으로 폭염과 폭우를 경험하였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나, 수소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정부의 뉴딜이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기차도 충전소가 늘
어나면서 수요자가 늘었듯이 수소차도 충전소를 늘려야 상용화될 수 있다. 막연하게
수소를 수소폭탄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수소경제를 정확하게 알리는 수소상설 전시관이 인구밀집 공간에 만들어졌으면 좋
겠다. 수소가 어떻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으며 얼마나 미래경제에 중요한 에너지원
인지 소통하는 하드웨어와 디지털 플랫폼이 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부와 기업
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통역하고 재밌게 만
드는 일은 민간에게 맡기자. 하나하나 설명하면 세계 최고 애국자 우리 국민은 오랜
기간 애써온 정부와 기업에게 찬사를 보내고 수소경제의 주요 일원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캘리포니아 데스 밸리의 온도가 54.4℃까지 치솟아 세계최고의 기온을 기록하
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탄소경제의 회색지구, 수소경제로 다 같이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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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
지난해 우리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주하다. 더구나 수소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
고 국내 생산으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서 더욱 가치가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수소자동차의 보급률은 저조하다. 정부가 수소자동차 구입비용과 수소
충전소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소자동차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
한 수소자동차 전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지구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개인들의
생활방식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
구의 생명을 잠시나마 연장시켜 주었다. 코로나19가 고속도로 통행량 등 사
람들의 이동을 줄이고, 각종 공장이나 사업장 등 산업시설의 가동을 감소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이산화질소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여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욕
구를 더욱 증대시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18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석유·석탄 등 탄소자원 중심 경제”에서 “탈탄소화 수소 중심 경제”
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수소자동차 발전
전략을 비롯해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소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7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등 범
정부적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주하다.
최근 유럽연합의 정책 발표로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초 EU 집행위원회는 750억 유로
(약 101조 6,67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수소경제육성 전략(Green Deal)을 발표
나기호

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의 수소 생산능력을 달
과장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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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보다 엄격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특집 ➊ 사업용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

며, 국내 수소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
량에 대한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
진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40
년까지 버스 4만 대, 택시 8만 대, 화물차 3만 대
등 총 15만 대의 사업용 수소자동차를 보급 확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15만 대
의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미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EU의 수소육성전

먼지 2,373톤, 온실가스 2,029만 톤의 감축효과가

략이 세계적으로 형성된 탈(脫) 내연기관차 분위기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는 약 60%가 CNG차,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소는 수입에 의존하지

나머지 40%는 경유차가 운행 중이며, 택시는 대부

않고 국내 생산으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서 더

분 LPG차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가 운행 중

욱 가치가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다. 현행 탄소연료에 기반한 자동차들은 수소자

수소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

동차에 비해 대기환경 오염요소 배출이 많다. 특

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상

히,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차)는 2016년

이다.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

기준 국내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233,085톤)의 약

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에너지가 생산되

3.5%(8,053톤),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9

며 이 과정에서 물 외에는 아무런 부산물이 생기지

천만 톤)의 약 3.7%(2,551.5만 톤)를 차지한 것으

않아 지극히 환경친화적이기까지 하다.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도 지난해 수소자동차

따라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CO2)가 없는 교통환

(승용차) 세계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세

경 조성을 위해 사업용 차량의 수소자동차 전환 확

계 최초의 중대형(10톤급) 수소화물차를 개발하여

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위스에 수출하는 등 수소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업용 수소자동차의

상용화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급은 미비하다. 올해 5월 기준 수소 승용차는

각종 데이터에 따르면, 수송분야에서의 수소 사용

7,300여 대에 달하지만, 사업용 차량은 시내버스

이 전체 수소 사용량 중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

13대(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와 택시 20대

고 있으며, 수소가 교통분야에 잘 활용되면 우리나

(서울) 등 35대에 불과하다.

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구

정부가 수소자동차 구입비용과 수소충전소 건설비

체적으로 차량 1대당 연간 수소 소모량은 승용차

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소자동차 확산을 위해

0.15톤, 버스 9.7톤, 트럭 5톤, 택시 0.8톤 등으로

서는 보다 다양한 수소자동차 전환 유인이 필요한

특히 일반 승용차 대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

실정이다.

용 차량의 수소 사용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 적어도 수송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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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개질수소, 그린수소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

능하고, 또한 규모의 경제 작용으로 현재의 높은

생산 및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소가격의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석유화학

현재의 생산규모로 보면, 연간 수송용 부생수소는

공정 과정에서 추출되는 부생수소는 여수, 울산,

평균 최대 2.8만 톤 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다. 다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생산시

만, 이러한 공급 규모의 예측은 2022년까지이고,

설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수소의 운송비가 과다하

2022년부터는 부생수소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로

게 소요되고 그 결과 수소연료비가 높은 수준으로

부터 추출 가능한 개질수소의 생산도 필요하다. 또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가격은 전국적으로

한,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태양광, 풍

1kg 당 7,000원에서 8,800원으로 다양하게 분포

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추출(그린수소)

하고 있다.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어, 2030년부터는 수소

다음으로, 수소 충전소 등 수소자동차 운행을 위한

생산 자체도 환경오염 요인 발생이 없는 방식으로

기본 인프라 확충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

가능하다. 이러한 수소 생산 및 공급 계획은 그 실

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40기의 수소 충전소

현이 정말 중요하다. 수소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가 있으나 이중 일부 충전소는 고장으로 이용을 못

없어야 수소자동차에 대한 원활한 연료 공급이 가

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승용차 전용이라 버스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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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다. 경기도, 울산시, 경남

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

도 등 13개 시·도에 수소 충전소가 고루 분포하고

고, 이 자리에서 사업용 수소자동차(여객 및 화물)

있으나, 버스 전용 수소 충전소는 전북 완주에만 1

의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

기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승용차 전용이라

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

수소버스의 수소 충전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물류

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자

기지,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공영차고지 등 수송

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자동차

용 수소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하여 2022년부터 수소

사업용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유가보

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과 유사한 제도적 체계하에서, 수소자동차와

또한, 수소자동차 운행비용에 대한 보조도 중요하

경유차, LPG차, CNG차, 전기차 등 기존 연료차의

다. 이미 정부의 수소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운행경비 등을 비교해 수소자동차 연료비를 보조

은 제도화되어 있어, 수소버스의 경우 1대 당 약 6

하는 방안이다.

억 3천만 원의 차량비용에 대해 국토부, 환경부,

다음에서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의 구체적 내

지자체의 지원과 제조사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 약

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수소연료 보조금 지

1억 4천만 원의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수소

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

택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

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상자원부로부터 차량구입비용 및 운행비용 지원을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와 화물차, LPG

받아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를 연료로 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에너

그러나, 수소자동차의 연료비용에 대한 별도의 고

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고 있

려도 필요한 실정이다. 각종 지원혜택으로 수소자

고,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더라도, 수소연료 가격 등

대해 2016년 미세먼지대책에 따라 유류세의 전부

수소자동차의 운행비용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다만, 수소 충전소 구

어지는 경우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축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소자동차 보급목표(로드

불가피하다. 현재 버스 1대가 1km를 운행하는 경

맵)에 맞춰 수소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

우 CNG차와 경유차는 약 390원, 수소자동차는 약

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수소택시와 수

615원이 소요되는 등 수소버스의 연료비용이 기존

소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1.6배 내지 1.8배 비싼

할 계획이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부생수소 공급 구조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자동차와 기존

에서는 석유화학단지로부터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전기자동차 연

물류비로 인해 수소가격이 다른 연료에 비해 비쌀

료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소자동차로의 전환을 유인

조금은 1kg 당 3,500원 수준이며, 이는 2021년 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요구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

정부도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올해 7월 16일 국

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때, 3,500원/kg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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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8,000원/kg’을 가정하였으며, 추후 수소가

는 방식이다.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의 약 2/3 이상

격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택시와 화

이 유가보조금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현행 경

물차는 2022년까지 시범운행 및 기술개발 등이 진

유 ·LPG ·CNG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를 고려하면

행 중이므로, 동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단가의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수소연료 보조금 운용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단가에 대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

다.

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

한편, 수소연료 보조금의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

다.

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

아울러, 수소연료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등

동차세 주행분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교통·에너

보조금 관리도 중요하다.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방

지·환경세액의 26%가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되

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RFID-CCTV 연계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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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
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와 화물차,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고 있고,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에 대해 2016년 미세먼지대책에 따라 유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결제 후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

이번 사업용 수소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을 적용한다.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

도입은 수소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해 현재의 CNG버스 및 CNG 충전소처럼, 차량별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자동차(여객, 화

로 RFID 카드 장착을 의무화하여 수소 충전내역을

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고, 경찰청(운전면허시스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

템), 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보험

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

개발원(의무보험관리전산망) 등 행정시스템 연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을

다.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우수한 인적자본에 비해 유독 천연자원이 부족한

차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도 가능한 수소가 새로운

또한,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

에너지원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수소자동차 보급에

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하여 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됨에

허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의 가중치를 부여

따라 보다 많은 수소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서 기능할 날이 멀지 않은 듯 보인다.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정부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

소경제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

다. 이와 함께,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

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

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

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력에 관심을 갖고 범 국민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이러한 수소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에 대해 국토교

필요한 시점이다.

통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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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급과
안전기준 현황
수소전기차는 전기자동차에 비교해서 짧은 충전 시간과 긴 주행거리, 거기에
공기정화기능까지 여러 이점이 있어 연관산업 효과가 향후 고용창출이 가능
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에서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 할 수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안전기준에 대해 살
펴보고, 안전한 수소전기차 개발을 위해 어떠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안전
수소전기차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의 한 종류로서 수소와 산소의 화
학적 반응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연료전지(Fuel Celll)와 배터리를 구성
하여 구동 모터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인 자
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와 비교해서 1회 충전 시간은 짧으나 주행거리는
길고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이점이 있고, 연관산업 효과가 커 고용창출이 가능
한 미래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는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큰 교
통수단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의 중추적인 역할로서 2040년
까지 수소전기승용차 620만 대, 수소전기버스 4만 대, 수소전기택시 8만 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19년 12월)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우리경제의 페러다임 전환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 대응의 이중적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을 제시하였
다. 그린뉴딜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에 수소차 보급 확대 과제가
김시우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12

월간 교통

포함되어 있어 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누적)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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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소경제 사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

국제기준(UN R 80, 100)과 기준조화가 되어 있다.

을 하는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에서 무엇보다도 기

구동전동치 출력은 자동차 안전기준 제106조(원동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 할 수 있겠다. 수소

기출력)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구동

전기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국내 자동차 관리

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즉, 수소전기차의 특성

를 제한하고 있다. 고전원전기장치도 자동차 안전

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동전동기 출력, 고전

기준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에 따른 절연 안

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수소 내압용기 및 수소

전성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동축전지 또한 자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수소전

동차 안전기준 제18조의3(구동축전지)의 기준에

기승용차 관련 안전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구

따라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

동축전지와 대형 수소전기차에 대한 수소 내압용

이어야 하며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기 및 수소부품 등 연료장치, 구동전동기의 출력

수 있어야 하고, 구동축전지 낙하시험/액중투입시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

험/과충전시험/과방전시험/단락시험/열노출시험/

라서, 빈번히 발생되는 자동차 사고에서 수소전기

연소시험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세

차의 특성에 따라 수소누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부적인 안전기준 및 시험절차는 자동차 안전기준

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소의 특성을 반영한 수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소전기차의 안전성 강화의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제사회에
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연합(UN)에
서는 각국 정부와 제작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가기술회의그룹을 구성하여 구동축전기 부분과 수
소 내압용기 분야 등에서 수소전기차의 안전기준
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동축전지 낙하시험(좌), 액중투입시험(중) 및 연소시험(우)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소전기차 국내 안전기준 현황
수소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른 부분이 구

연료시스템인 수소 내압용기와 수소부품의 안전

동시스템(구동전동기 출력, 고전원전기장치, 구동

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이하

축전지)과 연료시스템(수소 내압용기 및 수소부품

“내압용기 안전기준”으로 한다)으로 국토교통부 고

등)임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시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 수소 내압용기 안전

다.

