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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일수도, 혹은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
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앞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코
로나19위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의 부분으로서
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할 아젠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간한 보
고서는 아직 시론에 불과하지만, 충북이 나가야할 방향을 담았
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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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의 시대, 길을 찾다
2021년 11.23~26 4일간 충북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미래사회 대응 역량강화
를 위한 충북정책포럼 WEEK”
을 개최하였습니다.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진
행하였는데, 첫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사회 개혁과 다른 하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메타버스사회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가졌습니
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참가자 및 소수의 전
문가들만이 공유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많은 충북도민들과 공유하고자 세미
나에서 논의되었던 이슈들을 활자화하여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변화는 크게 사회 내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변화의 충격은 내적 요인보다 감염병,
전쟁, 자연재해 등의 외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사회적 변화의 크기와 속도, 그리고 사회에 주는 충격의 정
도는 가히 폭발적일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이 바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겪
는 사회적 병리현상, 인간행동의 결과 만들어진 기후변화의 위기, 그리고 4차산업혁
명의 가속화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 등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멈추거나 숨으려는 전략은 우리 사회를 불가피하
게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며, 변화의 과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대
응하여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어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두려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문제,
양극화의 심화, 비대면 사회로의 정착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와 산업간 양극화 현상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
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는 점차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 정도
는 낮아져 감기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회복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IPCC는 2018년 보고서에서 자연적 복구가능
성을 나타내는 티핑포인트를 기존의 2℃에서 1.5℃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위기
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음을 경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은 3인의 학자가 공동수상하였는데, 물리학상 최초로 지구과학자가 수상하였으며 이
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 활동의 결과임을 입증한 것이었습
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 대비 지구상 총생명체의 무게 비율이 1900년에는 3%,
2000년에는 5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불과 20년 만에 100%까지 증가하였습니
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2043년에는 현재 수준의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
니다. 기후위기가 인간 활동의 결과라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당위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이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감염병 도래를 예방하는 처방
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탄소중립 사회”
를 만드는 것임을 합의
하였고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도 이러한 트렌드를 외면할 수 없으며, 오히
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
소, 태양광, 이차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기업은 ESG
경영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도 저탄소
공정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적 공정 또한 증진시켜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
로의 변화는 이미 가시적인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실과 가상의 조합이 현실화되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으로의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의 상용화 트렌드입니다. 이에 지난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의 이해, 메타버
스와 산업활용 이슈, 메타버스와 관광, 도시에서의 메타버스 적용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일수도, 혹은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앞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위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의 부분으로서의 메타버
스는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할 아젠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출간한 보고서는 아직 시론에 불과하지만, 충북이 나가야할 방향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을 출판하기까지 수고한 충북정책개발센터 정용일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12.

정 초 시 충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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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와 지역산업위기
코로나19, 바꿔 놓은 일상

먼저‘산업위기’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2019
년 말인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
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7년에‘제3의 물결’
이라는 책으
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이죠.‘제3의 물결’
의 책에서 토플러가 예측한 미래의 세계는
대부분 맞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예측은 아마‘재택근무’
의 보편화 일겁
니다. 토플러는 미래사회에서는 재택근무하며 살거라고 예측했지만, 생각보
다 그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코로나19’위기를 맞으면
서 생각지 못하게 빠르게 재택근무가 실현되었고,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결
국 우리 지역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산업에는‘기회’
의 창도 열렸지만
‘위기’
의 문으로 더 크게 열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Net-zero)

기후변화의 위기

자료 : 이두희 (2021), ‘충북포럼’ 발표 자료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기후 변화가 코로나19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병 바이러스와 관련 주요 매개체는 박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중국 우한의 박쥐에서 시작하여 수산물 시장의 천산갑이라
는 파충류로 전이되어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오지 않았나? 라고 원인을 추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있었던‘메르스’
라는 감염병을 기억하시나요? 이
메르스는 박쥐에서 시작하여 낙타로 전이되어 인간에게 전염되어 나타났다라
고 합니다. 사스도 박쥐에서 사향고양이로 전이되고 이것이 다시 인간에게 전
이되면서 발생한 감염병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유사한 감염
병의 가장 중요한 자연 숙주로‘박쥐’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박쥐일까
요? 박쥐는 정말‘회색 동물’같아서 동물인지 또는 조류인지 묘하지만 바이
러스도 동물과 조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 박쥐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 온난화로 박쥐의 거주지가 인간
이 많이 거주하는 북방 또는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쥐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인간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속에 바
이러스도 함께 이동하였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바로‘지구 온난화’
가 이러한
전염병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후 변화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바이

011

러스와 전염병의 확대 및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의 재택근무로 대표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되는 사회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서 대규모 전염
병이라는 갑작스러운 쇼크는 우리 경제에 충격과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죠. 과
연 경제쇼크로 인한 우리경제의 위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대표적인 위기는‘IMF 위기’
라고 표현되었던 아시아
재정위기인 1997년도 이후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 지표가 확 떨어졌다가
‘V자 반등’
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위기가 있다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 위기’
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재정
위기와 같이 금융위기에서도‘V자 반등’
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 저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코로나19 위기’
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의 위기와 기회

012

자료 : 이두희 (2021), ‘충북포럼’ 발표 자료

2008년 금융위기와 V자 반등 이후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던 우리나라 산업
중 2016년 부터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조선 공급이 과잉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조

선산업의 위기인데 관련 지역에는 더 큰 충격의 지역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
있습니다. 거제도의 경우 세계 2위, 3위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
습니다. 그곳에는 제조업의 97%가 조선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

탄소중립 (Net-zero)

리나라 조선업은 주로 울산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조선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이 잘 나갈 때는 20만명 이상이던 고용이 산업위기를 경험한 2016년 이후 고
용이 확 떨어지면서 10만명 정도로 크게 고용이 줄어듭니다. 10만명이 사라진
지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경제는요? 산업위기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다시 세계 1위로 돌아온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떠나버린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건너버린 거죠. 지역
의 고용과 산업 및 경제는 회복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지역위기를 잘 대
처하는 부분이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역량 양극화 현상은 더 큰 위기 초래

지금까지 살펴본‘산업위기’
와‘지역산업위기’
는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
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혁신’
을 비롯한 근본적인‘산업역량’
을강
조합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산업역량이 해당 산업과 지역에 있느
냐가 중요합니다. 바로‘지역 산업역량’
이 있을 때 산업위기 극복과 함께 지
역 일자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수도
권과 수도권의‘산업역량 양극화’현상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본사 기능과
R&D 기능 및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어 산업혁신 역
량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이 강합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주로 공장위주의
생산기능이 강하다 보니 지역산업역량은 낮습니다. 우리 신체와 비교해 보면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이라든가 R&D 및 본사 기능은 수도권에 있고, 팔 다리와 몸통에 해당하는 기
능은 비수도권에 있어 온전한 몸의 형태가 아닌 기형적인 형태로 분리된 산업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좋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선 순환의 산업구조
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산업위기가 왔을 때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쇼크
가 왔을 때 지역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고용성장률 공간군집분석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용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묶인 곳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빨
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성장률이 낮은 지역으로 묶인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흰색 또는 회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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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빨간색 지역은 고용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파란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색은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을 비교해 보면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색은 수도권이고 파란색은 조선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남동 지역이고 통계
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지역은 충청권입니다. 그야말로 머리와 몸통, 팔, 다리
가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산업입지 구조에서
는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은 주로 머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
니다. 바로 산업역량이 강한 지역입니다.
지역성장률(고용성장률) 공간군집도 분석(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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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이두희 외(2019),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산업연구원

이러한 머리와 몸이 분리된 산업입지 구조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쇼크가 왔
높아 가능하지만 산업역량이 낮은 지역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피사노(Pisano) 교수와 시(Sih) 교수를

탄소중립 (Net-zero)

을 때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산업역량이

중심으로 제조업의 산업혁신 르네상스 정책을 주장한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머리와 몸과 하나가 된 지역과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역량이 강화되
어 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인 미시간을 중심으로한 오대호 지역에 산업 부
흥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 제도와 방안이 도입되어 2009년
이전 10여년간 700만 가까이 일자리가 소멸되던 러스트벨트에서 제도가 시행
되면서 일자리 감소가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7년간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늘
어났습니다. 바로 지역산업 위기의 대역전극이 벌어진‘제조업 르네상스 정
책’
이었습니다.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보유한‘산업 공
유자산’
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산업에도 그
런 공유자산이 있고 이것이 사라질 때 러스트벨트와 같은 산업공유지의 비극
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그 산업공유지의 비
극을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공장 위주의 생산기능만 발달할 경우,
산업역량이 떨어지고 생산비용이 증가할 경우 기업은 비용경쟁력이 있는 지
역이나 해외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할 경우가 바로 산업공유지의 비극이 발생
하게 됩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도 공장이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이전
하면서 자동차와 기계 및 철강산업 자산이 점차 녹슬게 되면서 산업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역산업역량 종합지수를 통한 지역의 위기대응 역량 예측

저는 피사노 교수가 제안한‘지역 산업공유자산’
을 지역 산업역량으로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역 산업역량이 강한 지역이 산업위기가 왔을 때 빠
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산업역량의 핵심인 머리와 몸이 하나
가 된 산업공유자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역산업역량을 크게 3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9개의 변수를 지수화한‘지역산업역량’
을 2017년도에 처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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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했고,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충청권의 산업역량은 어떤가요? 청주시
가 속해 있는 직장과 거주지가 일치하는‘산업경제통계권’
의 종합 산업역량은
11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69개 산업경제통계권 중 11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속한 권역은 20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
시는 당진시와 서산시 등은 산업이 발전한 도시 같지만 이들이 속한 권역의 산
업역량은 56위로 낮은 역량입니다. 이 말은 팔과 다리 등 몸통만 있지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역량의 핵심은 연구개발 등 소프트
웨어와 본사 기능이 있는 머리가 있느냐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경우인
보령, 청양, 홍성 같은 경우에는 69개 중에서 64위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산업
위기가 오면 위기극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령에 우리가 잘 아는
석탄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 전환으로 산업위기가 오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산업역량 종합지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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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통계권 지역명
[경기]오산-화성
[경기]수원
[대전]서-유성-[충남]계룡-논산
[서울]구로-영등포
[인천]연수-웅진-중구
[경기]김포-[인천]강화-서구
[경기]광명-[서울]관악-금천
[경기]과천-성남-[서울]서초
[경기]군포-안양-의왕
[경기]여주-용인-이천
[세종]-[충남]공주-[충북]보은-청주
[서울]강남-송파
[경기]안성-평택
[충남]아산-천안
[경기]시흥-안산
[경기]광주-하남
[경남]양산-[울산]울주
[경남]김해-[부산]강서
[경기]고양-[서울]마포
[충북]괴산-음성-증평-진천-충주
[대구]달서-달성
[경북]구미-군위-김천-상주-칠곡
[인천]남-남동-동구

종합지수

순위

1,621
1,611
1,604
1,552
1,530
1,512
1,511
1,507
1,468
1,448
1,445
1,424
1,398
1,372
1,369
1,367
1,350
1,333
1,307
1,300
1,293
1,269
1,2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경기]부천

1,261

24

[경북]경산-영천-청도
[경기]양주-파주
[서울]강동-광진-성동
[광주]광산-[전남]무안-영광-장
성-함평
[강원]양구-인제-철원-춘천-홍
천-화천
[광주]동-북구
[서울]강서-양천
[전북]김제-전주
[대구]동-북구
[부산]기장-해운대
[제주]서귀포-제주

1,253
1,228
1,225

25
26
27

산업경제통계권 지역명
[강원]원주-횡성-양평
[경남]거창-합천-[경북]고령-성주
[광주]-남-서구-[전남]나주
[서울]동작-용산-중구
[경남]밀양-의경-창녕-창원-함안
[부산]남-동-영도-중구
[대전]대덕-동-중구-[충남]금산-[충북]영동-옥천
[서울]서대문-은평-종로
[전북]군산-익산-[충남]부여-서천
[부산]수영-연제
[경기]가평-구리-남양주
[강원]강릉-고성-속초-양양-평창
[경남]남해-사천-산청-진주-하동-함양
[인천]계양-부평
[전남]광양-순천-여수
[서울]강북-노원-도봉
[경북]경주-영덕-울릉-포항
[경기]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
[대구]남-서-수성-중구
[전남]담양-[전북]고창-부안-순창-정읍
[충남]당진-서산--예산-태안
[서울]동대문-성북-중랑
[부산]부산진-븍-사상
[전남]곡성-구례-[전북]남원-무주-완주-임실-장
수-진안
[부산]사하-서구
[강원]영월-[충북]단양-제천
[부산]금정-동래

종합지수

순위

1,176
1,137
1,126
1,126
1,122
1,116
1,101
1,096
1,092
1,078
1,067
1,055
1,054
1,052
1,046
1,041
1,038
1,032
1,022
1,019
1,018
1,014
0,993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0,992

59

0,985
0,970
0,964

60
61
62

1,214

28

1,214

29

[울산]남-동-북-중구

0,960

63

[충남]보령-청양-홍성

0,955

1,214
1,207
1,199
1,198
1,192
1,186

30
31
32
33
34
35

64

[경북]문경-봉화-안동-영양-영주-예천-의성-청송
[전남]강진-고흥-보성-완도-장흥-진도-해남-화순
[전남]목포-신안-영암
[강원]동해-삼척-정선-태백-[경북]울진
[경남]거제-고성-통영

0,937
0,925
0,896
0,787
0,589

65
66
67
68
69

자료 : 이두희 외(2020), ‘산업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방안 연구’, 일자리위원회.

저희 연구진은 실제 지역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역산업의 실태를 조사하기
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 산
업들은 대부분‘쇠퇴기’또는‘소멸기’
에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우

탄소중립 (Net-zero)

위해 358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우리 지역산업이 지

리나라가 만약에 산업전환을 하지 못한다면‘러스트벨트처럼 위기로 갈 수 있
다’
라는 함의를 가지는 실태조사의 결과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지역들은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지, 이제‘위드코로나’
로 오면
서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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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과 충북의 산업 및 고용 현황

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 변화

충청북도(이하 충북) 지역은 현재 광공업, 서비스업, 수출, 고용, 소비자 물
가 등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북은 제조업 중
심이기 때문에 2020년 4/4분기부터 광공업의 빠른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도소매업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가다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2021년 1/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도 중요한 위기극복의 신호인데 이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위기는 확실히 2020년이 가장
고비였다는 것을 통계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업은 주로 수도권에 있고 비수도권은 공
장 등 생산기능이 주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고용성장이
높았던 비대면 서비스는 ICT산업 또는 4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충
북이나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다소 산업역량이나 산업이 미흡한 상황
입니다. 특히 향후 사회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 강화되면 더욱 비수도권의 지역산업역량이 우려되고 지역고용도 크게
우려될 수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도 많이 존재합니
다. 충북 지역도 디지털화로 인한 서비타이제이션이 강화되고 친환경 탄소중
립과 같은 산업재편이 진행될 위드코로나 시대의 산업전환과 산업역량을 강
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재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
택근무와 같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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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 고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가 살아나면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서 고용률도 회복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코로나19가 한참인 2020년에 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주요 산업들
을 살펴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입니다. 이 코로나19 위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와 관
련된 ICT산업도 포함됩니다. 충북의 경우도 ICT 즉 정보통신 산업들이 코로나
로 또는 위드 코로나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는 디지털화와 관련된 산업재편으로 충북의 산업재편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산업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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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7월
전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관
리,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6월

증감

증감률

18,566
12
3,643

-136
-1
-83

-0.7
-4.7
-2.2

69

2

115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18,812
12
3.659

323
0
19

1.7
0.4
0.5

증감률

18,839
12
3.663

274
0
19

1.5
0.2
0.5

3.6

70

2

3.2

70

1

1.4

4

3.2

118

4

3.3

119

4

3.4

1,388
2,260
702
1,162
610
769
411

6
-63
-28
-130
-1
9
15

0.4
-2.7
-3.8
-10.1
-0.2
1.1
3.9

1,403
2,273
702
1,092
657
772
429

12
21
1
-51
5.2
8
18

0.9
0.9
0.1
-4.5
8.6
1.1
4.5

1,389
2,282
706
1,098
664
772
430

0
23
4
-64
5.4
3
19

0.0
1.0
0.6
-5.5
8.8
0.5
4.6

1,094

37

3.5

1,146

57

5.2

1,152

58

5.3

1,137

-45

-3.8

1,120

-17

-1.5

1,123

-13

-1.2

816

64

8.4

858

60

7.5

863

47

5.8

1,623

36

2.3

1,671

44

2.7

1,650

27

1.7

1,909

91

5.0

1,995

99

5.2

2.014

106

5.5

309

-40

-11.6

301

1

0.4

301

-8

-2.6

537

-7

-1.2

531

-9

-1.6

531

-6

-1.1

자료 :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2021.8)

충북의 광공업 생산 지수를 보면, 현재 기여도가 화학산업이 7.86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마도 하이닉스라는 대기업도 있고 해서 이런 산업구조를 나타내
고 있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에

탄소중립 (Net-zero)

지역의 산업재편 방향을 찾아야 할 때

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바로 화학산업입니다. 세미나 시작때 말씀드린바
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탄소중립화는 대세입니다. 바로 산업전환도 이 탄소중립과 연관이
높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서비스업이 약하고 정보통신 관련 산업도 약한데 탄
소중립사회로 빠르게 진행될 때 충북의 산업구조는 어쩌면 산업위기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산업 재편의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
냐’
라는 것이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충북은 그동안 태양광이라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분야, 특히 태
양광 부품 산업(우리나라의 60%)이 매우 발달한 긍정적인 산업구조의 장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바이오밸리 등도 향후 산업재편에 긍정적인
시그널과 장점입니다. 하지만 화학제품들의 기여도가 높다는 산업구조의 특
징은 향후 탄소중립화 정책과 산업 재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
표에서 이러한 산업재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기
간 동안 충북의 산업구조 특징 중 시도별 폐업 사업체 수가 충북이 아주 높다
는 점입니다. 지금 충북의 산업구조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폐업체 수가 많다
는 것은 지역산업위기에 소상공 또는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충북
의 혁신지수도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즉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혁신지수가
높지 않아 산업위기에 지역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위기로 전이 될 수 있음을 통
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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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충북지역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증감률1)

(전년동분기대, %, %p)

구분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광공업생산(총지수)

-2.6

-4.2

-13.8

-4.9

광업

0.0

-4.4

-2.7

-9.2

-2.7

-4.2

-13,9

-4,9

-1.5

-0.7

-11.5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약품 제외

2020
4/4

2021
1/4

2021
2/4P

2.2

7.6

19.6

-

-2.1

11.6

9.0

0.04

2.3

7.6

19.7

19.58

-0.9

27.5

30.4

56.7

7.86

기여도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0.3

-16.0

-23.2

-16.8

-1.9

9.4

29.6

5.49

-23.7

-16.6

-35.2

-13.7

-7.6

7.5

39.9

1.6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0

1.5

-17.8

-1.4

0.1

1.4

23.0

1.4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3

6.9

3.1

-1.6

0.1

-0.4

-1.6

-0.03

기타 제품

-6.7

-3.5

-19.2

14.0

-6.3

-31.0

-19.9

-0.09

음료

-14.0

-12.2

-12.9

4.3

-0.4

-1.1

-4.2

-0.18

7.2

0.4

-11.0

-10.4

-5.3

-13.2

-20.3

-0.92

-3.5

-1.2

0.9

4.9

10.0

8.9

4.4

0.01

금속기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전기업 및 가스업

주1) : 전년동분기대비 제조업 증감률(기여도순) 상위4개, 하위4개 산업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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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
구분
서비스업생산(총지수)
교육 서비스업

(전년동분기대, %, %p)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P

0.4

-2.7

-3.6

-3.1

-2.0

-1.8

-4.0

-1.7

-3.5

0.1

3.7

-

-1.2

-0.1

4.4

0.68

기여도

금융 및 보험업

1.8

4.7

6.2

7.5

5.2

8.2

5.9

0.54

도매 및 소매업

-3.2

-3.6

0.0

-1.8

-1.2

3.1

1.7

0.31

수도, 허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7

2.1

7.1

1.8

7.9

3.4

9.4

0.30

정보통신업

-1.4

0.0

-3.3

-1.7

1.8

1.9

6.3

0.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

4.6

2.1

-0.2

-1.6

-0.1

1.8

0.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8.2

-29.3

-18.7

-19.4

-6.5

11.2

0.26

운수 및 창고업

2.9

-9.5

-16.5

-16.1

-16.4

-8.0

3.4

0.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0.6

-2.5

-0.5

2.1

0.5

4.6

0.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14.6

-9.6

-3.4

-8.5

1.5

6.3

0.25

부동산업

8.6

16.3

20.4

12.0

7.8

9.8

5.4

0.14

숙박 및 음식점업

-0.4

-17.7

-16.7

-11.7

-18.9

-12.4

1.4

0.0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4

-6.4

-2.5

-6.2

-4.0

-1.6

1.1

0.0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 통계청, 2021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이두희 (2021), ‘충북포럼’ 발표 자료

위드코로나와 그린뉴딜 트렌드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와 산업 재편

그린뉴딜 트렌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1.5도라
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말했는데 얼마나 줄여야 될지를 논쟁해볼 필요성이 있

탄소중립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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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지금 추세에서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쟁이 많습니다. 독일 같
은 경우에는 2022년에 원전 제로, 2038년 석탄 제로 그다음에 내연기관을 다
없애는 계획과 이미 203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탄소중립 또는 이
산화탄소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강, 금속, 주조, 화학 산업의 비중이
높아 그린뉴딜 관련 산업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멘트와
석유 정제품 등도 산업비중이 높아 그린뉴딜과 산업전환에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물론 중국이 제일 높지만, 그 다음
이 우리나라 28.4%로 높습니다. 주요국의 탄소 집약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높
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다음입니다. 오렌지 색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코 탄소중립 트렌드에서 산업재편이 될 경우 산업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주요국 그린뉴딜 트렌드

자료 : 이두희 (2021), ‘충북포럼’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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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각 선진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합의를 통해‘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적게 한 곳의 제품들을 수입 하겠다’
라고 수입 장벽을 놓았을 때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제품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면 비용이 올라가고 제조업 중심의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는 산업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OECD 주요국 발전
량과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
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50년에 어떻게 하
겠다는 타겟팅 목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
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발전 부분입니다. 유
럽도 그린뉴딜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 있어서도 에너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뉴딜’
을 살펴보기 전에,‘뉴딜’
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
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 2차대전과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대
통령이 1932년에 취임하면서 시작한 뉴딜정책은 이제 거의 100년에 가깝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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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딜’문화가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오늘 포럼에
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산업재편 속에 어떻게 지역산업을 재편하고 성공적
인 산업전환 할 것인가의 핵심 화두는 바로 이‘딜’
입니다. 사실 딜은 우리나
라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
다. 영화를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딜’
하고 주먹을 탁 부딪히는 장면이 익숙
합니다. 어떤 사안에 서로 공유하고 양보하여 합의와 연대를 이끄는 것이‘딜’
의 핵심인데 어쩌면 지금 이 포럼도 그런 딜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서로 공유
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여 주먹을 치면서‘우리 지역산업을 이렇게 바꿔나
갑시다, 우리 충북의 산업을 이렇게 전환시킵시다’
라고 딜을 한다면 이 그린
뉴딜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린뉴딜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
인해 보면, 이미 입법화된 나라로 가장 빨리 추진 중인 스웨덴, 그다음이 영
국, 뉴질랜드,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 추진
국가로서 그나마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 산업구조
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탄소배출량
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11.74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탄소 배출이 산업 분야별
로 어디서 어떻게 많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전력산업 부문에서 많이 배출되고

가솔린 자동차 등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하
여 2030년까지 계획 비율을 고려해 보면, 충북은 태양광이 60% 가까이 생산
부분에 기지화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Net-zero)

이어서 교통 부문입니다. 물론 빌딩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젤이나

세계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 부문별 탄소 배출구조
국가

전
세계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1차 에너지
소비(Mtoe)

CO2 배출량
(Mt of CO2)

14,282.0
(100.0)
3,196.4
(22.4)
2230.8
(15.6)
919.4
(6.4)
759.3
(5.3)
426.0
(3.0)
302.1
(2.1)
297.6
(2.1)
282.3
(2.0)

33,513.0
(100.0)
9,528.2
(28.4)
4921.1
(14.7)
2,307.8
(6.9)
1,587.0
(4.7)
1,080.7
(3.2)
696.1
(2.1)
547.8
(1.6)
605.8
(1.8)

1인당 전력
소비(kWh/
capita)

1인당 에너지
소비
(toe/capita)

탄소/에너
지 집약도
(tCO2/toe)

1인당 탄소
배출(tCO2/
capita)

3,260

1.88

2.35

4.42

4,906

2.30

2.98

6.84

13,098

6.81

2.21

15.03

968

0.68

2.51

1.71

6,917

5.26

2.09

10.98

8,010

3.37

2.54

8.55

6,848

3.64

2.30

8.40

15,438

8.03

1.90

15.25

11,082

5.47

2.15

11.74

자료 : 양의석 (2021),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이제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한국형 뉴딜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이 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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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처음 발표했을 때 탄소중립 추진기반이 빠졌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다가 2021년 7월에는 포함되면서 이제는 그린뉴딜 대과제가 4개로 확대 되었
습니다. 과연 관련 일자리가 2025년까지 얼마나 만들어 질지를 보면, 한국형
뉴딜을 통해 190만 개가 계획 중인데 그 중 그린뉴딜이 65만 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와 ICT산업이 발달한 4차 산업혁명 때는 일자리가 얼
마나 창출될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그린뉴딜 쪽에는 일자리가 굉
장히 많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딜 사업에서도 90만 개
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 4차 산업혁명의 영
향으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가속되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때 이런
뉴딜 부분에서 일자리가 난다는 것으로 고려하여 산업전환을 계획해야 할 것
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투자할 예산
과 주요사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주요 사업은 그린 스
마트 스쿨,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등
입니다.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제로사회 달성을 위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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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외연 확대

3대 목표
녹색 일자리
체계 전환

미래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8대 추진과제
1. 발전 |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2. 분권 | 에너지분권과 분산형 지역에너지체계 구축
3. 건물 | 그린리모델링 확대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4. 수송 |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조기 보급
5. 산업 | 스마트-그린산업 전환 촉진
6. 농업 | 스마트농업 육성 및 기타
7. 생태 | 생태복원력 확대와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
8. 금융 | 녹색금융 활성화

‘20.7월「그린 뉴딜」

‘20.7월「그린 뉴딜 2.0」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2.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뉴딜) 튼튼한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예시) 배출량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생활 속 온실가스
실천운동 참여

법제도

추진체계

재원마련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뉴딜) 그린수소 기술 개
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를 확산

그린뉴딜
기본법

그린뉴딜
위원회

그린뉴딜
기금

*예시) 해양에너지(파력, 해상풍력) 등 다양한 전원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자료 : 기획재정부(2021. 7. 14),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자료

그린뉴딜과 연계된 탄소중립의 넷-제로 정책 관련해서는 2030년과 2050년
까지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 새로 추가된‘탄소중립’추진전략을 보시면 3+1 전략인 경제 구조의
적 기반 강화와 관련 사업들이 주요사업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저탄소,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제도

충북 또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

특히 관련 사업과 연관된 2차전지 산업은 우리 충북이 강점을 가진 부분입
니다. 충북은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
지만 탄소저감 기술사업과 탄소포집저장(CCUS)산업과 같은 부분은 충북이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탄소제로 또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탄소제로를 2050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로 사회, 건물, 생산 모빌리티 자
동차 등이 주요한 사업과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성과지표에서 2025년까
지 사실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사업들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기차 보급대수, 수소차 보급대수,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등 정부정
책의 계획에 대해 충북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는 관련 산업재편을 어떻게 하고
산업전환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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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충북의 산업 및 인력 재편 방향

산업구조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 준비 필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산업의 인력이 어떻게 재편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클린에너지 이노베이션 시스템은 탄
소중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랭킹을 보면 34개 국가 중에
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상향해서 14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
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 시스템, 즉 클린 에너지 시스템 인덱스 랭킹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추진 방
향을 보면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 정책 동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
자체, 즉 충북도청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탄소중
립 녹색산업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잠깐 보
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경제 또는 산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업 구조에서 저탄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산업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책
과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노동전환 정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
니다. 선도유망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서 3가지가 있고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
정전환도 있는데, 녹색 금융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이
열악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강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편에 대해서
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특히 발전소와 같은 경우는 충북도 그렇지만
충남은 산업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핵
심기술을 살펴보면, 녹색산업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라 충북의 산업재편 정책
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산업
전환에 대비해 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026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제조업의 서비스화

저는 오늘 소개할 내용 중에서‘서비타이제이션’
라는 화두를 하나 가져왔습
니다.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산업 전환과도 관련
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20세기 산업화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았습니
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x축)에는 가치사슬을 세로축
(y축)에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가치사슬의
처음 단계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으로 시작해 점차 우축으로 이동하면서 제
품화와 제조 및 판매와 애프터서비스(AS) 등으로 이어집니다.
20세기는 그림에서 보듯이 역 U자 형태로 부가가치가 형성되다가,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스마일커브 형태(U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조업 생산기능 중심의 비수도권은 20세기 산업 구조에 아주 강점을 가지는
서 부가가치가 높아 수도권이 유리한 산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 끝단이
합쳐져‘하트 커브’
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인

탄소중립 (Net-zero)

산업구조입니다. 스마일커브에서는 앞단과 뒷단의 판매, 서비스, 마케팅 등에

서비타이제이션이 진행될 때 하트 커브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타이제
이션은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 버리는‘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을 추구
하게 됩니다.
서비타이제이션과 스마일 커브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high

판매·서비스

제품·연구개발

마케팅

부가가치

브랜드 구축
유통

디자인

제조

low

20세기
산업화 시대

가치 사슬

자료 : 이두희 (2021),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산업과고용 창간호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되는 서비타이제이션

실제로 디지털화와 스마트물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이 급
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가 이런 발주를 해야지하고 부
품 업체에게 오더를 하자마자 바로 배달되어 오는 사회죠. 어떤 소비자가 옷
을 구매하기 위해서 막 찾아보고 있다가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쿠팡이나 아마
존에서 배송이 되는 형태라고 할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화가 스마트물류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제조업이 서비스화 즉 서비타이제이션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이 모든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업의 일자

027

리는 자꾸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부족한 충북을 비롯한 지역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일자리는 더욱 어려움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타이제이션의 물결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지 지역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탄소중립사회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에는 공장을 지으면 사람이 몰려 왔지만, 이제는 기업이 사람을 찾아가는 형
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을 전후로 이전에는 사람이 기업을 찾아가는‘People follow jobs’
의 형태였지
만, 2005년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기업이 사람을 찾아 가는‘Jobs follow people’
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형태의 일자리의 인과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향후 산업단지도 함부로 아
무 데나 조성해서는 안되고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있는 청주와 같은 도시와 서
비스가 발달한 지역에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서비타이제이션 사회로 가
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디자인하고 거기서 생산하고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토탈 솔루션 형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를 충북에서 갖출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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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제품, 생산, 제조, 서비스가 함께 묶
여지는 서비타이제이션은 에너지 절약형 또는 친환경 형태로 도심형 산업으
로 전환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타이제이션은 이
미 토탈 솔루션 형태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털 솔루션의 서비
타이제이션 사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 다이슨, 애플, 네슬레 등
많은 기업이 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05

선도적 지역뉴딜,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딜(deal)을 통해 산업전환에 성공해야 할 것

과연 탄소중립의 서비타이제이션 사회에서 우리 충북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뉴딜’
이든‘빅딜’
이든 어떤‘딜’
을 통해서 산업재편에 따른 산업전환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으로 산업재편을 하려면 기업들의 비용이 높아질 것인데 이를 기업
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비타이제이션으로 가면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 노동

자들이 그걸 합의해 줄까요? 결국은 설득하고 이해하고 노사가 딜을 통해 일
과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이 딜에 참여하여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부분에 합의와 협력을 통해 서비타이제이션의 토탈솔루션으로 나

탄소중립 (Net-zero)

자리를 지키면서 탄소중립의 산업전환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

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민정 상생형 ‘줄탁동시’ 모형

먼저, 제조업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이
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업공유자산은 한 번 사라져버리면 돌이키기 대단히 어
렵습니다. 이게 미국‘러스트벨트’
의 경험입니다. 충북에 잘 갖춰져 있는‘산
업 클러스터’
라는 산업공유자산을 우리가 먼저 인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이 소중한 자산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
교를 비롯한 대학교와 충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연구소도 이 소중한 자산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기업과 공장도 너무나 소중한 산업공유자산
입니다. 이걸 함부로 외국에 보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 러스트벨트 즉
산업공유지의 비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는 계란 부화과정의‘줄탁동시’
라는 개념을 도입하
여 어떻게 노사민정이 빅딜을 하여 그린뉴딜 또는 탄소중립과 서비타이제이
션의 위협을‘기회’
로 전환할지 상생협력의 모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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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줄탁동시 모형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Y축 : 투자주체

노사협력

·중앙정부
·조세·금융 지원
정
·지원 인센티브
·지방정부

·사회적경제
·공공사업

·공공연구
·의료·바이오

·대학교
·시민사회
·지역금융

민

·금형
·뿌리산업

·협동조합(강원형)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광산업
·수소차

·기업운영
·관련기업
·대중소협력

사

·자동차
·조선
·섬유
·정밀기계

·석유화학
·전자기기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노동조합
·노동여건
·급여조건
·노동시간

노

·조선
·자동차
·섬유, 의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식품산업

노동

노노협력

·임금
·인력
·숙련인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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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자
·투자
·기술
·이익

·공공관광

대중소 협력

노사협력

토지
·산업단지
·사업환경
·혁신생태계
·데이터

X축 : 생산 요소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메커니즘
- E Ostrom,“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
‘산업공유지의 비극’
을 넘어 : 신제도학파 이론
- 조정비용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조정 기구의 형태, 관련 법규 등
·일자리·투자 주체 리스크 협력 대타협
-노(임금감소, 실직 위험), 사(투자위험, 사업불확실성, 비용위험), 민(실업, 지역경기 위험), 정(국가 및 지역경제 위기)

자료 : 이두희 외(2020), ‘산업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방안 연구’, 일자리위원회, p.21.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생산 관련 토지는 다양
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산업단지라든가 생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탄소중
립 관련 환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생산요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보면,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는 이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는 지대입니다. 투자주체는 대표적으로 노동자, 사용자(기업), 민간 및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역할은 노·사·민·정의 조직이나 활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
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 여건이나 급여 조건, 노동 시간제 등이 되
겠죠.‘사’
는 기업 운영이나 공급사슬의 대중소 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