기준은 유럽기준(EC 79)과 기준조화되어 있어 관련

제작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이 더 현실화되고 강화된 국제기준(UN R

및 구동축전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137 및 UN GTR 13)과의 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안전기준” 이라 한

수소부품 중 용기 밸브, 용기 안전장치, 피팅, 플렉

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은

시블 연료 호스, 수소필터, 수동 밸브, 체크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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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조정기, 배관안전밸브, 충전구, 수소시스템

환경시험, 결함시험, 파열시험, 극한온도 압력반

센서는 다음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복시험, 낙하시험, 기밀시험, 투과성시험, 보스

- 재료시험(금속재료

: 디스크파열시험, 인장시험

토크시험, 수소가스 반복가압시험

/ 비금속 : 수소호환성시험, 산소노화시험, 오존

세부적인 시험절차 외 기준은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합성 시험), 부식저항시험, 내구시험, 수압반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복시험, 내부누출시험 및 외부누출시험

앞서 언급한 구동 및 연료시스템 등을 장착한 수
소전기차는 자동차 안전기준 제17조(연료장치)에
서 규정하는 미반응 수소배출가스 농도기준, 수소
연료시스템에서 수소가스 누출 농도기준 및 가스
누출 시 경고등 점등과 차단밸브 작동의 기준을 만
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기준 제91조
(연료장치)에 따라 고정벽 정면충돌, 부분정면충
돌, 측면충돌, 후방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시 수소
누출과 수소 내압용기의 이탈 되지 않아야 하며 충
돌 후 절연저항이 100옴(DC)이상 고전원부 전압은

수소 내압용기 및 수소 부품 안전기준 적용 현황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환경실증연구센터

60V(DC)이하 등이 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총중량
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전
복시험 시 충전구와 충전용 배관을 제외한 연료장
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가 지면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은 설계단계에서 아래의

또는 차체에 접촉해서는 안되는 기준을 만족하여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야 한다. 세부적인 충돌안전 관련 시험대상은 다음

- 외관검사,

치수검사, 재료시험, 상온압력반복시

과 같다.

험, 파열전누출시험, 화염노출시험, 총격시험,

수소내압용기 화재시험 및 파열시험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환경실증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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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수소전기 승용자동차

4.5톤이하 수소전기 승합자동차

정면충돌(48.3kph or 50kph)

(고전원*, 50kph)

(고전원 & 수소, 48.3kph)

부분 정면충돌 (56kph)

(고전원 & 수소*)

적용대상 아님

측면충돌 (50kph)

(고전원 & 수소)

(고전원 & 수소)

후방추돌 (48.3kph)

(고전원 & 수소)

(고전원 & 수소)

75도 경사기둥충돌 (32kph)

(수소)

적용대상 아님

시험항목

시행시기
‘20.9.1~, 신차

‘22.7.31~, 신차

* 고전원 : 자동차안전기준 제91조제4항 관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기준
* 수소 : 자동차안전기준 제91조제5항 관련 수소가스 연료장치 충돌시험 기준

시험항목

수소전기 승합자동차

적용대상
4.5톤 초과

충돌모의 시험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4.5톤 초과 5톤 이하

길이 10g, 너비 5g

실차전복시험

5톤 초과

4.5톤 초과 12톤 이하

12톤 초

길이 6.6g, 너비 5g

길이 10g, 너비 5g

길이 6.6g, 너비 5g

○

적용대상 아님

제위원회(ECE)에서는 WP.29(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라는 포
럼을 발족하여 1958협정과 1998협정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활동을 운영 중에 있다.
1958협정 : 체약 당사국 간 차량 규정과 인증의 조화를 목적
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57개국이 가입했으며 총 152항목
에 대해 기준을 조화 추진 중

수소전기차 충돌시험 대상 분류
수소전기승용차 정면/부분정면/측면/기둥측면 충돌 KNCAP 시험

1998협정 : 글로벌 기술 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포함
미국 등 38개국이 총 20항목에 대해 기준을 제정하고 조화 추
진중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앞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상이한 구동시스템과 연료시스

수소전기차 국제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

템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자동차 제작 등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다.

한 안전기준은 각 국가별로 자국의 교통환경 등 현

현재 구동전동기 출력과 고전원전기장치의 국제

실에 맞추어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은 각각 UN R 85와 UN R 100으로 국내 자

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무

동차 안전기준과 조화가 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논

역장벽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1952년부터 국제

의 및 개정이 진행중인 부분은 구동축전지과 수

사회에서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조화하기 위한

소 내압용기 등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구동축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유럽경

전지 및 수소 내압용기 등에 관한 개정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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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열전이 시험 개념(좌), 배터리 진동시험 가속도(우)
출처 : www.unece.org

설명하고자 한다. 구동축전지 관련된 국제기준은
UNECE/WP29/GRSP 전기차 안전성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 20번으로 2018년 제정되
었다. 구동축전지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침수시험, 장시간 연소시험, 회전
시험, 진동시험, 프로파일, 벤팅가스 독성, 열전이
시험, 충돌시험, 초소형전기차, 충전중 전기보호
에 대해 2단계로 개정논의가 2017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에 마무리를 목표로 국제적인 논의를 지속
중에 있다.
특히, 배터리 셀 내부 단락으로 인한 발열반응이
주변의 셀로 전달되어 배터리 발화 및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인 배터리 열전이시험이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반복성 및 재현성 높은 시
험방법을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안 중에 있다.
배터리 진동시험의 경우 배터리 셀 내부 단락으로

수소내압용기 충돌모의 시험(좌), 수소내압용기 안전밸브 방출방향
(안)(우)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한 발열반응이 주변의 셀로 전달되어 배터리 발
화 및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험으로 현재 국
제기준(GTR 13)의 진동시험 조건이 실차 주행 시
진동 주파수를 반영하지 못하여 새로운 진동 프로
파일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국 이견 대립되고
있다. 배터리 침수시험 또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소 내압용기 및 수소부품의 국제기준은 UN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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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내압용기 화재시험 버너 제안 사례
출처 : www.unece.org

특집 ➋ 수소전기차 보급과 안전기준 현황

/WP29/GRSP 수소전기차 GTR 13번으로 2013

대형수소전기차의 경우 대용량 배터리 및 연료전

년 제정되었다. 수소전기차의 새로운 기술발전 상

지 모듈의 다종 동력원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병렬

황을 포함하고 대형수소전기차의 범위 확대를 위

형 모터시스템을 구동시키므로, 현행 원동기 출력

해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주도로 수소전기차

시험 기준으로는 수소버스의 출력을 모사하는데

GTR의 개정이 건의되었으며 UNECE/WP.29의

한계가 있어, 대형수소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안전

승인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2단계 제·개정이 추

기준 및 평가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소전

진 중이다. 미국/일본이 의장이며 한국/중국이 부

기버스의 경우 연료장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세

의장 체제로 현대차, 토요타, 니콜라 등 제작사가

계 최초로 전복시험을 통한 연료장치 안전기준을

참여한 전문가 기술그룹을 구성하였다. 2017년부

마련하였으나, 실차 전복시험 등에 대한 세부적인

터 현재까지 총 8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차종범

절차 등이 미비한 실정이고 제작단계의 수소전기

위 확대, 수소충전구 개정, 화재시험방법 표준화,

차의 안전기준을 만족하였더라도, 차량의 연식이

수소재료 적합성 등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늘어남에 따라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저하에 따

가 진행 중이다.

른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술

대형수소내압용기의 충돌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

및 장비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소내압용기 체

재 시행 중인 용기고정성 충돌모의 시험의 충돌모

적 증가와 용기 장착개수 증가하여 내압용기 연료

의 감가속도의 적정성과 시험 후 수소연료 누출량

시스템의 복잡화에 따른 수소누출 및 사고 시 2차

도 점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수소

화재발생 등의 위험성이 증가로 수소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 안전밸브의 긴급상황 시 방출방향이 자

부품에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의 조화와 이를 평가

동차 설계 등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규제되어야 한

하기 위한 장비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는 측면과 수소 취성에 따른 수소 재료의 안전성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보를 위한 시험방안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아

은 연구단 단위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울러 수소내압용기 화재시험에서 용기의 대형화에

총 사업비 319억 원(정부 278억 원, 민간 41억 원)

따른 시험방법의 객관성 확보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을 2020년 4월 ~2023년 12월 까지 투입하여 한국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
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17개

수소전기차 안전도 강화방안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사

수소전기차는 세계최초로 현대자동차가 넥쏘를 양

업의 목표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

산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형 수소전기차인 수소

라 급속도로 보급될 수소버스의 운행 또는 사고 시

전기버스는 양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소전기트럭

수소누출 최소화로 2차사고(화재 및 폭발 등) 예방

의 경우도 실증 등을 준비 중에 있어 사고 발생 시

과 다 동력원 병렬 구동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한

대형화될 수 있는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 강화방

수소버스의 차량 및 부품단위 안전성 평가기술 장

안의 마련의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비개발과 안전기준 제·개정 및 국제화이다.

수소전기승용차 대비 배터리의 동력 비중이 커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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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연구과제 개념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여 수소버스 이외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다양

체 및 학계 등의 추가발전으로도 연결해야 할 필요

한 고상 수소버스, 중형수소버스, 수소승용차 및

가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운행 및 사고 시에

수소트럭 등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성능 검증

도 안전한 수소전기차가 되도록 연구개발 해야 할

활용은 물론이고 수소를 활용한 건설기계, 철도차

것으로 사료된다.

량, 선박 등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수소경
제 모빌리티 확장성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안전도 검증 및 강화도 추진
이 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자동차 관
련 안전기준은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는 자동차 강
국이며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기술수준이
세계를 선도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국제사회
에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
준 국제기준조화에도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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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의 기다림, 이번에는
수소전기차 시대가 올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국가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소전기차 넥쏘 판매량은 2612대. 2019
년 연간 4194대, 2018년 727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발걸음이 분
주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
을 세우고 달성 목표도 만들고 있다.

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트럭, 광양항에서 수출길에 나서다.
지난 7월 전남 광양항에서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스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
가 스위스로 떠났다. 전 세계 최초의 양산형 대형 전기트럭이다. 소규모 실
증 사업으로 수소트럭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
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 ix35
Fuel Cell’를 출시했고 2017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스택 일관 생
산 체계를 구축했다. 전극부터 최종 스택 모듈을 일관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지금도 현대모비스 충주공장이 유일하다. 2020년 수출길에 나선 수소
트럭도 최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국가다. 올해 들
어 6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수소전기차 넥쏘 판매량은 2612대. 2019
년 연간 4194대, 2018년 727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판매 증가세가 가파르
다. 세계 최초로 출시된 투싼 수소전기차가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천 대가 팔
린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수출 역시 7월 말 현재 680대로 지난해 연간
793대 수출된 것을 감안하면 판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장인 미국의 지난해 수소전기차 판매량이 2089대다. 2017년 넥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쏘 출시 이후 한국은 빠르게 세계 최대 수소전기차 시장이 될 채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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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최대 수소전기차 시장이 된 이유는 한국 정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

부가 적극적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한 덕분

서 막대한 자본이 모든 공급사슬에 투입돼야 하고,

이다. 또 수소전기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

공고한 석유의 공급 사슬과 경쟁해야 한다. 수소전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차 보급에 최대 걸림돌은 ‘수소차가 먼저냐 수소
충전소가 먼저냐’ 논쟁이다. 수소차가 있어야 충전

양치기 소년 수소, 이번에는 다를까

소를 짓는다는 인프라 사업자와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에서 경쟁하던 시절부

수소차를 만든다는 자동차 제조사의 논쟁은 양쪽

터 미래 에너지로 각광을 받았다. 수소는 이론적으

모두 옳다. 그래서 둘 다 적극적으로 수소 공급 사

로는 참 아름다운 에너지다. 화석연료는 특정 지

슬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논쟁은 곧 돈이다. 막대

역에 매장돼 있어 지정학적인 갈등을 빚지만 수소

한 손실을 초래할 초기 투자금을 누가 댈 것이냐의

는 태양과 바람,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

논쟁이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수

는 평화의 에너지다. 화석연료는 에너지를 발생시

십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소에 대한 막대한 투자

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를 유발하지

가 이뤄졌다 멈췄다가 반복됐고, 수소는 거짓말쟁

만 수소는 물에서 나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물로

이 ‘양치기 소년’, ‘철없는 로맨티스트’라는 오명을

돌아간다. 또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안고 있다.

풍부하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무한한 에

2020년 들어 다시 수소 바람이 불어온 배경은 지

너지라니. 이 같은 매력은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을

구온난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

유혹했고 수많은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막대한

졌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

투자가 누적돼 이제는 화석연료와 경쟁해볼 만한

하지만 아무리 수소가 많다 한들 수소는 홀로 존재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소전

하지 않는다. 물에, 화석연료에, 암모니아에 붙어

기차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뿐 아니라 친환경 바람

있다. 수소는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투입

을 타고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

해 생산을 해야 하는 2차 에너지다. 수소를 전기와

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결합시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물에 전기를 넣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수전해 기술은 미흡했
다. 무엇보다 기존에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 화석

수소 생산 및 수소전기차 비용 전망

연료, 전기와 달리 수소는 생산과 저장, 운송, 충

수소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다. 수

전, 사용에 이르는 모든 것이 미비했다.

소전기차의 심장이 되는 연료전지 스택은 전체 원

사실 석유를 인간이 사용하는데도 엄청난 자본이

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다. 현재 현대차의

필요하다. 석유를 찾고, 채굴하고, 유조선을 통해

수소전기차 넥쏘의 출고가는 약 7천만 원이다. 정

운반하고, 정제하고, 주유소로 옮기고, 차에 싣는

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본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약 3500만 원이다. 그

투입돼 있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일한다. 수소로

렇다고 수소전기차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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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수십 년의 기다림, 이번에는 수소전기차 시대가 올까

2020년 들어 다시 수소 바람이 불어온 배경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누적돼 이제는 화석연료와 경쟁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소전기차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뿐 아니라 친환경 바람을 타고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원인 것은 아니다. 너무 비싸면 안 팔릴 수 있기 때

기가 클수록 장점이 부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문에 자동차 회사가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하고 있

행거리가 650km 이상인 대형 승용차(SUV 포함)

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이익을 보며 팔

의 경우 2025년 경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수도 없는 노릇이다. 판매량이 늘면 규모의 경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60만 대 이상 생

발생하고 생산원가도 떨어진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산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주행거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판매량을 올리기 위

400km 내외의 중형차는 이보다 긴 2030년경 원

해 손해를 보더라도 원가 이하의 가격을 설정한다.

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럭은 에너지

수소전기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지금

밀도가 낮은 배터리로 주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다 원가를 낮춰야 한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

중대형 규모의 전기 트럭은 배터리 비용이 크고 공

매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또 언제까지나

간도 많이 차지해 화물을 실을 공간까지 차지한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노릇이

또 250kW 용량의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충

다. 1차 목표는 적자를 면하는 것, 2차 목표는 보조

전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중대형 연료전지 트

금 없이도 경제성을 갖추는 것, 3차 목표는 내연기

럭은 2025년까지 비슷한 규모의 전기 트럭을 대체

관 자동차보다 더 경제성을 갖추는 것이다.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형 상용차는 주행거리가

수소위원회는 프랑스에서 2020년 정례회의를 열

짧고 크기가 작아 140kWh의 작은 배터리를 사용

고 ‘수소경쟁력 확보방안(원가 전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 배터리 경형 상용차가 더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30년까지

성이 있을 것이다. 수소버스는 2023년 배터리 버

수소 활용 분야에서 비용을 최대 50%까지 하락하

스, 2030년 내연기관 버스의 경제성을 추월할 전

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소경제

망이다.

의 기본이 되는 수소 가격이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비용의 2010년

주요 선진국의 수소 및 수소전기차 보급 전망

가격은 1kg 당 10~15달러 선이었다. 현재는 60%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발걸음이 분

정도 하락해 4~6달러가 됐고, 2030년에는 2.6달

주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수

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달성 목표도

수소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길고 자동차의 크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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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지난 7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간 그린 수소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늘리기로 했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시스템 통합과 수소전

다. 2단계는 2030년까지 40GW 규모의 수전해 수

략을 발표했다.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소 생산 설비를 설치해 연간 1천만 톤까지 수소 생

통합 전략에 수소가 포함되는 이유는 에너지의 운

산을 늘리고 3단계인 2050년에는 탈탄소하기 어

송, 저장 수단으로써의 수소의 특징 때문이다. 재

려운 철강, 정유화학 등 부문에도 그린 수소를 보

생에너지는 자연 현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산

생산의 변동성이 크다.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면

업계, 시민사회, 각국 정부, 투자은행 등이 참여

많이 생산이 되고, 바람이 적게 불면 적게 생산된

하는 ‘유럽 청정수소 연맹’을 출범했다. 수소 에너

다. 생산량의 변동성이 크면 일정하게 에너지를 사

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뿐 아니

용해야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라 수요처도 확대해야 한다. 수소 생산이 늘고 규

또 재생에너지는 자연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

모의 경제 효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맞춰 수소

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전기 에

전기차, 트럭, 기차, 선박 등 수요 산업도 성장해

너지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가야 한다. EU집행위원회는 수소 경제 규모를 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독일

해 2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1400억 유로로 700

의 경우 북극해를 마주보는 북부 지역에서 풍력 발

배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전을 통해 많은 전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기 소

14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

비를 많이 하는 곳은 남부 산업 지역이다. 북쪽에

는 2050년까지 최대 4700억 유로(약 633조7950억

서 생산한 전기를 남쪽으로 보내는데 한계가 있다.

원)에 달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그래서 북쪽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될 경우 전력 체

일본은 2016년 수소전기차와 가정용 연료전지 보

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임의로 생산을 줄이는

급 확대 등을 반영한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출력제어(curtailment)’를 해야 한다. 바람은 계속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부는데 전기는 일부러 생산하지 않고, 생산된 전

규제 개혁 방안과 기술 개발, 인프라 정비 등의 세

기를 전력망에 보내지 않고 버리기도 한다. 수소는

부 정책을 발표했다. 유럽과 달리 자국 에너지만으

전기에 비해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다. 버리는 전력

로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일본은 자국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면 수소 생산

내 수소 생산 및 공급망을 개발하는 한편, 수소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수소를 공급

단점을 보완해 전체 친환경 에너지 체계의 안정성

받을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을 높일 수 있다.

또 일본 내에서 수소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전체 에너지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5%에 달

있도록 인프라 정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일본

하는 유럽연합은 통합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

은 140여 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세계 최다 수

기 위해 수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

소충전소 구축 국가다. 도요타(미라이), 혼다(클라

했다. 우선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

리티) 등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전기차를 양산하고

드는 수전해 생산설비를 6GW급으로 구축해 연

있고 가정용 연료전지시스템 ‘에너팜’은 무려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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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수십년의기다림, 이번에는수소전기차시대가올까

대가 보급돼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수소 생

80만 대, 수소전기버스 12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

산 기지 40곳로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의 생산, 저

전소 9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가정용 연료전

장, 운송, 충전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해 현

지도 530만 대 보급해 수소의 생산과 소비 모든 분

재 kg당 7천 원대인 수소 가격을 2040년까지 3천

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예정이다.

원대로 낮춘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는 수소전기차(FCEV) 보급대수가

부각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

오는 2030년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를 돌파할 전

로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

망이다. INI산업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수소전

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만큼 지난해 기

기차 시장(승용차 및 상용차 포함)은 5825대이며,

준 누적 판매 약 8천 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

2018년 말 기준 누적판매 1만 4463대다. 미국이

소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

전체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24%,

재 45개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1천개

일본이 20% 수준이다. 수소전기차는 현재 미국,

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풍력 발전을

유럽, 중국, 일본, 한국에서만 판매가 된다. 수소

통해 수소를 생산해 공급하는 ‘Wind2H2’ 프로젝트

산업에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을 통해 수

가 진행되는 등 통합적인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만

소전기차의 생산, 충전인프라 보급 등을 하고 있는

들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나라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

한국의 경우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국의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2030년 목표를 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승용, 택

하면 약 760만 대. 연간 판매량은 약 100만 대다.

시, 버스, 트럭 포함) 8만 1천 대, 2040년까지 620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수소전

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올해 7

기차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방향은 명확하다.

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수소차 20만 대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수소버스 4천 대, 수

수소 생태계의 선봉장 수소트럭

소트럭 645대를 포함한 수치다. 수익성이 중요한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지원해 차량

수소 연료전지의 특성상 강점이 있는 대형 트럭 분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 요금 수준까지 비

야가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수소트럭 업

용을 낮출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체 니콜라는 상장 직후 하루에 100% 넘게 주가가

1kg당 약 3500원 수준이 예상된다. 또 수소차 이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116년 역사의 미국 자동차

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소충전소도 2025년

회사 포드의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시가총액은 무

까지 45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 민원으

려 34조 원에 달한다. 니콜라는 2014년 설립 이후

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설치가 용

수소 트럭을 개발해 왔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만들

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민관 합동으로 정책협

지 못했다. 니콜라의 주가에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의 원활한 생

의 약진과 함께 친환경차에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산을 위해 경남, 호남, 강원, 중부 등 4곳에는 수소

또 대형 트럭의 경우 배터리보다는 수소가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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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는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에서만 판매가 된다. 수소 산업에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차의 생산, 충전인프라 보급 등을 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의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2030년 목표를 더하면 약 760만 대. 연간 판매량은 약 100만
대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니콜라는 자동차 부품

수소전기차가 먼저냐, 배터리 전기차가 먼저냐 논

사인 보쉬와 대형 트럭 전문 브랜드 이베코, 수전

쟁은 큰 의미가 없다. 배터리 전기차는 이미 구축

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넬, 태양광 패널 업체 한

돼 있는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며 빠르게 보급되고

화 등 주주이나 파트너사와 함께 수소 트럭과 수소

있다. 하지만 배터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다 한들

충전소를 함께 구축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전력을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든다면 지구 온난화

현대차의 수소트럭 역시 수소 생태계와 함께 간다.

를 막을 수 없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대차와 스위스의 H2에너지는 합작사 ‘현대 하이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수소와 함께 통합 발전시켜

드로젠 모빌리티’를 설립했다. 합작사는 수소트럭

야 한다. 그러면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전기차의 필

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현대차는 현대하이

요성도 생긴다. 또 수소전기차는 에너지 밀도가 높

드로젠 모빌리티에 오는 2025년까지 매년 단계적

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기차, 비행기, 선박, 트럭

으로 총 1600대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공급할 계

등에 유리하다. 쟁점이 되는 곳은 화석 에너지와

획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은 스위스 국영전력 회사

친환경 에너지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친환경 에너

알픽과 글로벌 가스 업체 린데, H2에너지가 맡는

지 카테고리 안에서 각자 적합한 분야를 메울 동료

다. 3개 회사는 합작사 ‘하이드로스파이더’를 만들

다. 화석연료와의 기나긴 경쟁 끝에 친환경 에너지

었다. 알픽이 알프스 산맥의 수력을 이용해 전력을

의 시대가 오고 있다.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린데가 수전해 및 충전 설비
를 구축하며 현대차가 만든 수소트럭을 H2에너지
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다임러트럭과 볼보트럭이 대형 수소트
럭을 제작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서는 상하이, 둥펑, 제일, 장안, 광저우자동차 등 10
여 개 업체가 도요타, 발라드와 함께 수소전기차와
수소트럭을 만들고 있다. 승용의 경우 BMW, 아우
디, 다임러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2022~2025년
을 수소전기차 출시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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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기반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국가 경제에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물류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도 모색되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최근 국내 물류체계의 탈 화석연료 현황을 살
펴보고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보
고자 한다.

서론
수소에너지는 공해물질 배출이 적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세대 혁신성장
분야로서 수소경제를 선정,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소경제활성화 로드
맵(2019년 1월)을 마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
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물류분야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수소에
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
을 아우르는 ‘수소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2020년 7월)하고 2040년 물류산
업 수소에너지 활용 세계 1위를 비전으로 삼아 민관의 힘을 합치기로 논의되
었다.1)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물류 분야에서
의 활용 방안도 모색되는 가운데 본 고에서는 최근 국내 물류체계의 탈 화석
연료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
안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물류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및 탈 화석연료 현황
물류시스템은 크게 시설, 장비 등의 하드웨어와 인력, 정보시스템 등의 소프
트웨어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하드웨어 분야에

허성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1)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위한 ‘수소물류얼라이언스’발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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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고, 센터 등과 같이 땅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

물류시설, 그리고 물류시설 간을 이동하는 화물차

에서 소형 전기트럭을 출시하였고 수년 내 중대형

등의 운송수단과 물류시설 내에서 작업에 사용되

수소트럭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등

는 지게차, AGV와 같은 물류 기기 등 물류 장비가

이 중심이 되어 중대형 LNG트럭 튜닝사업을 시작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류시스템의 하드웨어들

하는 등 화물차 연료 다변화 전환이 시작되고 있어

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

화물차 분야의 탈 화석연료 노력도 시작되고 있는

며 잠재적으로는 탈 화석연료 및 수소에너지 활용

모습이다. 세계적으로도 전기트럭과 수소트럭 등

이 확대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화물차의 탈 화석연료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

특히 화물차는 물류분야에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

데 Mckinsey Center for Future Mobility는 전기

고 있는 대표 장비로, 2019년 12월 기준 총 359만

및 수소 화물트럭의 배터리 가격과 충전인프라 이

여 대의 화물차 중 93.5%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

슈가 해결될 경우 현행 경유 화물차와 소유비용 평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연료를 아예 사용하지

형(TCO Parity)을 이루는 시점이 2030년 이내에

않는 피견인트레일러 약 2.7%를 제외하고는 LPG

도래하여 탈 화석연료의 본격적인 시작이 가능해

가 3.4% 정도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

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현

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자동차가

재 전기 및 수소화물차는 2030년 전망을 기준으로

많이 판매되고 보급되고 있는 승용차 분야와는 달

소유비용과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비교

리, 화물차는 경유 이외에 이렇다 할 대안 차량이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경

<경유와 대체에너지 차량 비교>

<화물차 규모 및 운행구간 별 대체에너지 도입 전망>

자료: Route 2030 – The fast track to the future of the commercial vehicle industry, Mckinsey center for future mobility, 2018.09.