분이 있습니다.‘민’
은 대학교, 시민사회, 공공연구소, 지역금융 등입니다.
제도 등입니다. 노·사·민·정이 그린뉴딜과 서비타이제이션의 산업전환을
위한 기업 또는 투자 유치와 사업전환의‘딜’
을 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정’
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세정책을 포함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향후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전기차)로 전
환을 위한 노동과 자본 요소의 양보와 노·사가 합의를 통해 기업은 산업전환
을 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산업공유자산을 유지 성장하는 전략
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줄탁동시’모형 그림에서 보시듯 계란 내부에서
노동과 자본 및 노·사는 계란 안 쪽에서 서로 줄기차게 합의해 나가는‘줄줄’
소리를 냅니다. 계란 외부에서는 토지와 민·관이 정확히‘탁’지원을 하여 딜
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계란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나오듯 새로운 친환경 사
업과 서비타이제이션의 토탈솔루션의 사업이 유치되거나 사업전환을 하게 되
겠죠. 그런 딜을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현재 우리 정부가 하
고 있는‘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충남은 몇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충북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광주형 또는 군산형 일지리와 같은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 신안과 영암을 중심으로 한 풍력대단지의 전남
형 일자리, 전기차의 동력장치인 파워트레인 같은 핵심부품 생산의 부산형 일자
리, 소형 전기차 생산의 횡성형 일자리, 디젤 농기계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사업인 대구형 일자리, 그린모빌리티 및 친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차전지 관련 구미형 일자리, 친환경 산업단지의 뿌리산업 기업 연대협력
의 밀양형 일자리 등 다양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
북형 일자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형 일자리는 탄소중립에 맞춘 산업
전환과 연계된 사업이나 투자유치를 찾아보기를 제안합니다. 또는 서비타이제
이션이 트렌드에 적합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와 사업전환을 위한 충북형 일자
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노벨 경제학 분야 수상자 중 첫 여성이었던
오스트롬의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제도학파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
라 생각됩니다. 아마 한국적인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이 상생
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사·민·정의 딜을 통해 탄소중립
의 산업전환과 서비타이제이션의 트렌드에 적합한 기업 또는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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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과 함께 고민해야할 노동전환

탄소중립과 서비타이제이션 산업전환의‘빅딜’
과 함께 지역의 노동 전환
도‘빅딜’
이 필요합니다.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동전환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안이 지난해
에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와 화석연료 발전소 등이 탄소중립을 위해 어떻게
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 노동전
환은 이제 법제화시키고 사회적 대화와 딜(대타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업과 근로자 및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제도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시면
철강, 석유, 시멘트, 정유화학,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탄소중립 또는
그린뉴딜과 관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친환경 업그레이드라든가 산업 대전환
등 투자 촉진과 신산업 도약과 노동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소
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운영 되려면 충북도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실행과 역할
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은 산업전환으로 다가올 지역의 산업위
기를 막을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융복합인 서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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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이션 관련 사업으로 충북은‘바이오 헬스’
가 유력해 보입니다. 의료기기
를 가지고 렌탈 서비스하고 IOT서비스와 연결시켜 서비타이제이션하는 방안
입니다. 렌탈 서비스로 사후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부가가치가 계속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린산업 또는 탄소중립사회에서 수소 에너지 또는 2차전지 관련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핵심 기업들을 유치할 노·사·민·정 빅딜로 상생
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딜에는 산업전
환 투자와 함께 노동전환 관련 사업도 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
민·정 상호 대타협(딜)을 이뤄서 그린뉴딜 또는 탄소중립 관련 외국기업이든
수도권 기업이든 투자유치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전환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타협(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는 지역 에너지수요관리와 관련된 산업부문, 주택부문, 공
공부문 등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정부계획
탄소중립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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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저탄소
전환
지원
(자동차·
석탄 등)

저탄소
전환
지원
(철강 등)

분야

부처

‘22.1분기

고용부

유급휴가훈련 확대 시행

‘22.1분기

고용부

공동훈련센터 추가 설치 및 지원수준 확대

‘22.1분기

고용부

노사 협업형 훈련과정 운영

‘22.1분기

고용부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운영

‘22.1분기

중기부 등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노동전환 지원금 지급 개시

‘22.1분기

고용부

자동차 ISC 설치

‘21.3분기

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2.1분기

고용부

지역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신규 지정

‘22.1분기

고용부

산업전환
전략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수립 등

‘21.4분기

산업부 등

산업구조 전환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22.1분기

고용부

산업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1.4분기

고용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개편·시행

‘22.1분기

고용부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

‘22.1분기

과기부 등

폐임 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훈련

‘22.1분기

고용부 등

국민 평생 직업능혁 개발법 개정

‘21.3분기

고용부

국민 평생 크레딧 시행

‘22.1분기

고용부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구축 개시

‘22.1분기

고용부

기업수요 발굴(사업구조개편 지원단)

‘21.4분기

산업부 등

노동전환 지원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등

사업별 컨설팅 및 패키지 지원

‘22.1분기

고용부 등

「노동전환 지원법」국회 제출

‘21.3분기

고용부

인프라

노동전환 분석센터 설치

‘22.1분기

고용부

산업별
논의

경사노위 등 통해 자동차, 석탄화력 발전 분야 사회적 논
의 진행

‘21.3분기

고용부 등

근로자
전환지원

평가
모니터링

디지털
전환
지원
구직자
적용지원

전달체계
제도적
기반
법률

사회적
대화

일정

산업구조 대응 등 특화 훈련과정 신설·운영

재직자
적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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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부(2021.7.22.),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합동발표

충북의 미래를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사업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2050년에는 수소 사회로 간다는 것은 산업전환의 큰 방향이니까요. 수소
산업은 수소생산, 수소운송, 수소저장, 수소차, 수소선 등 다양한 사업과 기업

탄소중립 (Net-zero)

충북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산업은 강하지만, 향후 수소사회에 대응한

유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넥쏘를 비롯한 수소자동차, 건물
내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연료전지 조선 등 다양한 수
소분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충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동전환도
노·사·민·정 대타협에 포함하여 공정한 노동전환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의 노동전환 패키지 사
업이 2021년 7월에 발표되면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의 패키지 지원사업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의 딜을 기대하며...

끝으로 마이클 조던의 말인‘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실패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떠 올리며 포럼
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미국 NBA 사상 정말 대단한 6번의 우승
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 우승을 3번, 2년 쉬고 다시 3번의 우승 후에 다시 7
번째 우승을 하고 싶었지만 은퇴 압력에서 팀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수도
권이 아닌 비수도권 충북에서 탄소중립과 서비타이제이션의 대안을 제시하면
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같은‘딜’
을 통해 좋은 투자유치를 끌어낼 시도를 멈
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이 산업재편 특히 탄소중립의 지역산업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성장할 다양한 시도와‘딜’
을 기대하면서 포럼을 마치겠습
니다. 충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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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등장 배경
ESG의 바탕이 되는 선행 개념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라는 용어는 갑자기 등장하게
된 용어는 아니고 유사한 개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우선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의미이고, 기업의 사
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업에 대한 중요한 책무요건으로 3
개의 개념을 강조하는 의미로 발현된 용어입니다. 이러한 ESG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왔던 ESG에 대한 유사한 개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이끄는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입
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주체 중에서 기업의 영역과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이 사

그래서 기업은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책임에서 윤리
적·자선적 상위 책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업책무의 확장개념으로

탄소중립 (Net-zero)

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타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입니
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ESG경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자선적 책임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개발

윤리적 책임

사회적 관습 및 윤리적 규범에 부응,
기업 목적 달성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법적 책임

다양한 법/규제에 부합하는 사업활동 전개
사업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
운영효율성 극대화 등

경제적 책임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와 장기적 전망, ESG Focus

ESG 개념의 바탕이 되는 또 하나의 유사한 개념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1930년대 미국 경영학에서 강
조되었던 개념으로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 인재양
성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
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ESG경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 새로운 조직의 형성
●

자료 : 저자작성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

고객 제일주의

●

산업 보국

새로운 연료와 부품의 공급
● 노동생산성 향상

●

인재 양성

●

●

근로자 후생복지

●

공정한 경쟁
사회적 책임의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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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념의 바탕이 되는 또 다른 유사한 개념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omy)입니다. 전통적인 사기업이 영리창출에 목적을 둔 것과 달리 공기업은 사
회적 가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에서 공히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는 개념이 강조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프랑스에서 1901
년에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가 법제화된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

04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사회적 책임 이행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이끄는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이고 자
본주의가 확장됨에 따라 3개 주체 중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이 요구되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
었고, 그 충실성 정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
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지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증가하게 된
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불이행하게 되면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
니다.

탄소중립 (Net-zero)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경제의 3주체

정부

기업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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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구조

기업영역의 확장

기업의 영향력 증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요구
사회적책임의 충실 이행

사회적책임의 불성실 이행

긍정적 기업 이미지

부정적 기업 이미지

매출 증가

매출 감소

기업의 지속가능성

자료 : 저자작성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02

왜 ESG 경영인가?
ESG 경영의 정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배경에서 ESG가 의미하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
지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가지 핵심 요
소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Environmental)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온
실가스, 폐기 및 오염 등의 항목이 평가됩니다. 사회(Social)는 고용평등, 인
권, 노동의 질, 안전 등과 같은 사회 영역이 평가됩니다. 또한 지배구조(Governance)도 주로 경영진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경영진에 대한 보상, 부패, 정
치적 로비 등과 같은 요소가 주요 평가영역입니다. 초기 ESG경영 평가는 거
시적 개념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그 평가와 방법이 정교화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SG의 핵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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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청정기술

고용평등

이사회

기후변화 / 탄소배출

고용다양화

경영진 보상

그린빌딩 / 스마트 성장

노동의 질

임원 및 직원 보수

환경오염 / 유독물질 배출

노사민주화

정치 후원

천연자원 및 친환경농업

인권

청렴

자료 : 저자작성

ESG의 불이행은 기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이처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평가방법과 기준이 정

교해짐에 따라 ESG의 불이행은 기업의 위험요인(risk factor)로 작용하게 되
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연재해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시설물이 손상이 되었

탄소중립 (Net-zero)

었습니다. 즉 기업이 ESG경영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곧 기업 손실은 리스크

다면 이것은 기업이 환경영역의 불이행으로 인한 환경 리스크가 발생한 것입
니다.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
면 이것은 사회영역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된 것입니다. 기
업 오너의 갑질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실되었다면 지배구조 영역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생된 것입니다.
ESG Risk 유형 및 사례
유형

정의

사례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해 실물부분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리스크

폭우 등으로 인한 시설물, 공장 손상

공급망 리스크

제품 및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
달되는 과정 전체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사고

평판 리스크

기업이 평판이 악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오너 일가의 갑질로 인한 평판 하락

규제 리스크

규제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
는 리스크

제·개정된 리스크를 준수하지 못해
부담하게 되는 제재·벌금 등

소송 리스크

소송이 발생하여 부담하게 되는 직·간접
적 비용에 관한 리스크

공사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주민
과의 분쟁

이행 리스크

기후변환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의 시행
으로 화석 연료 관련 자산의 가치 하락

인적자본과 관련된 리스크

높은 이직률

인적자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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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와 장기적 전망, ESG Focus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등장

기업은 효익과 비용의 비교에 의하여 효익이 비용보다 클 때 선택의 의사결
정을 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즉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ESG경영을 충

실히 이행했을 때 효익도 발생됩니다. 이때 경영자 입장에서 비용보다 효익이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크다면 기업은 당연히 ESG경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추구했을 때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익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
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다면 기업의 이미지는 좋아지
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마케팅에 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진 기업의 이
미지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
례들을 보면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자금이나 인적자원의 조달 등에 높은 효익이 있음이 다수
검증되고 있습니다.
ESG경영을 위한 비용과 효익

ESG 경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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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효익

마케팅 | 기업 고객요구의 충족에 의한 기업 이미지의 제고로 매출 증대
인적자원 | ESG 경영 기업에 대한 구인유인이 작용하여 우수인재의 유입
정부지원 | 정부의 환경, 복지 및 민주적 노사정책에 부응하여 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대
자금조달 | 지속가능성 제고에 의한 투자 유입으로 자본조달 비용 효율화
규제대응 | 제반 환경규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으로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
노동환경 | 클린 사업장 구현에 의한 노동환경의 양질화
노사관계 | 경영자 및 구성원 간의 친밀적 유대관계 형성
국제화 | 국제사회의 ESG 기준 충족에 의한 사업체제의 글로벌화 촉진

자료 : 저자작성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MSCI)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0년 현재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절반
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까지는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기업이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받기
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ESG경영이 실제 투자자들에게 얼마만
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ESG경영을 잘 수행한 상
위 20% 기업은 약 16만불의 투자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ESG 경

영을 잘 하지 않은 하위 20% 기업은 약 8만불 정도의 투자이익이 발생되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서 ESG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ESG 경영으로 인한 비용보다 효익이 보다 크다는 것

탄소중립 (Net-zero)

고 합니다.

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 개념에서도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한 요
인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의 투자효과
$10,000 invested in April 1993
$200,000 -

Top 20% ESG Score : $163,301

$150,000 Bottom 20% ESG Score : $79,524
$10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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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ommissioner Hester M. Peirce, " Scarlet Letters: Remarks before the American Enterpric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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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의 국내외 동향

ESG 경영에 대한 글로벌 3대 평가기관

ESG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ESG경영에 대한 글로별 평가기관이 등장했
습니다. ESG경영에 대한 대표적 글로벌 3대 평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모건스
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S&P
글로벌(S&P Global),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3곳의 평가기관이 ESG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아
닙니다.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MSCI)는 투자금융회사이고, S&P 글

로벌(S&P Global)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톰슨 로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이터(Thomson Reuters)는 정보 회사입니다. 이것은 투자와 신용평가 및 정보
전문 글로벌 전문기관 모두 ESG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
이기도 합니다. 즉 기업에 대한 투자와 신용평가 및 정보창출에 ESG 요인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ESG 주요 글로벌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대상

평가방법

글로벌 8,500여 개
상장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테마 및 36개의
핵심 이슈

AAA, AA(leader)
A, BBB, BB(Average)
B, CCC(Laggard)

글로벌 2,500여 개
시가총액 상위기업

디우존스지속가능지수
(DJSI)를 개발하여 평가

DJSJ world lndex
(글로벌 Top 10%)
DJSJ regional index
(경제권역별Top 20%)
DJSJ local index(국내Top 30%)

글로벌 7,000여 개
주요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테마 및 178개의
핵심 이슈

환경 34%, 사회 35.5%,
지배구조 30.5%
A+:91.0% 이상 A : 83.3%이상
A-:75.0% 이상 B+ : 66.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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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자료 : 저자작성

각 평가기관들의 평가 유형을 보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네셔널(MSCI)
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10개의 테마 및 36개의 핵심 이슈를 가지
고 글로벌 기업 8,500개를 평가합니다. AAA, AA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부
여하고, 투자자들은 신용평가 등급과 같이 ESG경영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투
자를 결정합니다.
미국인 신용평가 기관인 S&P 글로벌(S&P Global)이 ESG경영 평가에 주
목하고 있는 이유는 ESG경영 평가를 신용평가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S&P 글로벌(S&P Global)은 신용평가의 한 항
목으로 ESG경영 평가를 추가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S&P 글로벌(S&P
Global)은 ESG 경영의 평가를 위해서 다운존스지속가능지수(DJSI)를 개발하
여 글로벌 기업 2500개 중 상위 10%, 경제권역별 상위 20%, 미국내 상위 30%
의 기업을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글로벌 기업 7,000개를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테마 및 178개의 핵심 이슈를 적용하여 평가합니
이처럼 세계적인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정보기관이 ESG경영 평가에 동
참하고 있다는 것은 ESG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중요한 영역임

탄소중립 (Net-zero)

다. 그리고 A+, Ao, A- 등과 같은 단계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러한 주요기관들의 평가등급은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평가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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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평가 동향

국내의 ESG경영에 대한 평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과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의 SRI(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표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글로벌 3대 평가기관의 ESG경영 평가기준
을 원용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
로 통합등급과 함께 환경부문 등급, 사회부문 등급, 지배구조부문 등급 등 3개
부문별 등급과 3개 부문을 통합적으로 평가한 통합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G경영 평가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의 조사 결과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항
목이 글로벌 평가기관과 가장 유사하고 하위 평가항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
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ESG 경영에 대한 평가는 한국기업지배구조
원의 평가시스템이 가장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외에 한국거래소(KRX)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사회책임지수(SRI)를 발표합니다. ESG경영 평가항

목 중 하나인 지배구조부문이 높거나 개선된 100개 기업, 환경점수가 높거나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개선된 100개 기업, ESG경영 통합 등급이 높은 150개 기업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2조원 이상의 회사는 의무
적으로 ESG경영 평가등급을 공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
년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은 모두 ESG의 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전면 ESG경영 평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에는 중소
기업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구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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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02

S(사회)

03

G(지배구조)

환경경영

근로자

주주권리보호

환경조직
목표 및 계획수립
친환경공급망 관리
수자원/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환경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감사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주주권리의 보호 및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
소유구조
경영과실 배분
계열회사와의 거래

협력사 및 경쟁사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 평가 및 보상

환경성과
수자원/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환경위험관리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 대응
환경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소비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감사기구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기구 구성
감사기구 운영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시
공시 일반
홈페이지 정보 공개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www.cgs.or.kr), 홈페이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 핵심지표