그림1•경유 화물차의 탈 화석연료화 전망

2)	2019년 12월 자동차등록자료통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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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지게차는 화석연료 사용 엔진지게차의 4~5배, 전기 지게차의 3~4배 정도 되는 고가임에도 불
구하고 고가의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고 충전시간이 짧으며 주행시간이 긴 장점이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성지게차와 가온셀 등이 정부사업으로 수소지게차를 개발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기계등과 협력하여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게차, 굴삭기 등 중대형 건설기기 기
술개발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유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게차 20,000대 도입을 진행 중이며,4) 일본은 세계

리고 지역 내 말단 배송을 수행하는 소형 및 중형

적 지게차 기업인 도요타자동직기에서 연료전지지

트럭의 경우 이미 전기화물차의 도입이 시작된 가

게차를 출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납품하고 있

운데 중·장거리 이송용 중대형 화물차의 전기화 및

다. 연료전지지게차는 화석연료 사용 엔진지게차

수소화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전망과

의 4~5배, 전기 지게차의 3~4배 정도 되는 고가

함께 국내에서도 화물차의 탈 화석연료화 노력은

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시간이 짧으며 주행시간이 긴 장점이 있어 그

한편 물류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 중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성지게차와

는 지게차가 있는데, 지게차는 무거운 화물의 이동

가온셀 등이 정부사업으로 수소지게차를 개발하였

및 상하차, 랙 등 화물의 입체보관을 위한 하역 등

으며,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기계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장비로서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과 협력하여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게차, 굴

2톤급 소형 지게차부터 30톤급 이상의 초대형 지

삭기 등 중대형 건설기기 기술개발에 착수하기도

게차 까지 그 종류 및 규모가 다양하다. 2020년 6

하였다.

월 기준 약 19만 8천여 대의 지게차가 있는 것으로

물류시설 자체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

확인되는데3)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소규모의 지

는데 시설 내 등화, 냉·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

게차들의 경우 전기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

유지를 비롯하여 물류시설에 설치되는 다양한 물

외작업과 중량화물을 다루는 작업에 사용되는 중

류기기들의 운영, 그리고 냉동·냉장창고와 같이 특

대형 규모의 지게차들의 경우에는 아직 경유를 많

수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의 항온·항습 장

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 작업에는 배출가

비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가 존재한다. 최근 대형

스가 적은 LPG 지게차도 많이 사용된다. 미국에서

화·고속화·자동화되어가는 물류시설의 추세에 따

는 H2FIRST 프로젝트(2014~)를 통해 연료전지지

라 다양한 자동화 장비가 도입됨과 함께 최근 빈번

3)	건설기계 현황통계(2020.6.30.기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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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화물자동차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지게차·드론 등의
기술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생산 기술의 집중 육성과 시장 내 확산 지원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선도적
인 보급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하게 발생하는 물류센터 화재나 작업자 사고를 방

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

지하고 시설 내 안전과 작업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

으며 이는 크게 수소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보급,

한 설비들도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수요는

수소물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물류산업 내

더욱 다양해지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소활용 기반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R&D

먼저 수소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보급은 화물자동

사업으로 국내 물류센터의 전기에너지 사용 저감

차, 화물지게차, 화물수송 드론 등 물류현장 내 운

을 위한 냉동·냉장에너지 저감형 입출고 도크기술,

송장비들을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장비로 전환하기

저속순환 팬 시스템 기술, 자체구동롤러 컨베이어

위한 것으로, 수소화물차의 보급·확산 지원, 수소

시스템 기술, 물류활동 기반 능동적 에너지 제어

지게차 및 수소 드론 등의 보급 지원 등이 가능하

및 관리기술 등을 개발5)하기도 하였으며, 유진초저

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화

온은 평택에 LNG냉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활

물자동차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지게

용하여 외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차·드론 등의 기술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생산

6)

16만여㎡의 에너지 자립형 물류센터를 구축 하기

기술의 집중 육성과 시장 내 확산 지원을 통해 세

도 하였다.

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보급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이다.

수소에너지 기반 물류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수소물류 모빌리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

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따

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수소에너지는 아

라서 화물차들이 주로 이동하는 거점인 물류단지,

직 기존의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적 우위를 점하지

화물차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에 적합한 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마중물

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여야 한다. 장기적으

로서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

로는 에너지이용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

로 물류산업 내 수소에너지 활용을 높여 친환경 물

시설과 함께 주변의 물류센터 등에서도 수소에너

5)	물류센터의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한 물류설비(도크 및 팬시스템, 자체구동롤러) 및 능동형 에너지 제어시스템 개술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7.02.
6)	[탐방] LNG냉열 활용 물류센터 구축 '유진초저온', 한국에너지, 2019.07.15.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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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기반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파이프라인

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보건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수소에너지 기반 물류단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다양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

지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는 가운데 수소 기반 물류체계로의 전환은 정부의

마지막으로 물류산업 내에 새로운 기술들의 보급

경제 기조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제도적인 환경을

도 부합하는 적절한 변화의 방향으로서 능동적인

구축하고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자본의 투입으로 변화의 추세를 만들어 갈 필요가

하다. 올해 물류기업 및 수소화물차 제조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수소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 시범사업을 협약한

있는 국내 물류산업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

바와 같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

다. 오늘날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 후대에 성공적으

델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경제성

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

도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

진 환경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형성하는 데 민·

다. 그리고 현행 수소에너지의 비용 경쟁력 확보

관 등 범국가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를 위해서 기존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수정 보완한 영업용 화물차 수소연료 보조
금 지급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
부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
해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해 둔 것으로 확인된
다. 그리고 관련업계와 정부, 연구계 및 유관 기관
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소 기반 물류
체계의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과 관련 정책의 방향
성,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물류얼라이언스’
가 바로 이러한 목적과 역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산업은 유기체와 같아서 갑자기 새로운 변화를 주
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변화의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노력 없
이도 자발적인 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물
류산업계에 수소에 기반한 물류체계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변화로서 초기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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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소전기차 도입 동향과
국내 시사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빠르고 조속한 대응전략을 마련
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 역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100% 무배출을 위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상용화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보
다 앞서 수소전기차 도입을 추진한 해외 국가 중 미국, 유럽, 일본 사례를 중심
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론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현안이
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하여 더 빠르고 조속한 대응전략
을 마련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은 모든 부문에서 탄소배출량 제로
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유럽연합은 2050년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IEA, 2019).
수송부문도 제로 배출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 자동차 시장을 전
기, 수소 등 무배출차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터리 전기자동차(이
하 전기차)와 연료전지수소차(이하 수소전기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배기구를 통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다. 연료인 전
기와 수소는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될 경우 친환경성이 더 높아진다. 최근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차종도 소형차
중심에서 버스, 트럭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일 주행범위가 넓거나
중량 제한이 중요한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전기차 차종이 적용될 수 있는 용
도는 제한적이다. 특히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화물차의 경
우 전기차 기술만으로 100%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자

박지영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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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부문 100% 무배출차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뿐

리나라 순으로 수소전기차 승용차 등록대수가 높

만 아니라 수소전기차 상용화가 중요하다.

고 중국은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시장이 형

수소전기차의 전기차 대비 장점은 일충전 주행거

성되어 있다(<표 1> 참조).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또한 수소충

보다 앞서 수소전기차 도입을 추진한 해외 국가 중

전소는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방식과 유사하

미국, 유럽,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보

고 이용방식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존 차량이용

급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의 전환이 용이하다. 그러나 연료인프라 측면에
서는 초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비용, 연료원 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AB8과 LCFS

급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 불리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하다. 따라서 대체연료차량 초기 공급과정에서 흔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있어서 2030년에는 1990년

히 발생하는 인프라와 차량 중 무엇을 먼저 공급

도 기준 배출량의 40% 감축, 2050년까지는 80%

해야 하는지 소위 닭과 달걀 문제(Chicken-and-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캘리포니아 AB32). 온실

egg problem)로 인해 전기차보다 상용화가 느리게

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무배출차

진행되어 왔다.

전환 정책은 강화되고 있으며 제작사 차원에서 전

2019년 말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를

기차, 수소차를 일정 비율 의무 판매하도록 하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다음은 일본, 우

의무판매제가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무배출차 의

표1•국가별 수소전기차 장래목표와 현황
단위: 대, 개소

현황

장래목표(2030)
국가
수소차

충전소

시점

승용차

버스

화물차

충전소

우리나라

600,000

500

2020.1

5,068

15

-

34

미국

1,000,0001)

1,000

2019.11

7,800

35

프로토타입

40+

100

2020.1

100

20

0

-

영국
네덜란드

18,000

100

2019.11

162

12(계획)
8

16

7

프랑스

50,000

1,000

2019.4

324

0

1

25

400

2019.11

530

21

2

76

독일
중국

1,000,000

1,000

2019.11

50

2,800

1,200

35

일본

800,000

1,000

2019.11

3,433

22

-

133
10(진행중)

노르웨이

-

-

2019.4

159

5

이탈리아

-

-

2020.1

15

10

0

4

캐나다

-

-

2018.12

17

1

2

9

6

자료: IPHE(2020), 국제수소연료전지경제파트너십 참여국가 현황과 목표, https://www.iphe.net
주 1) 캘리포니아 CAFCP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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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서부 수소충전소
출처: https://cafcp.org/content/west-sacramento

무판매제도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와 트럭까지
2)

수소충전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AB8을 통한 구

확대되어 제도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축비용 지원 외에도 저탄소연료기준(LCFS, Low

주정부는 수소전기차 시장 형성을 위해 우선 충분

Carbon Fuel Standard) 크레딧을 통한 간접적 지

한 연료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3

원이 있다. 수송용 수소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발생

년도 Assembly Bill 8(이하 AB8)을 마련하여 수소

하는 LCFS 수소충전인프라 크레딧은 거래시장에

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수소전기

서 판매가능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차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최소 100개소 충전소 공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CFS 크레딧을 활용한 간접

급을 목표로 하였으며 연간 최대 2천만 달러 규모

적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민간 중심으로 200개

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AB8 법령에서는

소 충전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현황을 매년 연간보고서

캘리포니아 수소충전소 전개 과정에서 논의되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보고서에

주요 현안으로는 수소충전소 경제성 문제와 안정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총 41개 충전소가 운영 중

적인 수소공급원 확보 문제를 들 수 있다.5)

이며 2020년 말까지 64개 충전소에 재정지원이 이

첫 번째,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여 집행 중인 수소

3)

뤄질 전망이다.

충전소 규모보다 수소전기차 시장 확산이 늦어지

2)	CARB Advanced Clean Transit, https://ww3.arb.ca.gov/msprog/ict_zetb.htm, CARB Advanced Clean Truck,https://ww2.arb.ca.gov/our-work/programs/advancedclean-trucks
3)	CARB 수소충전소 연간 평가보고서, https://ww2.arb.ca.gov/resources/documents/annual-hydrogen-evaluation
4)	행정명령 B-48-18
5)	CARB(2019), 2019 Annual Evaluation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 Deployment & Hydrogen Fuel Station Network Development

032

월간 교통

특집 ➎ 해외 수소전기차 도입 동향과 국내 시사점

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캘리포니

중단된 사태가 발생했다. 향후 안정적인 연료인

아 수소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6,000대 규모이며

프라 운영을 위해서는 수소공급 여건을 혁신적으

자동차 제작사는 2022년까지 26,900대, 2025년

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는 점차 재생에너지

까지 48,00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

를 통해 생산된 수소 이용을 늘려갈 방침이다. 현

약 2025년까지 4만 8천 대 수소전기차가 판매된다

재 수소충전소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최소 33% 재

면 수소충전소 200개소에서 공급가능한 수소용량

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향

의 1/3 규모만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듯 수소충전

후 LCFS 크레딧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소 공급이 수소전기차 도입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

이상 상향하게 될 경우 수소에너지 친환경성은 더

우 경제성이 악화되고 네트워크 확대도 어려울 수

욱 개선될 것이다.

있다. 따라서 주정부가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구축
지점 선정은 전략적인 위치 선정과 적정 용량 평가

유럽연합 H2ME 시범사업

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두 번째, 초기 시장단계에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고에서는

소생산과 수소공급설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소

H2ME(Hydrogen Mobility Europe)사례를 통해

공급 안정성이 낮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다는 점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H2ME

이다. 특히 2019년 6월에 발생한 산타클라라 Air

사업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이 참

Products 화재사고로 인해 수소공급이 제한되어

여한 다국가 사업으로 대상차종도 승용차, 밴, 트

북캘리포니아 11개 충전소 중 9개 충전소 운영이

럭 등 다양한 차종을 포함하고 있다. H2ME사업은

그림2•유럽연합 H2ME 프로젝트 개관
출처: https://h2me.eu/reports/emerging-conclusions-5-5-ma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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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유럽 8

두 번째, 2020년대 중반까지 승용차 판매대수는

개국을 대상으로 45개소 이상 수소충전소 구축과

낮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초기 충전소 네트워크 유

1,400대 이상 수소전기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를 위해서는 플릿, 상용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H2ME 사업은 다양한 용도로서 수소전기차 적용

있다. H2ME 사업에서 최소 수소수요로 설정한 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승용차뿐만 아니라

루 40kg 수소판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작

택시, 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까지 광범위한 사용

사 공급계획보다 더 많은 차량규모가 필요하다. 따

사례를 시연하고 있다. 도입차종은 2018년 9월 기

라서 충전소 페이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

준 르노 캉구밴 170대, 벤츠 B클래스 40대, 도요타

수요를 높일 수 있는 택시, 대형화물차 등이 도입

마리아 80대, 혼다 클라리티 10대, 그 외 60대 등

되어 2025년 시장 확산에 앞서 초기 수요 역할을

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운행데이터로 수소

담당해야 한다.

전기차 안전성과 관련한 사고 분석이 진행되었고

세 번째, 수소충전소 규모는 결국 시장규모를 결

차량 용도별로 실사용 패턴 분석도 함께 진행되었

정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다. H2ME 사업 등 주요 시범사업을 통해 독일, 프

네트워크 규모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구
축이 진행되었다. 2019년 5월 기준 약 130개소 수

일본 수소전기차와 충전소 현황

소충전소가 구축되었다. Hydrogen Europe 기술

2016년 3월 발표한 수소와 연료전지 전략로드맵에

로드맵에서는 2025년까지 유럽 전역 1,000개 충전

서는 수소전기차 보급목표를 2020년까지 4만 대,

소 보급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25년까지 20만 대, 2030년까지 80만 대로 설정

위 사업은 진행 중이나 중간년도 평가를 통해 도출

하였다. 수소충전소는 차량보급목표에 맞춰 2020

된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과 관련한

년까지 160개소, 2025년까지 320개소, 2030년까

6)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 900개소로 확대하는 목표이다.

첫 번째, 자동차 제작사 공급계획을 검토할 때 단
기/중기 수소충전소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 승
용차에 국한하여 제작사 수소전기차 공급계획을
검토하면 2025년까지 혼다, 현대, 도요타 3개 제
작사에서 연간 약 10만 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은 2025년
까지 대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소전기차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림3•일본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
출처: Jonathan Arias(2019), Hydrogen and fuel cells in Japan

준비하고 있다.

6)	H2ME 시사점, https://h2me.eu/reports/d5-11-summary-and-lessons-learnt-from-the-hydrogen-mobility-strategies-tested-in-this-project/

034

월간 교통

특집 ➎ 해외 수소전기차 도입 동향과 국내 시사점

H2ME 사업은 다양한 용도로서 수소전기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승용차뿐만 아니라 택
시, 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까지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시연하고 있다. 도입차종은 2018년 9월 기준 르노 캉
구밴 170대, 벤츠 B클래스 40대, 도요타 마리아 80대, 혼다 클라리티 10대, 그 외 60대 등이다.

일본 수소전기차 시장은 자국 제작사인 도요타사

요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가 이끌고 있으며 수소전기차, 지게차, 버스 등 다

운영상 경제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양한 차종을 출시하고 있다. 2019년 8월 말 기준

가 필요하다. 세 번째, 결국 대규모 충전소네트워

일본 수소전기차 도입대수는 약 3,433대이며 도요

크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소공급과 친환경

타 미라이 약 3.182대, 혼다 클래리티 251대이다.

적인 수소생산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 3월 기준 109개소가 구축되

결론으로서 위 시사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수소

어 있으며 주요 운영사는 JXTG 일본에너지가 41

전기차 정책의 개선방향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소, 이와타니 21개소, 일본 모바일 수소충전소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부는 기존 승용차 중

비스 6개소 등이다.

심 수소전기차 보급정책을 확대하여 택시, 장거리

정부 목표인 2020년도 4만 대 보급목표와 비교할

버스, 중대형트럭 등 전기차 대체가 어려운 차량을

때 실제 판매대수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심으로 수소전기차 도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

수소전기차 시장 확산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

다. 자동차산업계는 차종 출시계획을 구체화하고

는 이유는 차량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구매가

수소산업에서는 차량용도에 적합한 충전소 모델을

격이 높고 충분한 연료인프라 공급이 어렵기 때문

개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보급의 장애

두 번째, 수소전기차 도입은 충전소 구축과 병행하

요인으로서 높은 구축과 운영비용, 강한 규제가 지

여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또는 도시 단위에서 충전

적되고 있다.

소 구축계획과 병행한 수소전기차 도입계획 마련
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수소공급이 제한적인 상황

시사점

임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해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소전기차 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와 수소전기차

책에 있어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번째,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 수소충전소 규
모 설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
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충전소 네트
워크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수소전기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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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최고의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한지 4개월 여가 지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CEO. 그는 ‘국민이 안심
하는 안전경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경영’, ‘다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 ‘공정하고 청렴한 투명경영’ 이 네 가지
경영방침을 세워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최우수 공기업을 만들고자 발 벗고 나섰다. 그가 앞
으로 이끌어나갈 교통분야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았다.
대담 _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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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취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경

한국도로공사는 대표적인 교통 공기업입니다. 도로교

영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 분야의 공공성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철학을 듣고

지난 4월 10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싶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고속도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문화

듣기 위해 현장경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

를 연결하며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

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 휴

는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대표적 공공재에 속합니

게서비스 등 공사 고유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 이러한 공공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임기간 중 중점을 두어 추진할 일관된 경영원칙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을 세워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

50년간 전국 방방곡곡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왔으

력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4개의 경영방침을 수

며, 현재는 AI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더욱 안

립했습니다.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입니

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교

서비스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재난·작업장 사고 최소화로 완전포용 고속도로

요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이라고

를 실현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안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혁신처’를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경영’입니다. 코로나19

신설해 안전업무를 전담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기술 융합을 통

한 사람·차량·도로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

해 국가성장에 기여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

전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C-ITS

공하겠습니다.

실증사업을 검증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전

셋째, ‘다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입니다.사회적 약

국 4,075km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고속도로의 안

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

전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
도할 것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지난해 고속도로 교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투명경영’입니다.직

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통안전 강화를

원소통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수평적 조직

위해 어떤 방안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

니다. 이러한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과제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176명으로 전년대비

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이 원하는 보다 빠르고 쾌

23% 감소해 역대 최초로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적하며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사망자 수 : 2018년 227명 → 2019년 176명). 올해

50년을 넘어 100년을 지향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앞

도 안전띠, 졸음, 화물차, 2차사고 등 주요 사망사

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오랫동안 국민에게 사

고 원인에 대해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

랑받는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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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 화물차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사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

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화물차 안전운전

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6.6%로 독일의

슬로건(화물차 안전운전,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

98.6%, 호주 97.0% 등과 비교해 조금 낮으나, 뒷

입니다)’을 선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65.0%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띠 착용

한,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벨트

위해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ex화물차라운지’

데이’ 운영하는 등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을 집중 홍

를 지난해까지 20개소 개장하였고, 올해 5개소를

보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벨트 시뮬레이션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2차사고 예방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춘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
•졸음운전 예방

량 안이나 주변에 서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와 신속한

원인을 보면 졸음 및 주시태만이 67.6%로 매우 높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접수되는 사고정보를 실시간

습니다(졸음 및 주시태만 67.6%, 과속 11.9%, 자

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원클릭 순찰차 광역출동체

동차결함 2.6%).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계를 시행하여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229개소인 공사 관리구간 내 졸음쉼터를 올해 3개

거리에 있는 안전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소, 2023년까지 26개소를 추가 설치해 255개소까

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

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상에 영상분석기술을 도입하여 정지차량, 역주행

을 실시하고, ‘10분의 휴식이 생명을 지킵니다’라는

차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검지하고 상황

슬로건을 VM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

실 근무자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

고 있습니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육

환기와간단한 음식물 섭취 등도 효과적이지만, 휴

안으로 시행하는 적재불량 단속이 아닌 인공지능

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

(AI) 영상인식 기반 자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시

요합니다.

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화물차량 후면에 반
사지로 만든 ‘잠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화물차 사고 예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 직원이

지난해 화물차 사고 관련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176명의 51.7%에 달합니다(화물차

끝으로,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운전의 중요

51.7%, 승용차 44.3%, 승합차 2.8%, 기타 1.2%).

성과 교통사고 심각성 등에 대해 맨인CCTV ‘유튜

이에 지난 2월 정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브 영상’, 도로전광표지(VMS), ex-교통방송 등을

참석한 ‘화물차 사고예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

활용하여 전사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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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 도로교통 분야에

통해 교통관련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를 제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공하여 운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

도로교통 분야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

년까지 정부의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사업 총괄을

리공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자체

통해 SOC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으로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를 선정·추진 중

의 노동집약적인 양적성장위주의 건설생태계에서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국가교통 빅데이터

벗어나, 건설의 모든 과정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C-ITS 인프

디지털화를 구현함으로써 건설 생산성과 안전성을

라 구축, 스마트 물류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높이는 등 건설의 질적 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총괄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유

기관으로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물 관리 지능화 등 3

수행중입니다. 2021년까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

대 전략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

통수단 간 데이터 연계, 표준화, 유통시스템을 구

구축 등 6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유지관리 활동

축하여 국민 누구나 교통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을 인력 중심에서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과의 협업을

획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176명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해 역대 최초로 1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올해도 안전띠, 졸음, 화물차, 2차사고 등
주요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0 08 VOL.270

039

KOTI가 만난 사람

에 키오스크, 바코드리더기 등 비대면 음식주문시
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있고, 영업 관련 단순반복
민원에 대응하는 AI 챗봇(Chatbot)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과
수납금을 자동 환불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편의
점 미납통행료 수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
딜과 관련해서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다차로하이
패스를 확대하고, 하이패스 IC를 늘려나가겠습니
다. 또한, 연료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
전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에
도 힘쓸 계획입니다.
미래 첨단도로 관련 추진상황과 스마트 연구개발 계획
을 좀 더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미래의 고속도로는 첨단 스마트 도로기술이 접목
되어 사고와 정체가 없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빠르게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다른

한국도로공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교통수단으로의 연계도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하여 자체적으로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를

이를 위해 첨단도로 사업 및 스마트건설 연구개발

선정·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에 인력·예산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설계, 건설, 운영,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C-ITS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화, 첨단화를 추진

스마트 물류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 통신시스템인 C-ITS 서

•『첨단도로 사업』

비스 인프라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율

『첨단도로 사업(C-ITS*)』은 차량이 주변 차량 및

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원도 추진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고속도로 네트워크 등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도로에 구축하

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는 것입니다. 우리공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

현재는 계획 단계이나 앞으로 대상지 및 사업모델

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보안,

선정, 정부 및 민간기업 협업 등을 통해 스마트 물

지도 등 핵심기술을 지속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류센터 구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등 85km 구간에 C-ITS 인

비대면 경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프라를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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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실증사업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으로 뛰어난 연구 인력과 풍부한 고속도로 인프라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서비스와 호환성을 추진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공사와 한국교통

하여 전국 C-ITS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

연구원은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확충 등 이용자 중

습니다. 첨단도로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심의 도로망 개편, 고속도로 여유공간의 다양한 활

고속도로 전 구간에 C-ITS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방안 마련,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첨단 교통안전

* 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과 연구 교류

* 경부선(양재~기흥동탄), 서울외곽선(조남~상일),

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부선(하남~경기광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서울시(2018~2020), 제주시(2018~2020),

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울산시(2019~2021), 광주시(2019~2021)

분석 및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교통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연구원과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스마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은 건설산업의 기술혁

트 고속도로를 구현하고, 국가교통의 혁신적인 발

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

전을 위해 우리공사와 교통연구원 간의 지속적이

고 있는 사업비 약 2천억 원의 초대형 국가연구개

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발 사업입니다. 우리공사는 도로사업의 발주, 설
계,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전 주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기 순환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0년간 국민과 함께 우리나

기술력과 풍부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표 공기업이며, 국민

인정받아 총괄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막중한 책

의 안전과 행복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업입니다.