E

1. 환경경영인증(ISO14001 보유), 2. 환경정보공개(환경정보공개시스템공개), 3.국제 이니셔티브
참여(CDP 및 UNGC 참여), 4.환경경영조직(실무조직 보유), 5.환경교육(주기별 전 직원 대상), 6.환
경성과평가(평가체계 구축), 7.온실가스 배출량, 8.에너지 사용량, 9.유해화학물질 배출량, 10.용수
사용량/재이용량, 11.폐기물 배출량/재활용량, 12.환경투자(환경투자금액)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1.기간제 근로자 비중, 2.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3.여성 근로자 비중, 4.협력사 지원, 5.공정거래 프
로그램 운영, 6.부패방지 프로그램 운영, 7.제품 및 서비스 안정성 인증, 8.사회공헌 지출액
1.주주총회, 2.주식 배당, 3.기업지배구조 공시(CoE), 4.이사회 독립성, 5.이사회 운영 실적, 6.이사
회 전문위원회 설치, 7.감사위원회 설치, 8.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공개, 9.외부감사인 독립성 부여,
10.이사회운영규정 공개, 11.ESG등급공개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www.cgs.or.kr), 홈페이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평가한 자료를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기업 760개사 코스닥 상
장기업 148개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760개 중 A+등

탄소중립 (Net-zero)

국내기업의 ESG 등급과 조직구성 동향

급은 비중이 2.1%이고, A 등급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B등급이
51.8%, C와 D 등급이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
라 기업들이 ESG경영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발표하는 ESG경영 평가등급 외에
다른 기관들이 ESG경영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으로‘매일경제’
와‘지속가능발전소’
에서도 ESG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ESG 의 각 영역별로 선정된 사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3대 평가기관이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ESG경영의 핵심 평가기관이 향후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다양
한 평가를 받게 되고, ESG경영은 기업의 대외적 평가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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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등급별 분포 현황(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급
S
A+
A
B+
B
C
D
계

기업수
2019년

2020년

8(1.1%)
50(6.7%)
135(18.1)
259(34.7)
266(35.7)
28(3.8)
746(100.0%)

16(2.1%)
92(12.1%)
134(17.6%)
260(34.2%)
236(31.1%)
22(2.9%)
760(100.0%)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한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ESG경영 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ESG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사 874개를 조사한 결과 110개의 기업에서
ESG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ESG경영 전략과 계획을 수립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ESG 위원회가 실질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한국 금융회사의 ESG 위원회 운영 현황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안건종류/
심의형태
ESG전략·
계획 수립
ESG활동 및
전략 점검
주요 경영사항
경영 현안 및
국내·외 동향
지배구조 개선
보상
공시
ESG규정 관련
이해상충 거래
사회공헌
위원회 운영
기타 이사회 필수·
보고·결의 사항
기타
종합

보고안건 후속조치
이사회
이사회
보고
결의

합계

결의

논의

보고

54(13.0%)

22(10.7%)

2(7.4%)

30(16.4%)

4

1

50(12.0%)

9(4.4%)

1(3.7%)

40(21.9%)

5

0

17(4.1%)

0(0.0%)

8(29.6%)

9(4.9%)

0

6

11(2.7%)

0(0.0%)

0(0.0%)

11(6.0%)

2

0

21(5.1%)
2(0.5%)
11(2.7%)
11(2.7%)
69(16.6%)
21(5.1%)
63(15.2%)

9(4.4%)
0(4.4%)
2(1.0%)
5(2.4%)
62(30.2%)
7(3.4%)
54(26.3%)

4(14.8%)
1(3.7%)
0(0.0%)
0(0.0%)
0(0.0%)
2(7.4%)
1(3.7%)

8(4.4%)
1(0.5%)
9(4.9%)
6(3.3%)
7(3.8%)
12(6.6%)
8(4.4%)

2
1
1
0
0
0
0

0
0
1
0
0
0
0

49(11.8%)

19(9.3%)

8(29.6%)

22(12.0%)

2

2

36(8.7%)
415(100%)

16(7.8%)
205(100%)

0.(0.0%)
27(100%)

20(10.9%)
183(100%)

0
17

0
10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KCGS Report

050

04

충북 기업의 ESG 현황
충북 기업의 ESG 평가등급

충북 기업의 ESG경영 평가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는 82개
의 상장 기업이 있고 이 중에서 약 20%인 16개의 기업이 ESG 등급을 받았습
니다. 그런데 16개의 기업 중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리고 B등급이 전체의 약38%, C등급은 약 62.5%로 대체적으로 낮은 ESG 등
급을 받았습니다. 충북이 높은 ESG 등급 평가를 받기위해서 향후에 많은 노력
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ESG 평가 3개 영역 가운데 지배구조 부문은 대체
적으로 A, B정도의 높은 등급 판정을 받고 있지만, 환경부문과 사회부문에서
는 낮은 등급을 판정받으면서 통합등급이 낮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부문은 C, D등급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충북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ESG
평가에서 환경부문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충북은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북의 ESG 경영 평가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사이의 차이

점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은 2.15%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ESG 경영
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탄소중립 (Net-zero)

충북 ESG 경영 평가에 참여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이익 증가율은 12.33%인

입니다.
충북 기업의 ESG 평가등급(2020)

기업

상장
유형

ESG
통합
등급

환경
(E)
등급

사회
(S)
등급

지배
구조(G)
등급

A사

KOSPI

A+

A

A+

A+

기타식료품 제조업

A+
B+

업종

2019년
ESG
통합등급

B사

KOSDAQ

A

B+

B+

A

토목공사 및 기계장
치 제조업

C사
D사
E사

KOSPI
KOSPI
KOSPI

B+
B
B

B+
B
B

B
B
B+

B+
B
B

화학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B+
B
B

F사

KOSPI

B

B

B

B

고무·화학섬유·플
라스틱 제조업

B

G사
H사
I사

KOSDAQ
KOSPI
KOSPI

B
B
C

C
B
D

B+
C
C

B+
B
B

화학제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피아노 제조업

B
B
C

J사

KOSPI

C

D

C

B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B

K사

KOSPI

C

C

B

B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제조업

C

L사
M사
N사
O사

KOSPI
KOSPI
KOSDAQ
KOSDAQ

C
C
C
C

C
C
D
D

C
C
D
D

B
B
B
B

완제 의약품 제조업
전자축전지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
C
C
C

P사

KOSDAQ

C

D

D

B

의약용 화합물·항생
물질 제조업

신규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등급 조회, 충북 FOCUS, 이유환·남윤명, 충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ESG 경영 지원정책 방향

환경요인의 중요성

환경은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언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ESG 경영 중
환경분야(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가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Net-Zero 등과 같은 개념이 강조되면
서 ESG 경영의 평가에 환경 요인이 반드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환경부문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충북의 기업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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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경영의 주요 요인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ESG 중요도 비교
G(거버넌스)

13%

ESG 평가지표의 중요도 비교
E(환경)

60%

S(사회)

27%

기후변화/탄소배출
지배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업행동(윤리, 부패 등)
청정기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유독물질 배출
제품 책임
사회적 가치
주주반대(사회적 논쟁)

26.7
17.8
13.3
11.1
11.1
8.9
6.7
2.2
2.2

(%)

자료 : 글로벌 ESG경영투자확산 대비 한국 기업의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조사한 탄소중립에 따른 주요 국가별
Net-Zero의 나라별 대응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EU, 칠레, 코스타리
카 등의 지역들은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의 평가등급은‘나쁨’
입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ESG 경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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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경영은 과거 환경에 나쁜 영향
을 미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부정적 전략에서 ESG 경영을 충실히 이행한 기
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긍정적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충북의 입장에
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ESG 경영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환경부문에 취약한 충북은 환경부문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의 마
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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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ESG 대응 방안 제안
지역 차원의 능동적 대응 필요

ESG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향후 충북은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 대응이 필
요합니다. 우선 ESG 경영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ESG 경영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지원과 평가 인
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지역차원의 범도민적 인식확산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ESG 대응 방안

·ESG 경영에 대한 지역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ESG 경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ESG경영지원을위한조직과예산
·통합 관리 및 지원 조직의 구축
·지원 예산의 설정

ESG 경영 지원과 인센티브
·충북형 ESG 컨설팅 및 등급평가
·ESG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탄소중립 (Net-zero)

ESG 경영에 대한 정책화

ESG 경영 인식 및 범위의 확산
·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 에의 ESG 도입
·범 도민적 ESG 인식의 확산

자료 : 저자작성

실전전략 1 : ESG 경영의 정책화

먼저 ESG 경영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즉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국
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과 같이 충북지역 차원의‘ESG 경영 중장기 계
획’
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적 경제,
노사관련 정책 등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차원에서 특화하고 선도
해 갈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ESG 경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
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ESG경영이 슬로건이 아닌 실제 실행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11개 시군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실전전략 2 :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 확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하려면 지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가칭)충북 ESG 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역
차원에서 ESG 경영을 기획하고 평가하여 환류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
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충북도에 ESG 전담자를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ESG 전담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예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ESG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환류하는 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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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실전전략 3 : 충북형 ESG 평가와 인센티브의 제공

지역 차원에서의 특화된 ESG 경영을 위해서는 충북형 ESG 평가지표의 개
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표에 다수의 주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054

교육과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 분포해 있는 충북
의 경우 중소기업형 ESG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ESG 경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ESG 경영으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 ESG 조직에 대한 포상
이나 제반 기업지원 평가에의 가산점 부여,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
공되어야 적극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전전략 4 :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범위 확산

ESG 경영이 지역 차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사기업 뿐 아니라 자치단체,
공기업 등 비영리기관에도 ESG 경영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ESG 실행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에 ESG 경영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ESG목표공시제’
로 비영리기관에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의 ESG 경영이 효과를 거두려면 범 도민적 인식의 확대라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에 대한 대 언론 협조와 홍보가 필요합
니다. 특히 특성화고나 대학의 교육과정에 ESG 경영이 포함되는 것을 지원한
다면 인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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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저탄소정책 현황 및
충북이 나아갈 방향
이현경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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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이슈
충북이 저탄소 농업·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농업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정책을 이루고 실
행하고 있는지 대해서 많이 궁금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
행되고 있고,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농업이 어떻게 나아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서
실행되고 있는 저탄소 정책 지원 사업의 유형들과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
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충북이 저탄소 농업·농촌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사회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 및 제거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해서
순수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넷-제로’
라고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

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로써 농업·농촌 저탄소 정책에서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Net-zero)

age)입니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골라 모아 산업적으로 활용하거

국내·외 탄소중립 전략

2015년‘UN기후변화회의’
에 따라 파리협정 조약을 맺고 한국은 2018년부
터 5년 단위로 탄소 감축에 대한 이행 내역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50년‘넷-제로’
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120개국이 이미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그린딜’(EU
탄소중립전략)과‘그린뉴딜’(미국 탄소중립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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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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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y General ' s
Cilnate Summit
첫번째 글로벌 이행점검 글로벌 이행점검

2018

2019

Adop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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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2020

2023

2025

2028

2030

Communicate new or
updated NDCs

Communicate new or
updated NDCs

Communicate new or
updated NDCs

새로운 혹은 개선된
감축 목표 제시

새로운 혹은 개선된
감축 목표 제시

새로운 혹은 개선된
감축 목표 제시

넷 제로 배출 및
기후 복원 달성
2050
Net-zero
emissions&climate
resilience

우선 EU의 경우 2030년 1990년 수준의 50%~55%까지 감소하고 2050년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까지 탄소중립목표를 위해‘그린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영역
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경우‘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
을 통한 순환경제 촉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그린
뉴딜’전략에서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14개 부문을 제안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농·축산업 종사자들과 협력해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
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립적인
가족농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그린뉴딜’
을 제안하고 저탄소 경제
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주요 3대 정책방
향과 더불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대한민국 탄소중립 3+1’전략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1)
다음으로‘2050 장기 저탄소 전략(LEDS)’
에 속해 있는 탄소중립 5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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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기 수소 활용 확대, 둘째, 디지털 기술과 연
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셋째, 탈탄소 미래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넷째,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 다섯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축수산부문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수산업 경영 및 저탄소 유통
을 추진한다는 비전 아래 스마트 농업, 저탄소 농업 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라
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농
업은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를 확대하고, 저탄소농업
기술에는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저메탄 사료 보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너지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히트펌프
등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정부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가입을 추진(’21.10.26
1) 12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에서는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편집자 주)

산업통상자원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노력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메탄서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국제연대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구체

탄소중립 (Net-zero)

2020년 대비 최소 30%를 감축해서 지구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감축

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선도적인 구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6대 원소 중에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가장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메탄은 지구 온난화 지수에서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21배에 달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의 기온을 0.5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메탄을 선정합니다. 또한, 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메탄은
10년으로 이산화탄소의 200년보다 짧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평
균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낮춘다는 파리협정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메탄은 2,800만 톤으로 온실가스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
축수산 부문의 차지 비중은 1,220만 톤 43.6%로 거의 절반가량 수준에 해당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2위:폐기물 30.8%, 3위:에너지
22.5%). 세부적으로 농축수산 부문에서 가장 많이 메탄이 발생되는 부분은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 분뇨 처리 등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에서 메탄 배출량을 2018
년 2,800만 톤에서 2030년 1,970만 톤으로 감축(-30%)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농축수산: 250만 톤, 폐기물: 400만 톤, 에너지: 180만 톤). 농축수산 부
문의 경우,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저메탄·저단백사료 개발·보
급, 논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가축 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
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등 2030년까지 신
규로 10개소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
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
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2)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
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간단관개 : 중간에 물을 떼주는 것으로 논물을 깊이대고 1~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물을
공급해주는 논물관리 기술로서, 25.2%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하며 농업용수도 16.8%절약 가능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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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탄 서약에서 국내 농업 분야 주요 메탄 가축 시설이라고 보고된 자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료가 2개 있습니다. 먼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입니다. 이는 가축 분뇨, 음식
물,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2017년에 국비
330억 총 470억을 투입하여 서산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
설에서는 연간 4만 626톤의 처리량으로 유기성 폐기물로 인한 메탄을 468톤
을 회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562억원을 투입하
여 바이오 가스 시설 8곳을 더 증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
양주시, 임실군, 상주시, 창원시 같은 경우 이미 5곳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
이고, 나머지 3곳은 2022년도에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처리 방식

가축분뇨
(100m3/일)

음식물폐기물
(50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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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100m3/일)

분뇨
(70m3/일)

통합처리 방식
바이오가스

통합
에너지화
시설
(320m3/일)

LPG

슬러지 건조시설
(30,40Ton/일)
탈수
슬러지

건조슬러지
발전소 보조연료

폐수처리시설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자료 : (2021.10.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두 번째로는 저탄소 영농·축산시설입니다. 생산 공정을 간단히 설명해드
리면, 가축분뇨를 수거 후 퇴비화 공정으로 균을 사멸시키고 미분쇄 공정을
통해서 퇴비파우더(가공원재료)를 만들어서 압축시킵니다. 그 다음 생산된 반
제품(바이오매스 펠렛 원료)을 블로윙 압축과 사출 생산하여 화분, 쇼핑백,
DM봉투, 간의의자, 파렛트 등의 플라스틱을 생산합니다. 실제 당진에 위치
해 있는 자연세계 영농조합은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
으며,‘친환경 저탄소 분해성 항균 소재 및 그 제조 방법(특허번호 제1976562
호)’
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국내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글로벌 메탄서약’, 국내 농업분야 주요 메탄 감축 시설

자료 : (2021.10.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농업분야는 크게 축산과 경종으로 구분되어 나뉘게 됩니다. 두 분야를 합산
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CO2eqd(이산화탄소환
산량) 2,120만톤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의 2.9%정도를 차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농업 부
문은 품목에 따라 생산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한 상
태입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2,470만 톤에서 1,830
만 톤(25.4%)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목표치 1,940만 톤에서 110만
톤이 늘어난 수치로 NDC(국가결정기여;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치의 70%를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는‘농업전망 2021’
에 나와 있는 2030 한국 감축 로드맵을 통해
만든 자료를 토대로 2019년 이행실적과 2030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비에너지
부문과 에너지부문의 감축기술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에너지 부
문의 경종·축산에는 간단관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저메탄사료보급 등
이 있으며, 에너지에서는 지열히트펌프,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등이 있습니
다. 이러한 감축 기술은 중요한 감축 수단이 되고 농업의 정책지원 사업과 연
결되어 정책지원 사업의 양적성과지표로 보급률과 보급면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 농업의 실현일 것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 방법, 관련 기술 등을

061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들의 적용은 저탄소 농업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입니다.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분
비
에
너
지
부
문
에
너
지
부
문

경
종
축
산

에
너
지

감축기술
간단관개

2019 이행실적
87.3%

2030 정책목표
논면적 97%
유기물무시용논 10%

논물얕게대기

2021년부터 적용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누적6개소

누적32개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누적86개소

누적242개소

양질조사료 보급

2,485톤

4,085톤

저메탄사료 보급

2025년부터 적용

장내발효 1%저감
43ha

지열히트펌푸

237ha

목재펠릿 보일러

586ha

91ha

다렵보은커튼

6,649ha

6,650ha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195ha

1,120ha

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5,371ha

5,4481ha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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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저탄소 정책지원 사업의 현주소
농업·농촌 저탄소 정책은 크게 세가지

이처럼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농업·농촌 정책 사업이 있는
지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이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저탄소 정책지원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업 부문의 정책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고, 두 번째는 저탄소농축
산물인증제도, 세 번째로는 시장거래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입니다.

하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
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농업기술 16가지를 적용해서 기존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행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정하고 톤당 1만원의 인
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1회 참여 가능, 최대 3년 가능). 2012

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763농가가 참여해서 418 농가가 약 9만
라는 누계 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탄소중립 (Net-zero)

7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1톤당 1만원씩 해서 총 9억 7천만 원이

에너지이용효율화(4)
신재생에너지(2)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법론 (16가지)

합성비료절감(3)
농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3)
기타감축사업(4)
(신규등록, 바이오차를 이용한 농경지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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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방법론 16가지로 구성해서 에너
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4가지, 신재생에너지 2가지, 합성비료 절감 3가지, 농
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 3가지, 기타감축사업(신규등록: 바이오차를
이용한 농경지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으로 나뉘어 존재합니다.
특히 2021년 5월에 신규 등록한 바이오차(Biochar)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목질계, 초본계 등)
를 고온(350도 이상)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탄화
시킨 고체물질로 정의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원리는 농경지에 살포한 바이오
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킴으로써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
축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차(왕겨) 1톤의 예상 온실가스는 감축
량은 약 1.5톤입니다. 바이오차의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①350도 이상 가
열(열분해 또는 가스화) ②수소/탄소분자비 70% 미만인 제품으로 적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바이오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차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 이외에도 토양 환경을 정화하고
비료대체제 기능으로써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농작물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최적의 소재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축분(가축의 분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뇨)계를 추가한 바이오차 기술 개발을 확대하여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강
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축분계를 포함한 바이오차 기술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축분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던 메탄 또한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살펴보면, 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생에너지, 합성비료절감, 농축산부산물바이오매스활용, 기타
감축사업으로 5개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총 16개의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이용 효율화(1~4방법론)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
이고 전력이나 난방용 에너지 자체를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에너지 이용을 효
율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생에너지
(5~6방법론)는 화석연료를 지역 히트 펌프,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으로
한전에서 공급받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합성비료절감(7~9방법론)은 경
종농업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의 주범인 질소질 비료의 투입을 줄임으로써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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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론입니다. 네 번째로, 농축산물 바이오매스(Biomass)
활용(10~12방법론)은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목재펠릿이나 왕겨로 대체하거
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
타감축사업(13~16방법론)은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감축방법론을 포함하여,
표면의 30%이상 작물잔재물로 피복하는 보존경운방법, 논벼 재배시 상시담수
로 인해 혐기적 분해로 메탄의 발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간 낙수로 물관리를
통한 저감방법, 논 자체를 밭으로 전환하는 토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16가지 사업이 왜 잘 시행되
지 않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장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비용으로 인한 자기부담입니다. 농가들은 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순화식수막 보온시스템등 초기 고비용시설 투자로 자기부담
설치비 운영비용 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생
에너지

합성비료
절감

농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
매스

기타
감축사업

방법론
1. 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한 농업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원예시설 난방에 사용되는 전력과 화석연료 대신 버려지던 온배수를 활용하여 전력과 화석연
료 이용을 줄임
2.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난방열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원예시설에 2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막으로 열의
손실을 줄여 화석연료 이용을 줄임
3. LED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전력소비효율이 낮은 조명기구를 전략소비효율이 높은 LED로 대체하여 전기 사용량 저감
4.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원예시설의 난방을 위해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하여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5.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원예시설의 식물생육온도 유지에 사용하는 전력과 열에너지를 지열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
6.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방법론
한전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던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7. 녹비작물을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작물재배 시 녹비 작물을 베어 토양에 넣어 작물양분을 공급하여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8.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농작물 재배시, 완효성 비료를 적용함으로써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
9. 부산물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저감 방법론
부산물 비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10.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의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
화석연료를 통해 얻어진 난방열을 목재펠릿으로 대체 후 난방열을 공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11.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가축분뇨에 대기로 방출되던 메탄을 포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12. 왕겨를 이용한 RPC 곡물건조 열원대체 방법론
곡물을 건조하기 위해 사용한 화석연료를 왕겨로 대체하여 화석연로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
13. 보존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경운을 하기 위해 사용된 화석연료가 보존경운을 통해 저감되고, 토양에 축적된 탄소가
보존경운을 통해 축적되어 온실가스 감축
14. 논벼 재배 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벼 재배 시 상시 담수로 인해 혐기적 분해가 일어나 메탄이 발생하며, 메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물관리(중간낙수)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저감
15. 토지의 이용방법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논에서 벼재배시 발생하는 메탄을 밭작물로 전환하여 메탄배출을 제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16. 바이오차를 이용한 농경지 탄소고정에 따른 온실감축 방법론
바이오매스를 고온-저산소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생산된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바이오매스의 유기탄소를 토양에 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자료 : 저자작성

탄소중립 (Net-zero)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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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는 농식품부가 개발한 탄소 저감기술 19개 중 1
개 이상을 활용한 농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관행농법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 즉,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을 받은 농가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
산물 각 품목당 표준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신청한 농가가 그 이하로 배출할
경우에 인증이 됩니다. 현재 사과, 배, 벼, 감자, 토마토 등 51개 농산품에 한
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품목과 기술은 현재 개발 중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
증 표시를 하여 소비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녹색 소
비자에게 지구를 사랑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는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즉, 생산자만의 몫이 아니라 소비자의 몫까지도 포
함된 정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관리제, 자발적 감축제도와 함께 탄소성적표시제도라고 하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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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야의 대표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더불어
농식품부가 직접 인증하는 공인 국가인증 제도로써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
는 유일한 친환경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절차
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는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스마트그
린푸드’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그린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린카
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2011년도에 처음 그린카드가 발행
이 되어, 2020년 현재 2천만 장이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
축에 기여한 바를 인정을 받아 ICT 솔루션 분야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
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그린카드 실수요자들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수준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어든 근거를 살펴본 결과로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향되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연구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유통의 전환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로 유통
의 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홍보도 없이 단순히 카드 발급만으로 진행이 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위기를 맞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각각 공공기관 구매 촉진 대
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1차 산업 제품은 농식품 소관이라는

탄소중립 (Net-zero)

이러한 농업분야 탄소성적표시제도인‘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가 최근

이유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대상 품목에서 저탄
소 농산물을 제외시킨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것
은 본인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9년간 추진해온‘저탄소농산물’
을친
환경농산물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법 사업을 실시하고 2017
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2020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는 4,700
농가에 그쳐 있습니다. 4,700 농가가 큰 수치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현재
2021년 농가 수를 살펴보면 103만 6천호라는 점을 가만하였을 때 0.5%도 안
되는 수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소비자측면에서는 품목의 다양성과 물량 공급 부족이 문제점이
며, 공급자측면에서는 공급 단가가 미차별화 되어 있다는 점과 지원제도가 미
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환경부에 따르면‘탄소배출권거래제’
란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용량
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
상 업체의 범위 밖에 있는 농업 부문에서 감축사업으로 발행 받은 외부사업 인
증실적(KOU)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탄소 농업기술 15종을 적용해 외부 사업
을 시작한 농업인으로 2020년 10월 기준 배출권 거래제 톤당 가격은 2만 2천
원에서 2만 5천원입니다.
이 시행의 애로사항은 2017년 2개 농가에서 2020년 154개 농가로 증가였
지만 아주 적은 수치이고 농가 단위에서 감축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수행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축의무 대상기업이 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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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과 농촌의 상생 협력 방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정책지원 사업의 현주소

저탄소 농업정책 인식을 실시한 결과(2021)에 따르면, 저탄소 정책지원에
대한 경험에 대한‘아니오’
수치와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아니오’
라
는 대답 수치 그리고‘미참여’
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참여 방법을 모른
다’
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또한‘미참여’이유 중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관련 영농법 습득 방법 부족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 조건
미흡, 의지는 있으나 잘 모른다는 대답에 대한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업부문 저탄소 영농 기술과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도는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측면에서 저탄소 영농법의 효과조
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탄소농업 정책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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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들어본
경험

정보
접근
경로

참여

미참여
이유

자발적 감축사업

인증제도

외부사업

예

60.3

58.1

41.3

아니요

38.8

40.9

57.2

무응답

0.9

0.9

1.6

TV, 신문 등 언론

48.2

40.9

53.4

교육 및 강연

13.5

15.6

12.2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

16.1

17.2

16.0

정부 홍보물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정부기관
기타
무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참여 방법을 모름
관련 영농법 습득 방법 부족
생산성 저하 우려
품질 저하 우려
노동력 부족
낮은 경제적 보상(1만 원/톤)
기타
무응답

5.2
16.1
0.0
1.0
47.2
52.8
0.0
53.4
19.4
3.9
3.9
13.6
6.8
2.9
0.0

4.3
18.8
3.2
0.0
25.3
72.0
2.7
41.8
13.4
14.9
14.9
0.7
0.7
6.0
9.0

3.8
14.5
0.0
0.8
26.5
73.5
0.0
58.8
18.6
1.0
1.0
5.2
12.4
1.0
3.1

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벼160농가, 경종작물 160농가를 대상으로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업전망

‘저탄소 농업 정책 인식조사’
에서 주목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정부
치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로 아주 적은 수치로 나타나있다는 점입니다. 영농인
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어야 할 농업기술센터와 정부기관이 너무나 많

탄소중립 (Net-zero)

기관을 통해서 얻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얻는 수

은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에게 홍보(
지원정책) 및 기술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국가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과 저탄소 영농 기술 보급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농업부문 저탄소 영농기술 현장 적
용이 미흡하다고 발표한 연구결과 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탄소 정책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탄소 농업지원 정책만이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규제와
패널티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염두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낮은 수준입니다.
현행 지원정책에 시행의 어려움은 현장에서의 지원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
도, 농업부문 저탄소 영농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 온실가스 감축측면
에서 저탄소 영농법의 효과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들 수 있으며, 우리는 향후
이러한 낮은 인지도와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봐야할 것입니다.

03

저탄소 농업·농촌으로의 충북이 나아갈 방향

충북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 충북이 저탄소 농업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
각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축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략으로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 확
대, 정책수요자 참여 정책 활성화로 구성되며, 추진체계로는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확대,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양지조사료, 저
메탄사료보급, 가축분뇨에너지화, 태양광보급, 지열히트펌프확대, 농업인 인
센티브 확대, 소비자인식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2050탄소중립 추진 계획안에서 보면 10대 과제 속에 세 번
째로 농축산업 스마트화 전환사업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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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문들을 던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정책 사업이, 충청북도의 정책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방향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찾아 현 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충북의 농업이 나아갈 정책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어느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풍부한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고자 하는
농업 부문 저탄소 전략에 충청북도가 가고자 하는 2050탄소중립 추진체계 그
리고 국가저탄소 농업정책이 함께 맞물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저탄소
충북 농업의 실현은 가능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 과제로 우선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서 교육 및 홍보, 경제적 인센티
브, 제도적 편리성을 함께 마련해 준다면 저탄소 농업 지원정책(감축수단)들
이 활발히 진행되어 양적성과(보급률, 보급면적)에 우수성을 만들고, 지속적
인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충북만의 저탄소 농업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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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목표

3대
전략
방향

10대
핵심
과제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선제적 탄소중립 로드맵 구현과 그린 패러다임 완성

탄소중립 (Net-zero)

비전

2050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시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혁신 거점지역 달성
(순배출량 22.912천톤 이상 감축으로 탄소중립 달성 태양광·ESS 등
글로벌 혁신 전초기지 완성)
그린전환

그린혁신

그린기반

고효율 저탄소 중심 그린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명 그린 新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그린
인프라 강화

1. 비
 금속광물 등 탄소
제조업 생산공정
개선사업 확대
2.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3. 농축산업 스마트화
전환사업 확대

4. 충
 북형 그린뉴딜 新산업
(태양광·ESS 및
이차전지 등) 조기 추진
5.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6. 그린산업

유망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7.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8. 내연기관 제로화(50년),
미래차 인프라 구축
9. 도시 및 건물 분야 그린
리모델링, 인프라 구축
10. 자연친화 탄소흡수원
확대와 흡수기능 강화

그린포용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기대
효과

·캠페인 |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현 방안 마련
·환경교육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내 환경교육 지원
·사회안전망 | 탄소중립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를 위한 공정 전환 사업추진
그린 전환 | 충북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시대 조기 달성 가능
그린 혁신 | 태양광·ESS 및 이차전지 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
그린 기반 | 지역 경제, 산업 및 사회 등 부문별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모델 구축 가능
그린 포용 | 삶의 질 개선 밀착형 탄소중립 실현 가능

자료 :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

저탄소 농업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현행되고 있는 저탄소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
업인들의 저탄소 농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합니다. 더불어 농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무, 저탄
소농업이 미래농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향도 등 저탄소농업 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높이는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저탄소 지원정책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두 번째 저탄소 지
원 정책에 포함된 저탄소 영농기술에 관한 교육 및 보급, 세 번째 저탄소 영농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진행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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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다음으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대한 생산자(공급자), 유통업체, 소비자
측면에서 모든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되고 판로가 확보되었을 때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법도 확산되
기 때문에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그린카드’
와‘스마트그린푸드’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
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린카드의 경우 농산물 구입액에
9%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시스템임을 홍보하고,‘스마트그린푸드’홈페이
지에 대한 홍보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례로 이러한 홍보와 노력들은 저탄소인증 사과를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천지애 농장’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인 천지애 농장의 경우는 환
경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다는 자부심을 증가시키고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가를 지원해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
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소비 실천으로 윤리적인 소비와 안전한

072

먹거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선순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초기 자부담 설치비 운영비용 등 농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
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력을 높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저탄소 농업정책 실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증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지자체가 저탄소 영농 기술별 시행
농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보조금 등을 활용한다면 저탄소 농업 정책 실
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획득 농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뿐만
이 아니라 판로도 함께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탄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일으키는 효
과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감축 의무 대상기업과 저탄소 농업 실천 의지 농가와의 연계추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충북 도내에서 농업의 탄소 감축
농가를 연계하여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탄소중립 (Net-zero)

실적을 확보하고 저탄소 농업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 감축 의무 대상 기업과

여기서‘2021 농업전망’
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도 살펴보고
자 합니다. 먼저 저탄소 농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선택형 공익 직불제와 연
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적 내용으로는 관행 영농법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
법을 적용한 농업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며,‘저탄소농업직불’
을 선택직불의 범위에 포함하되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집단으로 직불금을 받
을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녹색금융(펀드 보험)활용 필
요를 들었습니다. 탄소중립기술 도입은 결국 비용증가를 의미하므로 여러 가
지 세제 혜택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농업부문에서 녹
색금융 적용가능 분야는 바이오에너지개발, 태양광 시설, 자원화시설 등이며,
녹색금융 투자 견인과 함께 녹색펀드, 성능보험 등 리스크 관리방안 고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정책 시행에 따른 제도적 개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2차적인 저탄
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자연히 획득할 수 있게 하거나 배출권 거래제를 외부사
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자체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1회
최대 3년까지 참여만 가능한 조건으로 갖춰져 있지만, 조건을 확대·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는 농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서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도를 간소화하고 이행이 어려운 조건의 영농인의
경우 대행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
업 정책 시행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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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정책 확대를 위한 신기술 발굴 및 도입

충청북도가 저탄소 농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신기술 발굴과 도입이 필
요하며, 충북 도내의 농업기술센터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신기술
발굴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저탄소 농업 정책에 있어 누락되어 있
는 저탄소 농자재 사용과 저탄소 농법을 시행 적용 중인 경우를 발굴하여 정책
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 정책의 점진적 확대 견
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타 농가의 수용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기
술을 연구 개발 중이거나 실용화 확대를 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러한 기술에 있어 우선적으로 농가 수용력이 높은 기술부터 도내에 농가가 수
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개입하여 탄소 농업의 선두적 입
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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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스마트화 전환 사업 확대 방안

현재 농업 생산 방식의 전환 및 농업 에너지 전환 등 근본 대책 없이 탄소중
립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축사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 전환사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추진과제의
난개발, 주민배제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농촌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농축산업 후방 산업인 농기자재 산업 부
문에 있어서 스마트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스마트 농업관련 연구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함께 이루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산학연 합동과 R&D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
재생에너지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업 바이오가스 확대 방안

정부는 축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양질조사료 가축급여
확대 및 저메탄사료 공급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퇴·액비, 바이오가스 확
대) 및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바이오가스 시설이 대규모
에 있어 공동자원화 시설과 달리 법적 제한과 운영제한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
니다. 셋째 지차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둘째 바이오가스시설의 경우 운영

세부적으로 비료 관리법에 의거해서 분뇨 처리 시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참
가율이 3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법, 대기법 등 공동 자원 시
설에서 필요하지 않은 다양한 추가적 법적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운영 원칙에 있어서 수질기사, 환경기사, 폐기물기사, 전기기사, 기계 설
비기사 등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업 바이오가스를 확
대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절차와 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가스 전환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의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 시설 규모가 커야 하므로 부지
및 시설 설비 지원에 지자체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이오가스 시설의
법적 운영제한 등에 있어 지침서 등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
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이오가스 시설의 흑자 경영을
위해 지자체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허가 등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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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소경제 추진동향
탄소중립이란

최근 전 세계는 앞 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양과 자연계가 소화할 수 있
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하여 넷제로(Net-Zero)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화석연료는 비
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
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이제는 인류에 큰 위
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탈피하여 앞으로는 청
정연료인 재생에너지의 사회로 가고자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큰 맥락인 것입
니다.