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6년간의 연구개발

4,100Km 이상(31개 노선 4,151km(민자 포함 40

기간 동안 관련 기술 등의 실용화를 주도해 건설

개 노선 4,76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관리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모든

고 있으며,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휴게서비스를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전

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 건설·유지관

담 조직을 구성했고, 밖으로는 관련기관과 협력체

리, 휴게서비스 등 주력사업과 관련된 우리공사의

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내 최고기술진이 모여 최

강점을 더욱 강화해 최고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

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향후 업무 협력분야는 어떤 부분

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습니

이 있을까요? 당부사항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다. 저 또한 기관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변화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계획·기술 등의 연구

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께 최고의 도로교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인력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

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직원들과

관입니다. 우리공사 또한 도로교통연구원을 중심

함께노력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VOL.270

041

사진으로 본 교통

글·사진 _

정병두

교수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도시와 교통』, 〈크레파스북(2020.06)〉 저자

042

월간 교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msterdam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Amsterdam)은 인구 872,757명(도시권 138
만 명)으로, 면적 219.3㎢에 수면이 53.5㎢로 1/4을 차지하고 있다. 13
세기 암스텔강 하구에 댐을 쌓고 부채꼴 모양으로 운하를 넓히면서 가로
가 형성되었으며, 현재 100㎞이상의 운하와 90개 섬, 다리는 1,500여
개에 이른다. 2010년에 17세기의 환상 운하지구 면적 198ha가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Amsterdam

암스테르담 운하구역(Canal District),
201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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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Canal District는 운하를 따라 17,18세

➊

기 건축물들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그대로 보전
하고 있다. 그리고 담(Dam) 광장을 중심으로 이
어지는 시내에는 왕궁과 국립박물관, 반 고흐 박
물관, 렘브란트 하우스 등 60개 이상 박물관과 미
술관, 연중 140회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등 유럽문
화수도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홍등가 드 발렌
(De Wallen) 지역은 유럽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한번쯤은 들려보아야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도시
의 매력 때문이다.

➊ 아름다운 역으로 꼽히는 암스테르담 중앙역 전경  
➋ 중앙역 근처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
(st nicolaaskerk church, 18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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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코로나 19 확산 전 2월 중순이어서 운하로 둘러싸인 거
리 곳곳에 관광객은 그렇게 붐비지 않는다. 그렇지만,
암스테르담 중앙역 광장 일대는 매번 올 때마다 여전
히 공사 중이고 항상 분주했다. 역을 나서면 대규모 자
전거 주차장이 꽉 차있고, 중앙역에서 시작되는 트랜짓
몰에 쉴 새 없이 다니고 있는 트램과 자전거길 모습들
은 유럽 어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친환경도시라는 것

➌

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세계적인 자전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은
최근 통계에서 세대 당 자전거 보유율이 1.91대이다.
자전거도로망은 400km에 이르며, 자전거 수단분담
율은 32%로 인구대비 자전거 이용율이 가장 높다. 무
엇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도시로서 암스테르담
의 최종 목표는‘car-free city’이다. 그래서 2030년부
터는 전기차만을 판매할 예정이고, 곧이어 11월부터

➍

는 LEZ(Low emission zone)에서 경유 자동차(Euro
1,2,3) 통행도 제한된다고 한다.
➌ 중앙역 메트로(Metro) 정류장에서 광장으로 에스컬레이터 연결
➍ 광장의 자전거 주차장, 방치자전거 처분 안내 노란 팻말이 눈에 띈다
➎ 암스테르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경찰순찰대 모습
➏ GVB에서 35개 버스노선 운행, 휠체어를 위한 저상굴절 전기버스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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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암스테르담의 Metro는 1977년 처음 개통, 현재
42.7km에 5개 노선이 운행된다. 트램과 마찬가지로
시영교통회사(GVB)에서 운영하며, 1일 승객 수는
248천 명이 이용한다. 차량은 750V DC 제3궤조방
식이다. 대부분 지상구간으로 순환노선 50을 제외하

➑

고 4개 노선이 모두 중앙역과 교외의 주택지를 연계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트램의 경우 15개 노선(500
개 역), 연장 80.5km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노선 망
을 갖고 있다. 특이점은 차량 전면의 노선번호 옆에
한두 가지 색을 조합한 사각형 칼라 디자인이 행선지
를 나타내고, 트램 정류장 사인도 라인 칼라로 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게 봐야한다.

➐ 생활도로의 일방통행, Zone 30 규제 등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➑ 자전거 수단분담율 32%로 인구대비 이용률이 가장 높음
➒ 운하를 따라 설치된 자전거도로, 전체 자전거 네트워크는 4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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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대학교」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7월 21일(화) 본원 2층 대회의

①

실에서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훈 총장 방원 간담
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7년 7월 업무협약
을 체결한 이후, 상호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
며, 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지표개
발, 신규 화물운송수단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
도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함께 수행했다. 이번 간
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공동연구·인력교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과 4차산업혁명을 대
비하기 위한 향후 연구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②

③

① 간담회 전경
② 인사말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
③ 인사말 중인 박준훈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④ 단체 기념촬영
⑤ View-T 시연 중인 본원 김주영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

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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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UTC Virtual Meeting」 화상회의
한국교통연구원은 8월 4일(화)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KOTI-UTC Virtual
Meeting」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베트남 교통통신대(UTC)
Nguyen Ngoc Long 총장, An Minh Ngoc 교수, Ngo Van Minh 교수, 본원
오재학 원장, 예충열 연구부원장, 이상민 본부장, 권영인ㆍ모창환 선임연구
①, ② 화상회의 전경

위원, 진광성 부연구위원, 이현정 전문연구원, 김병협 연구원이 모여 향후 교

③ 토론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

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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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중간보고 및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8월 6일(목)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중간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개
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실장, 전형필 물류정책관 외 물류정책과 실무진과 본원 오
재학 원장을 비롯한 예충열 연구부원장,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및 물류연구본부 실무진 등 학계·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뮬류산업 미래상에 대해 발제 및 논의를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환담 중인 관계자들     
③ 주제발표 중인 본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④ 간담회 전경
⑤ 인사말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
⑥ 모두발언 중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백승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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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하자
본원 예충열 연구부원장의 『통행료 감면제도 개
선하자』라는 기고문이 7월 14일(화) 국민일보 지
면에 게재됐다. 예충열 연구부원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 범위 내
에서 징수하는 원가 회수와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면액만큼 전 국민의
세금이나 다른 이용자의 통행료로 메꿔지고 있
다며, 화물차 심야 할인의 보완·경차할인제도
의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 출·퇴근시간 할인제
도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
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충열 연구부원장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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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화물차로 그린뉴딜 실현하자
본원 예충열 경영부원장의 『수소 화물차
로 그린뉴딜 실현하자』라는 기고문이 8월
4(화) 파이낸셜 뉴스 지면에 게재됐다. 예
충열 연구부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
판 뉴딜 추진안 발표를 언급하며, 수소 화
물차 보급이 선순환 그린뉴딜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수소에서 생산
된 전기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는 수소
활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먼저 노후 화물차가 수소차로 전환
되면 미세먼지 감축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만큼
노후 화물차를 수소차로 교체 시 관련법에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노후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축소 및 수소보조금 지급
을 건의했다. 현재는 화석연료에서 만들어
지는 부생수소에 의존하고 있으나, 재생에
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의 조기 양산의
필요성과 전국에 34기 뿐인 수소충전소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화물량이 많고, 수
소공급이 용이한 항만과 물류단지 주변에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노후 화물차의
수소화물차로의 전환은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발생을 감축하면서 물류산업과 자동
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그린뉴딜이며, 수
소경제 구축을 향한 세계적 경쟁을 선도하
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한
국판 그린뉴딜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
다.

예충열 연구부원장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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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역, 그리고 교통시스템
이상우

문화평론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감
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교통 시스템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사람과 물자가 전 세계
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하는 것. 역사 속에서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전염병을 확산시켰고, 인류
는 어떻게 전염병에 대항했을까?

무역과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페스트, 콜레라, 황

역사적으로 감염병은 교통수단과 긴밀하게 연결되

열병, 인플루엔자 등 인류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

어 있다. 기원전 430년경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친 감염병은 대부분 무역 통로를 타고 전 지구로 퍼

발생한 ‘아테네 역병’은 당시 승리를 눈앞에 둔 아테

졌다. 14세기 이탈리아의 피스토이아 칙령 이래 ‘격

네를 급속히 황폐화시켰다. 이 감염병은 당시 아테

리’와 ‘봉쇄’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오랜 전략이었

네의 주요 항구이자 유일한 식량 공급원인 피레우

다. 1348년에 피스토이아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

스(Piraeus)를 통해서 아테네의 주요 도시로 퍼진

기 위해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엄격한 벌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박과 항구가 감염병의 확산 경

부과했다. 또한 여행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경비

로가 된 것이다. 이후에도 바다를 통한 각종 무역은

원을 도시의 출입구에 배치했다. 병원균이 아예 들

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나일강 인근에

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위치한 이집트의 고대 도시 펠루시움은 아프리카에

런 격리와 봉쇄는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졌

서 지중해로 운반할 화물을 옮겨 싣는 곳으로, 6세

다. 감염병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는 국가 간 분쟁

기 무렵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상품들을 통해 감염

을 낳고,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병도 함께 퍼졌다. 펠루시움에서 출발한 아프리카
의 페스트균은 화물을 실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 스

감염병을 막기 위한 격리와 검역

페인, 터키까지 진출했다. ‘유스티니안 역병’이라고

흑사병은 14세기 유럽과 아시아 대륙 등지에서 약

불린 이 감염병으로 동로마제국 인구의 절반이 목

2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감염병이 확산되

숨을 잃었다고 한다. 중세 이전의 감염병은 대개 국

자 당시 주요 항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아드리

지적 문제였다. 이러한 감염병을 팬데믹, 즉 전 세

아해에 인접한 항구도시 라구사(Ragusa)도 예외

계적 유행으로 승화시킨 것은 인간과 물자의 이동

는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오

이었다. 특히 거미줄처럼 뻗어 나간 동서양 교역로

는 모든 선박과 여행자들을 항구 인근 섬에서 30

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파 경로였다. 전 지구적인

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기간 동안 환자

상거래가 질병을 골고루 분산시켰고, 인류 건강에

가 발생하지 않아야 입항을 허락한 것.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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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를 보이자 라구사에서는 격리 기간을 30일

20세기 교통 시스템의 발전과 코로나19의 확산

에서 40일로 늘렸다. 오늘날 ‘격리’를 뜻하는 영어

증기선, 철도, 비행기 등 교통혁명은 인간 교류와

단어 ‘quarantine’의 어원은 바로 ‘40일’을 의미하

무역을 활성화했으나 동시에 방역에는 최악의 상

는 이탈리아어 ‘quaranta giorni’에서 왔다고 한다.

황을 가져왔다. 너무나 빠른 교통 시스템 때문에

기독교에서 40일은 속죄와 정화의 의미를 갖는다.

방역 속도가 감염병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폭

이다. 20세기 초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우를 내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고, 모세는 시나

적으로 무려 5,0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스페인

이산에서 40일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한 뒤 십

독감의 피해가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계명을 받았다. 예수는 세례를 받고 40일간 광야

나타난 이유는 교통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20

에서 단식했고,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있다가 하

세기 초에는 선박과 철도 교통이 크게 활성화되었

늘로 향했다. 이런 전통에 기반하여 1383년 마르세

고, 대량생산에 힘입어 자동차 역시 빠르게 보급되

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 가능성이

던 시기였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물자

있는 배, 승객, 화물을 40일간 억류해 깨끗한 공기

와 병력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전염병의 확산을

와 햇빛 등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됐

가속화했다. 오늘날에는 선박과 철도는 물론 자동

다. 검역을 상징하는 숫자가 ‘40’이라면, 검역을 상

차와 항공 교통까지 더해지면서 훨씬 더 빠르고 효

징하는 색깔은 ‘노란색’이다. 18세기 검역 현장에

율적인 교통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는 노란 깃발(Yellow jack)이 등장했는데, 선박에

역시 교통 인프라로 인해 그 전파 속도가 빨랐다.