탄소중립은‘화석연료 시대’
에서‘재생에너지 시대’
로의 전환을 의미합니
다. 재생에너지란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우리 인류 활동에 활용하는 것으

탄소중립 (Net-zero)

수소경제로 가야하는 이유

로,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바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력망을 구성하여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수소경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석연료에
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수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수소가 필
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
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간헐성’
을 들 수 있습니다. 간헐성이란 자연에 존재
하는 에너지가 계속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생산되는 것을 뜻하
는데, 이럴 경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에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저장의 한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SS 등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한 뒤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저장은 가능하되 장기간 저장은 어렵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
지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연료전지나 발전을 통
해 다시 전기를 생산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결국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시
대가 도래해야하며, 우리는 지금 이 수소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의 수소정책 동향

유럽에서 발표한 수소경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50년 유럽의 수소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약 24%를 감당하게 되고,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
소를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820billion 유로(한
화 약 1,000조 원)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수소시장 규모는 약
2,000~2,500조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여기서 연간 약 540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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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경제는 향후 핵심적인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축을 형성할 대표적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수소 관련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위주로 수소 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의 ZEB(zero-emission vehicle)이 있습니다. 수소·전
기차를 모두 포함한 ZEB를 2030년까지 약 18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
표하였고,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
소사회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전략을 제시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4
년 이미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였고, 이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본전략을 채택하여 2030년까지 수
소차 80만 대, 수소버스 1,2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
니다.
독일은 수소의 활용보다는 생산이나 인프라 측면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풍
력을 베이스로 하는 재생에너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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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
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을 펼치
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2017년‘차이나수소 이니셔티브’
라는 선언
을 통해 수소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전소, 차량
과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산업의 밸류 체인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탄소중립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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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 보도자료

수소 생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수소의 생산방식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식
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부생수소라든지 추출수소 형태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으로, 이러한 방식을‘그레이수소’또는‘블루수소’
라고 부릅니다. 화석연료
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발생
하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이나 매립 등을 할 경우 이를‘블
루수소’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게 되면
‘그레이수소’
라고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저, 지하 등에 매몰하는 블루
수소 형태의 수소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그린수소’
는 태양광, 풍
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
하지 않는 형태의 수소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 분해, 즉 수
전해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산소
와 수소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 없이 청정한 수소를 생산하
는 방식입니다. 그 이외에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것 또한 수소 생산에 포
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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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블루수소’
나‘그린수소’
와 같은 형태로 수소를 생산 및 활용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추출
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해외에서 생산한 청정한 수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해외
수소 공급망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 저장·운송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저장·운송되어 활용처에 공급되는데, 저장·운송
방법으로는 기체형태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액체 형태로 만
들어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체방식은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양에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액화수소로 만들 시 부피가 800분의 1로 감소하게 되
어 수소를 대량 공급하는 데 있어 액화수소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액상수소가 있습니다. 액상수소는 수소를 톨루엔(toluene) 등의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액상형태로 만들어 운송한 뒤 수소를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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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암모니아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암모니아도
질소와 수소를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상형태
로 만들게 되면 기체형태보다 효율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특성
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장 방식은 크게 기체방식, 액화수소방식, 액상방식 이 세 가지
형태가 현재 개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수소를 운송하
는 방식의 경우, 기체수소는 주로 튜브 트레일러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
는 방식을 이용하고, 액화수소나 액상수소는 탱크로리 형태로 대량 수송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수소 활용

저장·운송을 통해 공급된 수소를 활용하는 대표분야는 수송용 모빌리티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승용차를 들 수 있고, 최근에는 버스나 트럭 같은 대
형 모빌리티 쪽으로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차, 선박, 항공
분야에서도 수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발전 분야
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에

있어서도 기존의 석탄·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형태의 에너지
용해 발전하는 방식의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Net-zero)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를 직접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이

밸류 체인별 국내외 수소기술 동향

각 분야별로 국내·외 기술동향과 국내 수준을 살펴보면, 수소 생산 분야
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일본 중심으로 상용화·대형화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
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약
60~70%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장·운송 분야의 경우, 기체방식은 국내에서도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액화·액상방식은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실증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
야입니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고유 기술
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분야에 있어서도 발전 보급량 등을 볼 때
한국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안전’
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수소는 수소 폭탄, 폭발 등으로 인해 위험한 연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급하는 데 사실상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현재는 저희가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책을 통해 수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
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소에 대한 안
전기준, 안전관리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여 수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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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경제 추진전략
국내 수소관련 정책과 발전속도

국내에서 그동안 추진된 수소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 기
술개발 로드맵,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약칭 수소
법을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수소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수소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수소산업 및 수소기업 지원과 안
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법에 의거하여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되었으며, 수소경제위원회를 통
해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힘입어 한국 수소경제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수소 산업 성장률

084

자료 : 수소융합얼라이언스(2021), H2KOREA

수소(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2021년 8월 기준 1만 6천 대 정도 보급되어 있
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만 1천 대로, 보급량에 있어서는 한국이 1위를 달리
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14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 약 112기로 집계되며 3년 동안 약 7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전체 수소 충전소 측면에서는 일본이 약 172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성장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 또한 미국의 수치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며 방향성을 제

탄소중립 (Net-zero)

발전용 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국내 연료전지 발전이 약 688MW 정도 보급

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에 부응하여 이와 같은 성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 분야 기술수준 및 정책방향

우선 수소 생산 분야입니다. 2021년 현재 수소 공급가격은 kg당 약 8천 원
정도이고, 생산단가는 약 4천 원~6천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되
고 있는 수소 대부분은 석유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즉 그레이 수
소로, 이것이 수소생산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수소 생산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기술 수준을 보게 되면, 블루수소의 경우 약 80% 정도
수준에, 그린수소의 경우 약 6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R&D가 추진되어야 할까요? 국내에서
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산업 활성
화 측면에서 블루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산업을 선점하고 지속적으로 기술개
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여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한국의 수소시장이 확대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로는 공급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해
외수소를 도입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블루수소 생산 기술 쪽에서는 대형화를 통한 가격 저감과, 생산기지들이 도
심에 건설되기 위해 생산시설을 콤팩트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
로는, 효율을 높이고 블루수소 생산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저탄소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
는 기술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 있어 대형화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전해 설비를 대량으로 설치하여 대규모의 수소생산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그린수소와 같은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 비용을 절감하
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전해에는 희귀금속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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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귀금속을 대폭 줄여 생산 비용을 낮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추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을 강화하여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실증단지나 프로젝트를 계
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해외의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공급망 개발의 경우, 액화수소나 액상수
소와 같은 형태의 수소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
규모의 비축기지를 건설하여 2030년 이후를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수준 및 정책방향

다음으로는 저장·운송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압기체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상태지만, 액화·액상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기
술개발 단계로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압 수소의 기술수준
은 약 90% 수준, 액화수소는 약 50%, 액상수소의 경우 암모니아는 약 70%,
LOHC는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이 저장·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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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저장 밀도를 향상하는 기술, 즉 압력을 계속 높이거나 초저온 상
태의 액화수소를 만들거나 암모니아 혹은 LOHC 형태의 액상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여 1회당 운송할 수 있는 운송량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송비용은 수소가격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운송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
을 저감하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수소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현재 도시가스가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처럼 수소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그러므로 고압수소 분야에서는 저장밀도를 높이기 위한 고압화, 대용량
화, 배관망 구축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액화수소 기술 분야에서
는 효율을 높이고 대형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액상수소도 마찬가
지로 효율성과 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렴한 가격에 공
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 활용 분야 기술수준 및 정책방향

다음은 활용 분야입니다. 활용 분야는 수소산업 밸류체인에 있어 한국이 강
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에 있어 전 세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고, 충전소 보급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활용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약 80%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수소 활용 분야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탄소중립 (Net-zero)

습니다. 연료전지 보급량도 현재 세계 1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수소

활용 분야는 수송과 발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향후에는
그 활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 드론, 선박, 건설 중
장비 등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
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후발 국가들이 계속 이 수소 활용 분야에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과 같은 국가들이 우리와의 기술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발한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소산업 생태계의 필요조건

수소산업 생태계의 필요조건이라는 주제 하에 각 분야별로 키워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소 생산에 있어 생산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는 화석연료로부터 얻어지는 부생수소가 수소생산 방식의 주류를 형성해 왔
는데, 이제는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계속 전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경제성입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가운데 생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장·운송 분야에 있어서는 대량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할 경우 액화·액상수소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분야에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증가시켜 나가고는 있지
만, 운영비나 가동률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빌리티가 확대되고 충전량이 많아지게 되면 충전소도 경제성
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충전소의 단가를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부품을 국산화하
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수소전기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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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계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승용차에 그치지 않고 상용차, 철도, 선박, 드
론과 같은 모빌리티 쪽으로도 확장하여 시장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의 필요 조건

수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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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안
다각화

생산 거점

경제성

에너지
안보

수소
저장/운송

대량운송

파이프수송

액화/액상
수소

수입

수소 충전소

운영비

가동률

에너지효율

부품
국산화

수소 전기차

대량생산

부품
국산화

기술
경쟁력

상용차

자료 : 서울대 김민수교수(2019), 에너지경제신문 수소경제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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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저장·운송 기술
수소 저장·운송 세 가지 분야: 고압수소, 액화수소, 액상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다음과 같이 고압수소, 액화수소, 액상수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고압수소는 이미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량 운송이 불가능하여 운
송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액화수소의 경우 대량 운송은 가능하지만,
-235도라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단열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저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렇기 때문에 기화가스 BOG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대기 중으로 방출해야 하는
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액상수소는 암모니아나 LOHC와 같은 물질이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압수소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액상수소는 상온 정도의 압력에서 유지
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의 경우

탄소중립 (Net-zero)

같은 경우 700 기압 정도로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독성가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암
모니아든 LOHC든 화학적으로 수소를 결합시켜놓은 상태이므로, 다시 수소를
빼서 쓰려면 수소추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시 에너지가 소모되고 비용
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고압수소, 액화수소, 액상수소
중 어느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압수소

고압수소 방식의 경우, 이미 튜브 트레일러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관망을 통해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수소를 공급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 내 전체 국가를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여 수소를 공
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배관망 설치 시 금속 배관을 설치
할 경우 km 당 약 10억 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금속배관을 개
발하면 km 당 4억 원 수준까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
습니다. 또한 튜브 트레일러 방식으로 운송량을 늘리기 위해 계속 압력을 증
가시키고 있고, 현재는 1회 운송 당 1톤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약 300kg(200bar) 수준에서 최근 500kg(450bar)까지 증가시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도 1회 운송량을 늘리기 위
한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액화수소

액화수소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사
업에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평택, 인천 등 소재
의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울산시의 경우 연간 1만 3천 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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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700톤, 평택시는 1만 톤, 인천시는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겠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액화수소 생산량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데,
240톤/day으로 1년으로 환산 시 약 8.7만 톤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준비하
고 있는 사업들이 2025년이면 거의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
는 연간 액화수소의 양은 약 5만 톤~6만 톤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즉,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액화수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며, 이
는 국내 수소산업의 전개속도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빠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1회 운송으로 대량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운송,
수출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위해서는 제한된 공
간에 대량의 수소를 싣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액화수소의 필요성들이 부각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운송 프로젝트는 일본이 최초로 진행하고 있
고, 현재는 액화수소 운송선을 개발하여 실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호
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액화시켜 일본까지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는데, 한국에서도 호주와 이러한 액화수소 운송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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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상수소

마지막으로 액상수소를 보겠습니다. 액상수소는 상온과 상압 상태에서 운
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해상 운송에 있어
서도 기존의 석유화학을 통해 운송하던 운송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도 굉장한 유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OHC 같은 경우 일본과 브루나이에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
서도 LOHC 해외 공급망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암모
니아도 마찬가지로 상온, 상압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고, 이미 비료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현재 해외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여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새로운 인프라 설치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프로젝트는 현재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
된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여 운송선을 통해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저장·운송 분야에서 LOHC, 암모니아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 어떤 분야에 우리는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일본에서 발표한 장기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액화수소

탄소중립 (Net-zero)

수소 운송 전망

의 경우 Nm3 당 약 300원 정도, LOHC는 300원~400원, 암모니아는 200원
까지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해외 운송에 있어 현재 기술
단계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좀 더 멀리 보
게 되면 2050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액화수소, LOHC, 암모니아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운송 분야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소에 관해 말할 때 흔히 에
너지 안보를 거론합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 생산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자주 처
하게 되는데, 수소의 경우 국내는 물론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다양하게 확
보한다면 세계적·국가적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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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액화수소, LOHC, 암모니아 등의
공급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모두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 산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저장·운송 방식별 비교
구분

고압기체

액화수소

특징

수소기체를 고압으로 압축

극저온상태로수소를액체화

저장조건
수소저장
(mass%)
저장밀도
(kg-H2/m3)

700 기압

-253˚C

액상(LOHC/암모니아)
암모니아(NH3) 등 화합물 형
태로 액상 저장
상온,상압/20˚C,0.857MPa

100

100

6.16/17.8

39.6

70.8

운송방식

·기존 인프라 활용
·고순도 수소 저장

장점

·고압저장에에너지소모大
·낮은에너지저장밀도
·운송량소량

단점

기술
수준

튜브트레일러, 배관

국내

상용화

국외

상용화

탱크로리. 수소 선박 등
·고가 압축기 불필요
·고순도의 수소 저장 및 대
용량 운송 가능
·액화에 에너지 소모 大
·액화플랜트 설치비용 大
·장기간 저장 및 기화가스
(BOG)제어 어려움
초기 개발 단계
상용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수소기술개발로드맵

47.3/121
기존 인프라(가솔린,LPG), 선
박등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일반 압력용기 저장 가능
·직접 연료로 사용 가능
·독성/폭발/부식성이있음
·수소발생에에너지가필요
초기 개발 단계
실종 단계
(일본,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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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충청북도 수소산업 현황과 나아갈길
그렇다면 충청북도 수소산업 현황은 어떨까요? 충북에서는 이미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모빌리티 활용, 인
프라, 안전 표준화, 인력 양성 등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 단계에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소산업 전체 밸류체인에 있어 잘
구성된 시스템들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충북이 수소산업의 메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에서의 수소 보급 형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8개소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고, 수소전기차는 약 550대 정도 보급이 된 상
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충북의 전체적인 수소산업 현황에 비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여겨지고, 활용적 측면에서 수소전기차나 수소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수소 수용성 제고 부분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주민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고, 수소 홍보관을 설립하여
수소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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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인증센터 등을 충
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과 전반
적으로 어우러져 충북이 국내 수소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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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원장(한국메타버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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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것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Metaverse)

최재용
한국메타버스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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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로 떠나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모든 일들이 동결되다시피 한 가운데 비대면의 날개를 달고 비상을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메타버스(Metaverse)’
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
는 말로 이 단어의 처음 등장은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스
노크래시」
에서 아바타라는 용어와 함께 도입된 개념입니다.
‘메타(meta)’는‘가상, 초월’을 의미하며 그리스어가 기원이며‘버스
(verse)’
는‘우주(universe)’
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따온 것으로 이 두 단어
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가상 우주’‘
, 초월 우
주’
라고도 할 수 있으며 게임 산업에서 출발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3차원 가상공간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동남아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전 세계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청와대부터 초등학생까지 메타버스에 푹 빠
져 있습니다. 강의를 하다보면 초등 영재들 대상으로 메타버스 강의를 하기도

있습니다. 필자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메타버스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메타버스 활용을 통해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Metaverse)

하고, 대학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에 강의를 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 기업, 병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서 메타버스 활용사례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실공간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와 가상공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메타버스란 현실세계와 똑같이 지금과 같은 강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 창작활동, 상행위 등을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메타버스 활용사례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국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네이버제트가 만든 제페토(ZEPETO), SK
텔레콤이 만든 이프랜드(ifland), 미국 게더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게더타운
(Gathertown)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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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미 도착한 미래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메타버스의 유용
하고 뛰어난 기능으로 인해 각 산업분야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으며, 아마도 코로나19가 끝이 나

도 메타버스를 몰랐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등교를 하라고 했더니 학생들은“선생님 학교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줌(Zoom)으로 수업 들을래요. 그게 편해요”
라고 한답니다. 초등
학생도 바뀌었다는 얘기이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해서도 살펴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출
근을 아예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프라인 사
무실 공간이 이제 굳이 필요치 않는 시대가 되었고, 아침마다 출근을 위해 새
벽부터 일어나 서둘러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
과 컴퓨터 하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멀리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지
않아도 되고, 해외출장을 위해 고액의 경비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여
러 날 해외에서 채류하지 않아도 내 집에서 얼마든지 해외출장에서 봐야할 업
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속 가상오피스의 활용이 현실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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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근무 이제 낮선 장면이 아니다

예를 들어‘직방’
이라는 업체는 아예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메타버스
속‘메타폴리스’
란 가상공간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2021년 2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원격근무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하며 7월부터 가상 오피
스‘메타폴리스’
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메타폴리스는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
타버스 협업 툴로 현재 직방은 전체 30층으로 이뤄진 가상 건물에서 4층과 5
층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층당 300명이 정원으로 직방 전 직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메타폴리스는 기업들의 메타버스 협업 툴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직방은
궁극적으로 이를‘디지털 도시’
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
도래 하면 직방은 가상공간 안에서 공간을 빌려주고 광고를 하는 등 가상 임대
업에도 나설 수 있으며, 실제로 메타폴리스 1층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는
○○건설의 광고가 나오고 있고 메타폴리스의 7개 층은 ○○당의 경선캠프로
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폴리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평을 들어보면“처음에는 소통에
걸림돌이 있을까 걱정했지만 놀라울 만큼 불편한 점이 없다. 출퇴근 자체가

사라지니까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출퇴근 시간
어느 직원은 메타폴리스 도입으로“인력 유치에 제한이 없어졌다.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직원도 얼마 전 채용됐다. 또 메타폴리스는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채용풀이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통역 등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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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옥철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큰 메리트 같아요”
라고 합니다.

션 제도를 정비해 외국인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가상공간에서의 근무는 이제 절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기업에서 오프라인의 임대 사무실을 빼고 온라인 가상공간으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유지비용, 운영경비,
인력소모 절약, 직원 업무의 효율성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가상공간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절약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1분기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외비용 등에서 2억 6,800
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진행한 결과 생산성이나 업무효율에 있어서 전혀 오
프라인 근무형태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도 얻어내었습니다.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 확산

미국의 페이스북(facebook)은 17년간 사용해 왔던 페이스북이란 회사명을
‘메타(Meta)’
로 바꾸고 회사로고도 무한대(∞)를 뜻하는 디자인으로 바꿨습
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무한한 경쟁력과 기능성,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
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메타 역시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근을
위해 멀리 자동차를 끌고 올 필요 없이 가상 오피스로 들어와서 일을 해도 오
프라인 근무와 별 차이가 없는 충분한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자의
한국메타버스연구원도 연구원이 70명이며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오늘 처음
만났지만 다 가상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상 오피스에서 연
구를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미래가
다가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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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피니티 오피스

자료 : 저자작성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는 아바타로 만납니다. 아바타로 만나서 회의도
진행하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아바타로 하면 좋은 점은 회의를
진행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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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 현실 속에서는 직업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공무원이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서도 주말에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식생활연구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
니다.
매일경제에서는‘이프랜드’
라는 공간에서 회의를 합니다. 신문기자들의 활
동도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에 적합합니다. 코로나19 속에 매일 사람을 만나러
다니다보니 편집국장은 기자들에게 사무실로 오지 말고 각자 집에서 회의를
하자고 했고, 실제 각자 집에서 추리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는데 물어보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굳이 취재하고 나서 회사에 되돌아와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새벽같이 출
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취재하다가 집에서 회의도 할 수 있어 직원들
의 만족도도 높고 직원들의 가족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경제가 전국에
있는 신문사 중에서 가장 메타버스에 최적화돼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만들어내고, 행사도 많이 하며, 회의까지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
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경제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발표를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네이버제트의‘제페토’
에서 했습니다. 제페토에서 아바타로
지 않습니다. 캐스퍼라는 온라인 판매 전용 자동차를 만들어 그것을 로블록스
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승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
스 플랫폼에서 시승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자동차가 배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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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시승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페토에서는 자동차를 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많은 대기업에서는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기
업에서 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할까요? 이유는 메타버스를 앞으로의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오징
어 게임처럼 우수한 K-콘텐츠를 만들어 수출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동차 만드는 것? 한마디로 힘들죠. 노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품 업계도
힘들고, 중국에서 반도체가 파동나면 덩달아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현실세계
속의 산업분야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작용합니다. 그런데 메타(전 페이
스북)처럼 플랫폼 하나 딱 만들어서 세계 7위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조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 플랫
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엄청난 메타버스 활용과 도입에 투자를 하고 있습
니다. CJ, 아모레, GS, 롯데, 구찌 등 이런 회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홍
보도 하고, 직원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전국에 여
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렵게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입학
해도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즉 취업이 안 된된다
는 이야기인데 왜 기업에서 직원을 안 뽑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을 뽑지 않아도 일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아닌 이제는 프로그램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인
공지능(AI)이 해낼 것이고, 요즘 만나지를 못하니까 직원들 채용을 하지 않습
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이 안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청년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핵심인데,
이 사람들의 표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변하기 때문에 지
금 대선 주자들이 청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지금 하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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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고 있습니다. 토익도 잘하고 학점도 좋고 스펙도 많이 쌓았는데 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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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굳이 사무실이 필요 없는 세상, 직원이 많이 필요 없
는 세상 재택근무만 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대학생들은 뭘 준비하는지 아세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특강을 가보면“저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공무원 되
고 싶어요”등등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립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공무원
이 인기 직종일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
구 절벽인데 결혼도 안하고 요즘에 애도 낳질 않습니다. 지금 이 청주시 인구
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 감소할 것입니다. 청원군하고 통합됐지만 좀 지나
고 나면 보은군하고 합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
이 되니까 그만두게는 못하고 행정통폐합을 한 다음에 2부제 근무를 시킬 것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제 예측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그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많은 대학생들
이나 청년들은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말고
메타버스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주커버그가 나와야 합니다.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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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나와야 합니다. 메타버스로 인한 기업들의 채용
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노력들

얼마 전 울산광역시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아침 9시가 강의시간이라
“그럼 전날에 제가 내려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아닙니다. 원장님은 집에
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강의실을 게더타운 공
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집에서 접속만 하
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공직자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즉 메타버스 교육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인식이 이렇게 바뀌
니까 이제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뒤를 이어 순천시청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청은 50명씩 나
눠서 메타버스 기초 과목들을 2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지
만 그 다음에 시가 바뀌고 또 시민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기업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앞 다퉈 메타버스를 행정 및 산업분
야로의 도입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각 지자체는 메타버

스 공간에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만나 시민들의 민원을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지자체 행정·민원서비스에 메타버스를 접목
해 처리하고 관광지나 축제 등 지자체 IP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의 문화와 현안을 알리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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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준다거나 지역 축제나 특산물을 구매하는 일이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시민들은 물론 MZ 세대들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활용하
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메타버스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인‘5개년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습니다. 5개
년‘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적
으로 구축하고 가상공간을 이용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 소통, 교육서비스, 관광·전시·축제 등 문화
관광 서비스, 지능형 도시 관리 시정 전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하겠다는 계
획입니다.‘메타버스 서울’
은 총 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에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3~2024년 확장, 2025~2026년 정착의 3단계로 구현됩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 3단계 로드맵

자료 : 저자작성

강원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산업,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생태
계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28일‘메타모스연합’
을 출범했습니다. 메타버
스를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도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요소는 물론 동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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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 개최지라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 독창적인‘메타모스(MetaMOS)’
를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인데요. 이는 기존 메타버스를 넘어 공간을 중심으로 하
는‘메타버스 2.0’
을 의미하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실제 자연환경과 자연적
자산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그것과 가상공간이
서로 융합돼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차별점이 있습니다.
메타모스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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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경우도‘디지털 미래’
를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디지털 산업육성
과 홀로그램 등 XR 기반을 활용한 역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2일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
를 구성해 메타버스 산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메타버스로 전라북도 디지털 재도약’
을 비전으로 메타버스 산업육
성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은‘메타버스로 전북형 뉴딜
견인’
과‘K-뉴딜2.0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선제적 지원’,‘공공메타버스로
기업지원 확대’등 3가지로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추진과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상에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일면식
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면 이 또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해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분인데 제가 글만 올
굴을 못 보았지만 그러다가 지난 겨울 부산 동아대학교에 강의하러 간다고 페
이스북에 올리자 그분에게서 DM이 왔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로“어머, 원장
님 부산 오시네요. 꼭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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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면 와서‘좋아요’
와 댓글을 달아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얼

그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처음 봤는데도 10년지기처럼 매일 페
이스북에서 얼굴을 봐왔기 때문에 필자가 무엇을 하는 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
다. 그래서 마치 오래 만나온 친구처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아마 10년 만
에 동창 친구를 만나도 할 얘기가 없었을텐데 이 분은 페이스북 친구임에도 애
기가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가
상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다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비
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지도, 도로 안내표지판, 사람들에
게 물어보면서 가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위치만 찍
으면 기계가 길 안내를 해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
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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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가상공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
10년 안에 메타버스가 전 세계 산업을 강타 할 것

이처럼 메타버스가 전 세계 산업을 강타할 것이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
야기합니다.“앞으로 10년 안에 메타버스 세상에서만 살 수 있다. 그 안에서
가상화폐만 사용하고 살 수 있다”
라고 석학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청북도를 알리는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도
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제페토에‘한옥마을’
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 한복을 갈아입고, 한옥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
중에 코로나19가 사그라지면 실제로 이들은 한국의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할
것입니다. 또한 제페토에 가면 충청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
고도 집에서 제페토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돼 한 달에 1,500만
원씩 버는 창업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페토 이 안에 창업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
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이 안에서 쇼핑도하고 메시지도 남기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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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내가 사서 해보기도 합니다. 제페토 안에 있
는 한강공원은 어디 기관에서 만들었을까요? 한강공원은 바로 한국관광공사
가 만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전 세계 2억 5,000만
명의 유저들이 심심하면 한강공원으로 놀러옵니다. 제페소 속의 한강공원을
말이죠.
제페토 크리에이터

자료 : 저자작성

구찌에서는‘구찌 빌라’
를 만들었습다. 구찌 빌라를 방문해서 구찌를 체험
하게끔 300원을 주고 백을 삽니다. 이 영향으로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완화돼
서 해외여행을 가면 면세점에서 구찌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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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이 되는 가상공간

백화점도 제페토 안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아니면 명품 등 많은 기
업들이 이안에 공간을 꾸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고,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기업 입자에서는 홍보 할 수 있는 수
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빠져있다 보니 점
점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 바
로‘렌지’
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26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게
임만 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했고, 부모님도 게임을 하라고 밀어줬
다고 합니다. 지금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
는데, 한 달에 1,50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페토 유저가 2억 5,000
만 명입니다. 필자도 한번 아바타가 입는 옷을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여성
들이 입는 탱크 탑을 만들어 올렸더니 팔렸습니다. 이게 한 벌에 300원인데
팔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못한 청년들 이런 친구들에게
제페토 크리에이터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국비 교육처럼 300시간을 할
애할 필요 없이 한 달만 교육시키면 됩니다. 매일 2시간씩 한 달, 즉 60시간만
교육받으면 이런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메타버스연구원에서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의의
뢰로 바이어들이 오는 전시회를 게더타운 공간에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니 게더타운에 전시 부스
를 만들어 바이어들이 가상공간인 게더타운 부스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곳
에는 담당자 아바타가 앉아 있고, 상담을 시작하면 담당자의 실제 얼굴이 보
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보안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들리게끔 둘만 들리
게 만들어 놓았습다. 그리고 비밀방도 있어서 비밀번호 키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고 블록처럼 공간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 공간이 50명이라고 치면, 메타버스에서는 500명 이상이 특강을 들
을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는 홈페이지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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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했지만‘직방’
이라는 회사를 다시 소개하자면 부동산 플랫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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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지만 사무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상공간 30층짜리를 만들어 그
곳으로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얼굴을 보고 일을 하며, 각
자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식도 안하게 되니 직원들은“저녁
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
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100% 재택근무에다
주 4일 근무, 100% 채용조건이면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 몰려 옵니다. 직방의
프로그래머들은 다른데 있다가 스카웃 돼서 오면 초봉이 6,000만원에 보통 1
억 원 정도 줍니다.
메타폴리스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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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가상공간은 새로운 기회

이제 가상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메타
버스의‘메’
자만 들어가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에서“이제 대한민국이 살 길은 메타버스다”
라고 하면서 VR HMD
를 만들던, VR 콘텐츠를 만들던,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하든, 아니면 아까처럼
뭘 하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시면 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이
까지 모두 퍼졌는데 충북에서만 아직 미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 장학사 연수, 초등생 연수
에 메타버스 교육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그런 연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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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열풍이 이미 부산, 제주도

다못해 전남교육청, 서귀포시청, 순천시청, 부산, 경북 등에서 메타버스에 대
한 교육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아직 메타버스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한국판 뉴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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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는 직접 방문해서 가볼 만한 것도 없고 특별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꾸 충청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
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월급을 한 300만원 받지만 방값 내고, 밥값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고시원에 살거나 그냥 방값을 비싸게 100만 원
씩 주고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친구들을 다시 충청북도로 불러
와야합니다. 불러와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회사를 구축해야합니다.
자동차 몇 십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이런 플랫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
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거나, VR 기기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
야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게더라는 회사는 게더
타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2조원을 버느냐? 바로 게더타운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입니다. 하루 사용료 3달러, 그럼 충북연구원에서 도민 대상 행사를 한다면
500명 곱하기 3달러 즉 한 17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사
들이 많겠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부 기관에서 행사 때 여기 돈 내고 하는 겁
니다. 돈 내고. 그 돈이 모으면 2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재
투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컴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따가지고 한컴 타운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
들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
고 설명 드립니다.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충청북도가 메타버스에 특별한 도가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변화되고 또
도민들이 바뀌어서 충청북도가 메타버스 1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하
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메타버스 활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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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굳이 팬데믹이 아니라도 메타버스 세상은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
대가 그만큼 변했고 기술도 과학도 그만큼 진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로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변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이
제 누가 먼저 실천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메타버스 강국, 메타버스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에 대해 사고를 열고 메타버스 교육부터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권하는 바입니다.‘메타버스’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
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고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각인해야 할 것입
니다.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 (Metaverse)

02
도시 및 건축분야의
메타버스 사례 및 활용방안
김시목 미래도시전략팀장(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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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Metaverse)

도시 및 건축분야의
메타버스 사례 및 활용방안

김시목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도시전략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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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개념의 탄생과 발전
영화 『스노우크래시(Snow Crash)』 속 가상세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메타버스’용어는 소설가이자 미래학자인‘닐 스티
븐슨(Neal Stephenson)’
의 SF 소설‘스노 크래시(Snow Crash)’
에서 처음 등
장했습니다. 닐 스티븐슨은 공상과학, 역사소설 등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낮에는 피자 배달부이지만 밤에는 해커이자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최고의 검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메타
버스 내에서 존재하는 스노 크래시라는 마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지털 마약
이라 할 수 있는 스노 크래시를 보는 순간 아바타의 뇌는 정지해 버립니다. 하
지만 현실세계에서도 가상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뇌가 멈춰버리는 일이 일어
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면서 스노 크래시 마약으
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합니다.

자료 : 저자작성

이처럼‘스노 크래시’소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메타버스 세계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메타버스 내의 거리인‘스트리트’
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메타버스의 초기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이지
만 스트리트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부동산을 가지게 되는 행운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아바타’
라는 용어입니다. 사실 아바타는 화
신, 분신 이미 알려진 말이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 움직이는 자신의 분신이라
는 의미로는 이 소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주인
공은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탐험하기 위해 VR 헤드셋을 착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30여 년 전 소설인 스노크래시라는 소설 속에 구현된 메타버스
입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와 너무나도 비
슷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 엔지
니어, 개발자들이 젊은 시절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Metaverse)

소설 스노크래시 & 작가 닐스티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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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크래시의 메타버스 개념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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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2006년 로블록스(Roblox), 2011년 마인크래프트(Mine Craft), 2017년 포트나이트(Fortnite), 2018
년 제페토(ZEPETO), 2019년 호라이즌(Horizon), 2021년 이프랜드(Ifland)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페토와 이프랜드 플랫폼은 SNS를 기반
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는 게임기반 플랫
폼이며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호라이즌은 VR기반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를 탐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모
니터에서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VR 헤드셋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VR 헤드셋을 이용하여 메타버스를 탐험하는 것이 훨씬 몰입
감이 큽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
메타버스 (Metaverse)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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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21세기의 골드러시인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1848년~1855년)는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미국 개척민들이 너도나도 캘리포니아로 몰려간 현상을 말합니
다. 그 당시 사금을 캐기 위해 10만 명 정도가 모였고, 이때 사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중 일부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많
이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금을 발굴하기 위해 몰려든 10만 명
의 의식주 해결을 담당했던 생필품 판매업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분야별 메타버스 개발자
들도 수혜자가 되긴 하겠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처럼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사회현상일까요? 하나의 지나가는 해프닝이 될까요? 저는 메타버스
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든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든 이 시대에 부정할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184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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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Natural Sapphire Compan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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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건축 분야의 메타버스
보다 현실세계와 근접한 의사소통 수단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현재 게임, 제조, 관광, 의료, 교육, 군사, 행정 등
여러 분야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도시와
건축 분야입니다.