걸린 노란 깃발은 배에 환자가 있으니 접근을 금지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했던 중국 우한 지역은 수십

한다는 의미였다. 오늘날 노란 깃발은 이와 반대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중국 교통의 중심

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지’였다. 2012년 미국 타임지에서는 우한을 ‘중국의

있다. 노란 깃발은 오늘날 전 세계에 통용되는 국

시카고’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제 기준인 ‘기류신호(Flag Signaling, 旗類信號)’에

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

서도 볼 수 있는데, 기류신호 중에서 ‘Q(Quebec)’

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

는 깃발 전체가 노란색으로 ‘본선은 건강하다. 입

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항 허가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격리만

발생했고, 같은 해 3월 12일 WHO은 팬데믹을 선

으로는 감염병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1851년

언했다. 결국 전 세계를 잇는 교통 시스템이 코로

파리에서 나폴레옹 1세 주도로 국제위생회의가 열

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을 촉진시킨 셈이다. 앞으로

린 이후 인류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감염병 발생 정보와 확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함으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통 시스템

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

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 기술을 뛰

로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보

어넘는 검역 기술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건기구(WHO)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이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20 08 VOL.270

053

해외통신원 소식

일본의 버스사업
개선 프로젝트

들어가는 말
일본의 대형버스업체인 료비그룹은 2017년 4월부터 도입한 버스 로케이션 시
스템 ‘Bus-Vision’을 활용하여 운행 실적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연의
만성화와 일부 노선에서 출발시간 미준수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료비그룹에서는 『버스 사업 개선 프로
김재열 박사

젝트』를 발족하여 버스 사업의 근본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글에

FUJITSU
모빌리티솔루션사업본부
사업기획총괄부

서는 버스 로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표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지연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료비그룹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버스 사업 개선 프로젝트의 배경
일본의 지방도시는 노선버스의 이용자가 감소하여 적자 노선을 폐지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료비그룹은 버스의 이용 촉진과 버스사업의 수익
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룹 내의 버스사업자, 지역공공교통 종합연구소,
료비시스템솔루션 리오스가 연계하여 버스 시간표과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개선과 경로탐색 데이터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버스 사업 개선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교통 상황, 날씨, 차내의 혼잡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버스의 지연에 대해서 버
스 지연의 허용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0,849명 중 허
용시간이 5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2%, 허용시간이 10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2.9%로 나타났다. 료비그룹은 노선버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정시성 확보라고 보고, 운행실적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로 검색 데이터의 정비는 각 회사의 버스 운행정보가 WEB 사이
트에 게재되어 있지만, 승객이 이용하고 싶은 구간을 어느 사업자가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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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료비그룹은 국토교통성과 함께 2017년부터
오픈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월평균 약 3,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Google의 지도 앱을 통
해 노선버스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버스 시간표와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개선
1. 데이터 분석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버스 시간표 개선을 위해서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에 축적된 1년 이상의 운행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운행실적 데이터에
는 각 버스의 통과 예정시간과 실적이 기록되어 있
다. 운행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

그림2•버스 편별 지연추이

간대별 지연, 버스 편별 지연추이 등을 가시화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그림 1>, <그림 2>)
로 예측시간과 실적의 차이가 큰 노선을 선정했다.
2. 버스 시간표 데이터의 생성

대상 노선 중에서도 오카야마 사이다이지선(岡山

시간표 데이터는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운행실

西大寺線)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의 통근시간대

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터리와 버스베이 등을 고

에 30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려하여 조정 정류장의 설정함으로써 출발 예정시

났다. 지연의 요인으로는 주변에 철도가 없어 버스

간 보다 빠른 출발과 지연 모두를 억제하는 시간

에 승차하는 사람이 많고, 통근시간대에 혼잡이 발

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시간표

생하는 좁은 교량을 통과하는 계통이라는 것을 알

개선 대상은 운행실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

게 되었다. 시스템에서 생성된 시간표 데이터는 그

그림1•시간대별 지연(색이 진할수록 지연)

2020 08 VOL.270

055

해외통신원 소식

표1•버스 노선별 개선대상 노선
회사
료비버스(両備バス)

오카덴버스(岡電バス)
츄고쿠버스(中国バス)

시간표 개정일

노선

2018/04/01

小溝線，吉岡線，倉敷循環線 倉敷芸科大線

2018/04/09

岡山西大寺線

2018/04/09

三野線，妙善寺線，理大東門線

2018/04/01

火の見線

2018/04/01

府中線

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버스기사 등을

값은 전체적으로 10.3분에서 5.6분으로 감소했다.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행에 무리

버스 시간표 개선 대상 노선 대부분의 지연 시간이

가 없는 시간표 데이터가 되도록 조정했다.(<표 1>)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본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 시
간표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

3. 버스 시간표 개선효과 측정

림 3>)

버스 시간표 개선 대상 노선 중 5개 노선을 대상으
로 지연 시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버스 시간표

4. 버스 로케이션 예측 개선

개선 전의 실적 데이터와 비교하면, 각 노선의 시

버스 시간표를 개선하면서 실제 운행과 버스 로케

간대별 최대 지연 시간은 한 구간을 제외하고 감소

이션 시스템의 예측 시간에 오차가 있는 것을 알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지연 시간의 중앙

됐다.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예측 처리는 전 편
의 주행 실적을 바탕으로 정거장 간의 소요시간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적이 예정시간보다 짧아진 경
우에는 예정시간을 우선하도록 했다. 특히, 아침
통근시간대에는 급격한 지연과 지연 해소로 인해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도착예정시간과 운행 실
적이 큰 차이를 보일 때도 있다. 오카야마 시내에
서 발생하는 지연은 오카야마 시내의 강을 지나는
교량의 개수가 적고, 상업시설 주변에서 혼잡이 발
생하기 쉬어 예측과 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감안하여 시간표
개선과 예측 처리의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버스 로케이션 예측효과 측정

오카야마 사이다이지선(岡山西大寺線)의 출·퇴근
시간의 예측처리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비교하면,
그림3•최대 지연시간의 중앙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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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일의 맑은 날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선 전은 예측과 실적의 차이가 최대 23분이었던
것이 개선 후에는 최대 8분으로 감소해 예측과 실

(1) GTFS(General Transit Feed Specification)

적의 차이가 대체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GTFS는 대중교통 시간표 및 지리정보 관련 오픈

번 프로젝트에서는 일부 노선에 도입되었지만, 향

데이터 포맷으로 GTFS형식으로 Google에 데이터

후 전 노선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시간표를 개

를 제공하면 Google Map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정

선하고, 예측 처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그

적 데이터(시간표, 운임 등)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

림 4>)

하다.

경로검색데이터 정비와 오픈데이터화

(2) GTFS-Realtime

1. 오픈데이터 포맷

GTFS-Realtime은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상황

오픈데이터는 조직과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인터

에 관한 오픈데이터 포맷으로 이 포맷에는 실시간

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3자에게 활용의 기회를

출발 및 도착시간, 지연 등의 운행정보가 포함되

제공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오픈데이터화는 미국

어 있어 GTFS-Realtime형식으로 Google에 데이

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대중교통사업자 스

터를 제공하면 GoogleMap을 통해 대중교통의 동

스로가 시간표 데이터와 노선도를 WEB사이트에

적 데이터(지연, 차량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

공개하거나 앱을 개발해 왔다. 일본에서는 아직 대

하다.

중교통분야에 오픈데이터화가 침투하지 않아 일부

그림4•개선 전후의 예측과 실적의 차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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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정보 포맷의 표준화

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외에도 노선명, 계

일본의 표준화 된 버스정보 포맷은 GTFS을 바탕

통명 등을 Google Map에 적합한 형식으로 수정하

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영업소 정보와 시간표에 부

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러한 작업 등을 거쳐 2018

여하는 기호 정보 등의 항목을 추가한 오픈데이터

년 7월부터 료비그룹은 GTFS와 GTFS-Realtime

포맷으로 인터넷 등의 경로 검색 시 버스정보의 확

형식으로 버스 운행정보를 Google Map에 표시할

충을 목적으로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료비그룹의 버스 로케이션

고 있다. 또한, GTFS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트를 통해 버스 운행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서 Google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본 포맷을 사용하

있도록 오픈데이터로 공개하고 있다.

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 <그림 6>)

2. 경로검색 데이터의 정비

맺음말

이번 프로젝트는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이 보유하

료비그룹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 로케이션 시

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데이

스템의 운행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지연을 억제하

터 부족과 사업자 간의 데이터 형식의 차이로 인해

는 시간표 데이터를 생성하여 지연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거리제 운임을 채택하고

성공했으며, 버스 로케이션 시스템의 예측 처리

있는 노선이 많은 일본에서는 운임정보를 데이터

를 통해 예측과 실적의 차이를 줄이는데도 성공했

화하지 않은 곳이 많아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상당

다. 또한, Google에 버스 로케이션 데이터를 제공

그림5•Google 경로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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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스사업 개선 프로젝트

그림6•오픈데이터 다운로드 페이지

해 Google Map에 시간표 데이터와 실시간 운행정

및 대중교통 정보 등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구글

보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료비그룹은 이

맵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버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한 상황이

로케이션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기능 및 시간표 개

지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

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오픈데이터화 한 버스 운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글맵의 업데이트가 필요

행정보를 타사의 서비스에도 제공하는 것으로 목

해 보인다.

표로 하고 있다. 지도서비스 시장을 네이버맵과 다
음맵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1
월에 안보 등을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의 해외 반출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내려진 후 지형

출처
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2.

Bus-Vision 홈페이지, https://www.ryobi.co.jp/products/busvision

3. Traffic Brain 홈페이지, https://t-brain.jp/
4. GTFS-JP 홈페이지, https://www.gtfs.jp/
5. デイリサーチ, バスの遅れ，何分まで許せる？
6. 京都市交通局, 市バスお客様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について
7. 太田恒平，森慶太，平本清志，前川雄佑，伊藤昌毅, バスロケデータを基にした路線バスの遅延対策ダイヤ改正, 第 57回土木計画学研究
発表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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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다음으로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지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

국토부추경안이 국회심의(7.3)를 거쳐 총 1.5조 원으

에 4,865억 원을 투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로 확정 반영됐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 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

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

공급을 위해 1,9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쪽방 등 비주

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

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망 강화 사업, 그밖의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경기보강 사업으로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먼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의 경우 경제회복 지원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

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

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

딜, 디지털뉴딜 등 관련 사업에 6,258억 원을 투자한

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 원), 노후 공

개선 등에 725억 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

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 원) 등 건물의 에너

억 원이 반영됐다.

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 원이 반영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
정”, 2020.7.6.

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 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 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 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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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 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미리 알고 사전에

사업(140억 원), R&D(30억 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

대응한다

(5억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 원) 등 4차 산

국토교통부와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22일 차량 간·

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 원이

차량-인프라 간 통신(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이하

반영됐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 원),

C-ITS)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 원) 등 물류분야 공

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

공투자 확대에도 62억 원이 반영됐다.

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간에서 진행된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

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

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

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

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교

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

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

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가

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려짐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간을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미리 속도를 제어하는 것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도 가능해졌다. 시연에 참여한 자율주행 새싹기업은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

C-ITS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신호안전정보를 활용

고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 중 국민안

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전기반시설 디지털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

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제주도 내 렌터카

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

(자율주행기능이 없는 일반차량) 2,000대(3,000대 규

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용자의

모로 확대 중)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뿐만 아니라 불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주요사업

법주정차,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등의 교통

들이 제시되어 있다. 도로분야에서는 자율차 등 미

안전정보를 제공해 왔다.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

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결과,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83.1%가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

감속, 정지,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반응하여

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실증사업 사업관리단

철도분야에서는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 사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C-ITS를 통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한 교통안전 증진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축한다. 공항분야에서는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자료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미리 알고 사전에
대응한다”, 2020.7.22.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분야
에서는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

국토교통부 등

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3,600km)에 하

선도합니다!

천관리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재난대응 분야

[SOC 디지털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에서는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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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2022년, 510개소)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

이외에 추가로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유휴부지 위치·특성별 물류

(~2022년, 180개소)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과 함께, 첨단 R&D기술

자료 | 국토교통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2020.7.15.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공공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사업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
이다.

국토교통부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자료 | 국토교통부,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2020.7.29.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현장조사 통해 나들목, 분기점, 폐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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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34곳 선정

수소차 확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앞으로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

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

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

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

를 추가로 공급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등으로

로 하고, 동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우선, IC·JCT, 폐도, 잔여지, 영업소·휴게소 등 총 51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월, 관계부처

곳의 유휴부지를 발굴했으며, 현장조사(7.13.~7.29.)

합동)」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 대를 시작으로 2040

를 통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지

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 택시 8만,

34곳(약 104만㎡)을 선정했다. 후보지는 중·소형(3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용 수

㎡ 미만) 18개소, 대형(3만㎡ 이상) 16개소로 구분되

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5개소, 비수도권 19개소로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

나타났다.

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

내 물류시설 구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우선순위 등

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

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중(~8.20)으

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

로, 8월 말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초자료로 활용

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고,

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용역업체 또는 물류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34곳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발굴해 교통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고, 이

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

를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 「여객

는 행사로,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

공모전 작품 접수에서 교통 개선 아이디어 및 서비

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

스 기획 등 총 96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높

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

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접수된 작품 중 창의

한다. 특히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성, 실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8개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공

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

기회를 부여하며, 창업을 원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

각종 금리우대,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대

버스에 1.3배 가중치)하여 시행 중이고, 수소택시 부

학생 수상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

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

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체

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

험형 인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

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

정이다.

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
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

자료 | 국토교통부, “제9회 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발표, 지
능형 모빌리티 플랫폼 기획한 ‘K3’팀 대상 선정”, 2020.7.22.

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2022년부터
연료보조금”, 2020.7.15.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
7월 한 달간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부산 서면교차로 등

제9회 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발표

4개 드론 실증도시·13개 규제유예기업 실증 착수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

스를 발굴하기 위한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온

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

라인 최종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스마트폰앱 기반

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

차간거리 유지·차선이탈 방지 등 지능형 모빌리티

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7월 한 달간 항공안전기술원

플랫폼을 기획한 ‘K3’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교통데

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여

이터 활용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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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는 지

역 인구비율(%)은 (1970년)50.1→(1980년)68.7→(1990

난 4월 공모에 참여한 25개 도시 중 시민 체감도가

년)81.9→(2000년)88.3→(2019년)91.8로 지속적으로

높은 드론 서비스를 제출한 4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증가해 왔다.

그동안 세부 진행절차 등을 마련하여 실증 테스트를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17,763㎢

진행하게 됐다.

(16.7%), 관리지역 27,260㎢(25.7%), 농림지역 49,301

더불어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11.2%)로 전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13개 기업도 7월부터 본격적인 시범테스트에 나선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

다.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를 위한 정밀

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2,632㎢(71.1%), 미

착륙(7.15.), 인공지능(AI) 기반 사물인식 기술(7.16.),

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기반의 차량이 없는 강변북로 정사사진 제작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7.17.) 등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

각지에서 실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전시켜 9월 중 성과 확산을 위한 중간보고회와 홍보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

자료 |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국토부, 7월 한 달
간 집중점검 실시”, 2020.7.2.

국토교통부

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을 통
해 조회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 면적의 16.7%(17,763㎢)는 ‘도시지역’”,
2020.7.20.

국토 면적의 16.7%(17,763㎢)는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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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3단계 평가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 원이 지원된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

다.

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굴하여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고

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투자

다발 구간 해소이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

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가지 유형으로

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하고, 50개 사고 다발

진행된다.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했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

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

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

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ecobank.kr)

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

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다. 다음

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

은 신속한 신고 및 처리이다.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

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

총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
업 선정”, 2020.7.9.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
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국토교통부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

이와 함께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

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

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

캠페인을 실시한다.

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자료 | 국토교통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저감 대책 수립”,
2020.7.3.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으며, 사
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

국토교통부

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이

생생한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

국토교통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

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2018.5.)하였으며,

물관이 7월 5일 개관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강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올해 처

것을 목표로 크게 ‘항공역사(과거)’, ‘항공산업(현재)’,

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

‘항공생활(미래)’로 나누어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해 이번 저감 대책을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

마련했다.

시물은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이다. 금강호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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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

국토교통부

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뉴포르-17, Nieuport-17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형)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

사업추진 본격화

름을 한자로 붙였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

더드(Standard)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

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이

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

다. 비행기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

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하여,

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

예정이다.

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

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하

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

고 있으며, 보잉 사(社)의 B747 비행기 동체 단면과

정이며,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

엔진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콘텐츠

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

를 전시했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

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검증·보완 할 계

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

획이다.

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
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자료 | 국토교통부,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
진 본격화”, 2020.7.14.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
공간이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생생한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5일
개관”, 2020.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
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
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
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

그림•안창남의 ‘금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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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는지난해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

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

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

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

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

기자동차는 113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

증을 완료했다.

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등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

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시 기준 약 40억 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

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 대 보급을

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는전기차 대비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  2020.7.24.

(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
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
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

환경부

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

5년 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 2025년까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

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친환경 미래차 보급이 확대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

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20조 3000억 원을 집중

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5대로 시범사업을 실시

투자하고,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

환경부는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또한 수소충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

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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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러한 불편은 개선되고 더 많은 지하철·길 안내 관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저탄소 경제로의

자료 | 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위한 도시철도 이용 정보 카카오맵
에서 한눈에 본다”  2020.7.7.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 환경부, “5년 내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한
다”, 2020.7.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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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교통약자 위한

소규모 건물 신·증축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 있으면

도시철도 이용 정보 한눈에 본다

주차장 1대 의무설치 면제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의 교통약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자 이동 및 환승경로, 편의·안전시설 안내 서비스를

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국토교통부, 카카오 등 민·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현재 47곳이다.

업을 추진한 결과 카카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손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

고 이번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카카오 맵에서 서울역, 용

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산역 등 역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의 경우와, 주차장 1

‘교통약자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애

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의 경우가 모두 해당

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휠체어 충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

전 등 편의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경

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

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구간을 선택하면 철도역

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 도면을 바탕으로 출입구와 환승이동 경로 등 단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계별 이동 및 환승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

한 1번 출구와 2번 출구 등 각 역사별 출구정보 메뉴

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

구비 여부가 표시되어 교통약자가 어느 출구를 이용

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하면 편리할 지를 사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특

런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히 지금까지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

경우 일반인보다 10~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

2019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

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 서비스로

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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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

저렴하여 연간 대당 약 12.6백만 원 절감이 가능할

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내버스 신규 도입(220대)에

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적용하면 연간 약 2,800백만 원의 연료비 절감효과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내 신·증축 시 주차장
설치 면제… 소규모 건축 활성화”, 2020.7.23.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그린모빌리티 선도할 전기버스 도입
박차… 하반기 166대”, 2020.7.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린모빌리티 선도할 전기버스 도입 박차,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승인

하반기 166대

총사업비 7,977억 원 중

서울시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린

금회 6,059억 원 승인(2~4공구), 금년 하반기 착공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 도입에 박차를 가

인천시는 현재 운행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

한다. 그린뉴딜 추경 편성액(국·시비 합계 248억 원)

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

을 활용하여 하반기 166대(시내 129대, 마을 37대)의

단연장선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됐다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상반기 계약된 차량(시내 91대)까지 포함하면 올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은 총 연장

서울시는 총 257대의 전기버스를 추가로 운영하게

6.825km, 총 사업비 7,977억 원으로 금년 하반기 건설

된다(시내 220대, 마을 37대). 기 계약된 상반기 도입

에 착수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분 91대는 차종선정을 이미 마치고, 지난 6월부터 평

이번에 승인된 사업구간은 서구 원당동(101역사)에

창동 지역 중형 시내버스 2대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

서 서구 불로동(103역사)까지 3.515km의 기타공사

적으로 투입·운행 중이다. 시는 하반기 도입물량도

구간으로 정거장 3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사업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7월 중 전

비 6,059억 원 규모이다. 향후 1차 사업계획 변경 구

기버스 도입노선 결정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차량 제

간은 계양역에서 서구 원당동(101역사)까지 3.310km

작에 들어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

를 연결하는 공사로, 특히 경인 아라뱃길 하부통과

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버스는 7월 중 ‘서울

구간은 쉴드TBM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시공

시 전기마을버스 표준모델’을 결정하고, 마을버스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송사업조합 주관으로 8월 중 제안서 평가 및 차종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은 공항철도와의 연

정을 끝내고, 차량제작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계인프라 및 인천북부지역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축하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교

버스의 경우 1대당 연간 주행거리가 약 85,000km으

통수요 증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로 전기버스로 교체 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상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료비가 CNG 버스보다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계획 승
인”,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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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

교통유발부담금 30% 특별 감면

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

대전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

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이 제도는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주고자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밝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통제에 한계가 있다 보니 도

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

영제의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

에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이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기

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보고와

부과대상 시설물은 2019년도 기준 9,876곳이며, 시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 원으로 총 45억 원 정도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

‘경기도 공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

금을 고지 받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

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

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

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특별 감면”,
2020.7.28.

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254개 노선)의 운영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
개 노선), 오는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

경기도

버스생태계 대변혁 경기도 공공버스,

특히 지난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

내년 81%까지 늘린다

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도내 전 시·군과 협약

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추

을 맺고 올 한해 115개 노선 1,210대를 모두 공공버스

진, 오는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

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
이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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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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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도, “‘버스생태계 대변혁’ 경기도 공공버스, 내년 81%
까지 늘린다”,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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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공이며, 참여사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버스 정류소 이름 4개 국어로 번역

인천공항의 수하물 위치추적 서비스는 공사가 국산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들의 버스이용 편의 증진을 위

화 개발 운영 중인 수하물확인시스템(AirBRS)를 기

해 버스 정류소명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번역용역’

반으로 개발됐다. 이 서비스는 공항홈페이지(모바일

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 외국

버전 포함), 인천공항 가이드앱(모바일앱)을 통해 필

인 주민 수가 60만 명을 넘어선 만큼, 경기도를 방문

수 정보를 입력하면 수하물의 탑재 여부와 위치 등

하거나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

버스정류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외국

편에 본인이 부친 수하물에 대한 정상 접수 여부, 개

어 명칭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용역을 실시한

장검색 대상인 경우 개장검색 진행상태, 항공기 탑

노선버스 정차 정류소는 총 4만1,839곳으로, 영어,

재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인천공항 모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국 언어로 번역을 추진

일앱 설치 승객이면 푸시 알림 설정으로 해당 수하

했다.

물에 대한 정보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1년까지 ‘외

수하물 바코드 스캔기능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

국인전용 버스노선 안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외

할 수 있다.

국인들이 4개 국어로 도내 버스 정류소 이름 등의 정

인천공항은 이번 수하물 위치추적 서비스 도입에 따

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라 승객들이 부친 수하물에 대해 걱정 없이 안심하

각 시군별·버스업체로 번역 결과를 활용해 관내 버

고 항공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향후 공

스정류소의 외국어 명칭 표기를 정비하거나 정류소

항 도착편에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

내 버스정보안내기 또는 버스 내 외국어 안내방송

을 밝혔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 경기도, “‘외국인도 이용 쉬운 경기버스’ 위해 버스 정류소
이름 4개 국어로 번역 ”, 2020.7.1.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수하물 위치추적 서비스 오
픈, ‘내 수하물은 어디에? 수하물 잘 실렸는지 직접 확인하
세요’”, 2020.7.1.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

인천공항, 수하물 위치추적 서비스 오픈

최초 도입

이제 인천공항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7월 1일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

휴대폰으로 수하물 상태 확인한다

비스’를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 이로써 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인천공항 출발편

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에서는 운전면허증 재발

(환승포함) 탑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치추적 서

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실물 신분증 대신 ‘모

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참여항

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

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이스타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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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도로교통공단이 이동통신 3사, 경찰청과 함께 개발

공단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여름휴가가 집중되

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는 공인 신분증을

는 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교

디지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국내 최초 서비스

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 평균 28,800여

로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

건, 하루 평균 약 6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

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타났다. 여름 휴가기간 교통사고로 일평균 약 10명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 사망하고, 92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휴가철을 제외한 연중 기간(1.1.~7.15., 9.1.~12.31.)의

는 이동통신 3사의 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 ‘패스

일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비슷한 수치를

(PASS)’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실물 운전면허

기록했으나 여름 휴가철에 사고건수는 약 8건, 부상

증을 촬영해업로드하면 단말명의/점유인증과 함께

자수는 약 27명이 더 많았다. 일평균 부상자수가 차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을 통해 운전

이를 보이는 이유는 휴가철에 주로 가족 또는 친구

면허증정보 진위를 검증해 등록할 수 있다. 블록체

간 여러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

인 기술 활용, 이통3사와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간 전

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외부 공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피

격에 대비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사용자 본인 명의

로·졸음 등으로 인한 부주의 및 여름철 호우로 인한

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등

빗길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휴가지 이동으로 장시

록이 가능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바코드

간 운전을 하게 되면 피로해지기 쉽고 집중력 저하·

가 초기화되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 및 캡쳐 방

졸음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피로가

지 기술이 적용돼 도용을 방지한다. 기본 화면에는

심해지면 그 신체적 영향이 눈에서 가장 먼저 나타

이름,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보여져 생년월

나는데, 동체시력이 저하되면서 운전 중 주변 차량

일이나 주소 등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개인정보를

의 움직임에 대한 인지와 반응이 늦어지게 된다. 여

보호한다.

름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료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
스’ 공공기관 최초 도입”, 2020.7.1.

서는 교통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
균 613건 발생”, 2020.7.23.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하루 평균 613건 발생
도로교통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생하기 쉬
운 빗길·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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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교통

교통 SPOT

마음이 편해지는
일상 속 교통
보도위 불법적재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보면 답답하다.
마음이 편해지는 일상 속의 교통관련 사진들을 모아보았다.
김건영

실장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

잔디로 덮인 트램 궤도

보행로에 적재물이 하나도 없다.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잘 준수하고 있다.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현장학습에 나선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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