언트와 소통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CG 또는
3차원 시각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소통합니다. 사실 건축도면은 클라이언트
에게 보여주면 이해하기 힘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3차원 시각화 자
료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2차원보다 3차원이 현실

메타버스 (Metaverse)

도시 및 건축 분야는 과거 연필로 도면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어서 클라이

세계와 더욱 근접하니까요.
건축설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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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이처럼 도시 및 건축은 계획단계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클라이언트와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건물 및 도시의‘시각화’
가 발달하였고, 많은 발전
을 거듭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최
근 붐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함께 연계되고 있습니다.
병원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
가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평면을 정리하는 데만 몇 달
이 걸립니다. 관련되는 의료진과 진료과가 많기 때문이죠. 의료진과 2차원의
건축도면으로 소통하는 일은 한계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평면을 모델링한 후
VR로 제작하여 의료진과의 이해도를 높이고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 및 도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생산성

을 높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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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시1

자료 : 저자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시2
메타버스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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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도시 및 건축 분야와 공간정보 플랫폼

2013년 영국 런던의 크리스 쉘드릭(Chris Sheldrick)이라는 청년은 야외음
악콘서트를 즐겼는 데 이정표가 없는 야외공연장에서 여자친구와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위치정보와 관련된 한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
데,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위치를 3m×3m로 나눈 뒤 3개의 단어를 이용해
고유 코드를 부여한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그는 위치정보체계 스타트업을 창
업하고, 왓쓰리워즈(What3words)라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

오맵에서도 왓쓰리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저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도 왓쓰리워즈를 응용하여 건축물 3차원 실
내공간구성체계를 제안해보기도 하였습니다. 3단어 주소에 층수 개념을 덧붙
인다면, 실내에서도 위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정보화하는 작업이 도시건축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S 예시 1(왓쓰리워즈 : 3M × 3M 격자로 지구를 분할하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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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비영리단체인 OSM이 개발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활용하면, 오토데스
크사의 도시 시각화 프로그램 인프라웍스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맨해탄 같
은 도시를 광역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에 다양한 도시 정보들, 지
형데이터, 위성사진, 도로 및 각종 인프라, 빌딩 빅데이터를 결합시키면 데이
터가 주도하는 도시 통합 모델링을 빠르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브이월드(국토교통부), 에스맵(서울특별시) 등 공
간정보플랫폼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시를 메타버스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공간플랫폼에서 건물 배치
를 하고, 경관을 검토하고 디자인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건물관리도 메타
버스에서 가능해지며, 에너지 관리, 재난에 대한 대응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해
질 것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예시 2 (인프라웍스와 공간정보_삼우)
메타버스 (Metaverse)

자료 : 저자작성
공간정보시스템 예시3 (브이월드 오픈플랫폼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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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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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통한 시뮬레이션

도시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
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55%가, 그리고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
은 훨씬 높아서 2050년에는 87%로 예상됩니다. 도시가 번창할수록 기후변화
의 주원인인 CO2 배출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얼마 전 끝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에서 탄소감축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많은 선언과 실천과제들이 협의되었습니다. 회의장 천장에는 거대한 입체지
구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모형을 보면 기후변화에는 국경이 없음
을 보여줍니다.
세계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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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현재 건축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기후데이터 분석, 건물군 음영분석, 바람길
분석, 에너지 분석을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세부 건축설계에 반영합니
다. 만일 이 시뮬레이션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된다면 훨
씬 종합적이고 정확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럽우주국에서는 현실세계 지구의 디지털 버전인 디지털 트윈 어스를
터를 결합하여 디지털 지구를 만듭니다. 초대량의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구에서의 자연 및 인
간 활동을 시각화하고 전지구적인 기후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Metaverse)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와 지구 곳곳에 설치한 지상관측 데이

메타버스와 시뮬레이션 1(에너지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시뮬레이션_삼우)

자료 : 저자작성
메타버스와 시뮬레이션 예시2 (건물군 음영분석, 바람길 분석 시뮬레이션_삼우)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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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스마트 시티의 시작

도시건축의 메타버스화는 결국 스마트 시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모으는 첫 단계는 디지털
센싱입니다. 이 세상은 센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 동물, 식물,
자동차, 건물 도로 같은 많은 인프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센서들로 서로 연결되면 그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설계사무소는 부산 에코델타 시티의 스마트 빌리지에서 최근에 작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의 입주조건은 입주자가 자기의 생활데
이터를 제공을 하면 5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디지털 데
이터가 쌓이면 디지털 시티가 되고, 디지털 시티가 쌓이면 디지털 지구가 만
들어집니다.
스마트센서의 네트워킹_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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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04

건축가가 바라보는 메타버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개념과 플랫폼들, 위치정보 시스템 등 공간정보 기술
들, 그리고 도시,건축 분야에서의 다양한 메타버스 활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얼마전 제가 회사 내의 디자이너에게 간단한 메타버스 공간을 의
뢰해보았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러 개 있는, 실제 설계가 진행
되고 있는 어느 건물의 실내 라운지에 디자이너의 놀라운 상상력을 더합니다.
실내는 로비가 되었다가 도서관이 되었다가 어느새 쇼핑몰이 되었다가 마침

내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수족관이 됩니다. 건물 위로 보이는 바깥 풍경
중력은 사라지고 건물을 만드는 현실의 모든 조건에서 해방됩니다. 이처럼 메
타버스 공간 속에서의 건축은 현실과 전혀 다른 문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실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도시 건축가가 디자인할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Metaverse)

은 봄,여름,가을,겨울이 명멸합니다. 시간이 가속화되고 공간이 중첩됩니다.

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건축가와 우리의 끝없는 상상력만이 메타버스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건축가가 바라보는 메타버스_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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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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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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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스마트 관광
송학준 교수(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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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메타버스와 스마트 관광

메타버스
(Metaverse)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
130

01

들어가며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규모가 336억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해의 예산이 520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메타버스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들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
광 산업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 강의를 통해 스마트 관광과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메타버스
활용 사례들을 통해 관광 산업 특수성에 따른 메타버스의 활용방안과 미래방
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02

스마트 관광(Smart Tourism)이란?
관광의 만족감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마트 관광

데 어떤 목적지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
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상 관광과 스마트 관광이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관광과 스마트 관광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 (Metaverse)

관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관광은 자유로운 시간 가운

먼저, 가상 관광은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상(virtual)이나 증
강(augumented)요소인 영상, 음악, 내레이션 및 텍스트 등을 통해서‘일상 생
활권을 떠나지 않고도 실제 존재하는 목적지나 관광지에 방문한 것과 같이 실
재감을 느끼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
트 관광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
강(AR) 및 가상(VR)현실 등과 같은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컴퓨
터, 모바일 기기 등을 관광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양질의 관광 정보서비
스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관광 경험의 만족감과 편의성’
을 높여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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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관광

자료 : 저자작성

사실, 스마트 관광은 4~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었지만, 코로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나19로 인하여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스마트 관광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스마트폰을 이용해 관광을 하는 것’
‘AR·VR·MR
,
을 이용한 관광’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은‘스마트 경험’
‘스마트
,
편의’
‘스마트
,
서비스’
‘스마트
,
모
빌리티’
‘스마트
,
플랫폼’
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요
소와 VR, AR, 홀로그램, O2O, 챗봇 등과 연계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마트 관광 5대 요소
5대요소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편리한 체류를 위하여 식당, 체험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및
결제 지원

스마트 서비스

132

세부내용
·최신 기술(A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 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다국어, 불편신고, 짐 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수요대응형 자동차 등 도시 간 이동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시
내 이용 가능한 2차 교통수단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관광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 등록·이용하며 그 기록을 수집·분석
하여 관광정책에 활용

자료 : 저자작성

스마트 관광의 확산과 발전

스마트 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
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스마트 투어 가이드 오디
오’
라고 불리는 스토리텔링용 오디오 관광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
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오디오로 재미있게 제작
해 관광객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방문하기 전 미리
와이파이로 파일을 다운 받을 경우, 관광지에 방문 시 별도의 요금 없이 관광
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테마와 18개 지역, 3300개
의 오디오가 이야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어 API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으로, 현재 관광 위치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를 연동을 통해 관광

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광객은 투어 API를 활용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투어 가이드 오디오 및 투어 API

메타버스 (Metaverse)

할 경우 주변의 관광지, 문화시설, 레포츠, 숙박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자료 : 저자작성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융복합 관광 서비스로 R&D 사업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융복합 관광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
업을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는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
해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여 지속
적으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관광객을 대상으로 융복합 기술을 활용
해 누적된 정보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 및 발전
시키는 관광도시를 뜻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첫 해에는
인천광역시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수원이 선정되어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스마트 관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태 관광 테마파크의 비대면 관광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생각됩니다.
즉, 스마트 관광이란 어떤 특별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사업 진
행 과정에서 서비스 혹은 서포터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스마트 관광이라
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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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관광도시(1): 스마트 관광도시 예시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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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관광도시(2): 추진배경과 사업목표
추진배경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DX)에
따른 관광산업 혁신기반 조성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생태계 조성

COVID-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

맞춤형 스마트관광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개인화된 스마트관광
서비스 필요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 정보제공 필요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부족한 관광콘텐츠 해소 등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

특정 관광지 선호
해소 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목표
비전

방향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관광의 디지털대번혁 선도

목표

자료 : 저자작성

정부의지원을통한

+ 관광과기술의융복합가속화 +

스마트관광요소를집약한
미래관광청사진제시

목표 1

목표 2

목표 3

기술 기반 미래 관광
서비스·인프라 육성

혁신기업의참여를통한
새로운관광산업발전기반마련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메타버스의 경제기반 요소

물리적 법칙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스마트 관광의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메타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메타버스 (Metaverse)

03

분들이 한 번씩은 메타버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가
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의 합성어로 가상현실(VR)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메타버스에서 행하는 경제
적·사회적 활동은 현실세계와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최대 장점은 소프트웨어 조각들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으로,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
다. 최근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쇼핑과 주문, 광고·홍보·마케팅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는 엔터테인먼트·공연·축제를 메타버스를 활용해 실시하기도 하며, 관
광지에서는 지역 간 이동과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여행객 유치의 어려움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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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스를 활용해 해소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활용 사례

CU 한강공원 쇼핑

자료 : 저자작성

현대면세점 홍보

방탄소년단 공연

한강공원 체험

현대자동차 마케팅

디센트럴랜드의 카지노

외교부 세미나

롯데건설 메타폴리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사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사용되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로 제페토,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이게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 할 것 같은 걸 내가 왜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메타버스에는 경제 시스템이 반영되어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메타버스 안에서 왔다가 갔다가 한
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인‘인피니티’
가있
습니다. 이 게임을 위해서는‘엑시’
라는 게임 캐릭터를 3마리를 사야하는데,
한 마리에 40만원으로 총 120만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사
고 싶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엑시 스콜
라’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캐릭터를 가진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여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세를 들어 사는 부동산 거래 현상과 유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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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캐릭터 거래 화면

자료 : 저자작성

아직도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를 통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집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게더타운’
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가상 오피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화상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바타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자신의 자리와 아
바타 등을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게더타운’
에서 사용되는 개인

공간과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악세사리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
랜드’
이라는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건물이 51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게더타운 및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Metaverse)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건물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최근‘디센트럴

자료 : 저자작성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

메타버스는 경제적 시스템 이외에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중
요합니다. 직업창출의 대표적인 예시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로븍록스 스튜디오에서는 개발자에게 게임 판매 수익의
70%, 게임 속 판매 수익의 30%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내 개발자의
수는 127만 명이고, 이들이 만든 게임의 수는 약 5,000만 게임입니다. 이 중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이상의 수
익을 올린 개발자는 3명, 10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개발
자는 249명,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개발자는 1,057명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하고 따라하면 누구나 게임을 만
들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건축가입니다. 메타버스 건축가는 특정 메타버스 플랫
폼에서 의뢰를 받고 공간을 만들어 주는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아바타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
들고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1,500만 개의 악세사리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아바타 드라마 PD 또는 작가입니다. 아바타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만드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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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제페토와 SKT의 이프랜드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드라마는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메타버스 또는 유튜브 채널로 유통되며, 3천 명이 넘는 구독자와 드라마들의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인피니티 캐릭터 거래 화면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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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메타버스로 창출되는 직업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메타버스 게임제작자와 메타버스
드라마 작가와 PD, 의류 디자이너는 기술이 없어도, 유튜브 동영상 학습을 통
해, 메타버스 건축가는 건축전공이 아니고 건축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페토 빌
드잇 등 메타버스 플렛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상상력을 가상공간 속에서 현실로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04

메타버스와 스마트 관광
Life logging & Meta commerce

메타버스와 스마트 관광, 그리고 스마트 관광에서 메타버스의 활용방안은
무엇일까요? 혹시 라이프 로깅(Life logging)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라이
프 로깅이란 단어는 생소하지만 이미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용하면서 우리가 사진을 남기거나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이 스마
트 관광이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메타 커머스(Meta commerce)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

메타버스 (Metaverse)

느끼는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SNS, AR기기, VR기기 등을 사

타커머스는 이커머스와 유사 개념으로 유료 서비스 결제를 지역 가상화폐로
대체하거나 지역 관광 특산물 등 상품의 온·오프라인 유통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경우 스마트 관광과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라이프 로깅과 메타 커머스를 종합해 메타버스와 스마트 관광과 연결점을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에서 온라인 투어를 진행하고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
램, 지역관광 특산품 및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경험 정보를 공
유하는 라이프 로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의 관광경험을 공유를 할 경우 지역
관광의 콘텐츠 생산이 활성화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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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ogging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재미있는
순간이나 기억들을
공유하는 행위

블로깅
라이프로깅
Life
(Blogging)
Logging

로깅
(Logging)

일기/사진앨범/메모와 같이
사용자 혼자 보기 위해
일상/재미 있었던 기억
/스스로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기록하는 행위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라이프를 기록하고 있음
- “라이프로깅 (Life Logging)”

자료 : 저자작성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사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메타버스를 통한 스마트 관광의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2020년
개발한‘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입니다.‘버추얼 서울’
은 창덕궁, 세빛
섬, DDP, 남산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가상 회의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행사 플랫폼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팀 대전, 실시간 채팅 등의
비대면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제66회 국제약학대학생
연합 세계총회’
‘제8차
,
국제협회 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라이트 로깅기능을 갖추고 있어, SNS계정과 연동 시 자
신이 참석한 회의의 사진을 SNS로 저장과·공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의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제페토를 통해 독일마을 내 광
장, 마을거리, 전망대와 해저터널을 구현 했고, 코로나로 취소된‘2020 맥주
축제’
를 가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맥주축제에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축
제와 동일하게 K-pop 가수·래퍼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콘서트, 수제 맥주
온라인 클래스, 맥주 빨리 마시기 랜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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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의 보문단지 등 국내 유명 관광지들이 코로나로 위축
된 관광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활용 예시: 독일마을과 보문단지

자료 : 저자작성

가상관광 속 메타버스 관광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IT기술을 활용하는 관광과 활용하지 않는 관광으로 구분을 해서 스마트 관광

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디까지가 스마트 관광이고 이런 용어를 어떻
와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들은 일단 스마트 관광으로 정의를 내렸
습니다.
문제는 스마트 관광 속에 해당하는‘가상관광과 메타버스 관광을 어떻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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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의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메타버스

분하느냐’
입니다. 저는 일회성과 연속성으로 이 둘을 구분하자고 생각했습니
다. 먼저, 헤드기어 같을 것들을 쓰고 VR, AR로 관광을 하지만 상호작용이 없
는 일회성 여행은 가상관광으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연속성이
있는 관광은 메타버스 관광으로 정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메타버스 관광을 저는 또 두 가지로 구분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는 사례에서 나온 것과 같이 보문단지, 서울 랜드마크 등 실제로 현실
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관광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비
현실 메타버스 관광입니다. 어떤 메타버스 관광이 더욱 중요하다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지역에서 현실 메타버스 관광을 위한 노력들을 실시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 로깅과 메타 커머스를 통한 지역 관광의 콘텐츠 생산 활성화
와 소비 증가 등 스마트 관광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이 됩니다.
관광-가상관광-스마트관광-메타버스 관광

가상관광
메타버스 관광

스마트관광

⑤

②

관광
①
비스마트관광

자료 : 저자작성

⑥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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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스마트 관광 분야 활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스마트 관광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관광 생태계
내 구성원들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오피니언리더나 인플루언서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오늘과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로 새로운 관광지를 구축할 것인지 이전 관광지를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사항들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
기적인 관점에서 관광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
요할 것입니다. 제페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지만, 현실 관광과 마찬가지로 관광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
질과, 전문교육을 통해 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소비자, 전담직원, 일반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공유 대화형
공간을 만들어 라이프 로깅과 메타 커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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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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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활용한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정재욱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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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리 사회의 변화, 가상공간 발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같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고, 변하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메타버스를‘메타버스를 활용
한 충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이라는 주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산업, 메타버스 시장의 전망 등 메타버스에 대
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충북 현황, 기술 접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
명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와 관련된 우리 사회 속의 다양한 변화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개봉된 접속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때 당시 PC 통신
이 일상화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랜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에서 누군
가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대사 중“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
는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는 새로운 매트릭스라는 가상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의 삶이나 생활
등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단순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새로
운 세상에서의 경험을 쌓아갈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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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화는 1999년에 상영된 매트릭스입니다. 유선을 연결하면 내가 있

새로운 촬영과 구현 기법,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세계가 있다는 관점
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 개봉된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전쟁
에서 척추 손상을 입고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를 통해 아바타 세상
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전달하는
의미 중 내가 아닌 아바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아바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확산되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영
상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
고 가상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
마에서는 증강현실(AR)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에 대해 나옵니다. 드라마 등장인물이 증강현실에서 죽으면 현실에서 죽기도
하고, 증강현실에 접속하지 않았는데도 현실세계와 증강현실이 혼재되어 나
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영화와 드라마들은 가상공간에 대한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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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XR 산업과 기술의 활용
VR, AR, MR, XR의 개념과 정의

저는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발전해 온 것들, 즉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 XR(eXtended Reality)
에 대해 설명하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북의 주력 산업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는 VR과 AR은 생소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발전하여 XR,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VR은 인간의 감각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을 현실처럼 인식시키는 기술로 가상현실을 의미하며 게
임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시의 의림지, 보은
의 속리산 등 지역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는 VR 게임이 있습니다.
AR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기술로 증강현실을 의미합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학습도구
로 AR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주인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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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다른 캐릭터와 대결하는 것이 바로 AR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게임 분야에서 앞으로는 VR보다 AR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이용한 마케팅

자료 : 저자작성

이외에도 의료 분야에서 VR·AR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가상현실을 통해 자
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관람할 수 있
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백화점, 부동산 등을 구매하는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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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와 비행기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분야에서는 VR HM-

VR·AR 다음으로 나온 것이 MR이라는 혼합현실입니다. MR은 앞선 두 기
술의 장점인 증강현실(AR)의 현실감과 가상현실(VR)의 몰입도를 결합하여 현
실과 가상이 혼합된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MR 기술이 VR과 AR을 접목시키자마자 바로 다음에 나온 기술이 바로 XR
입니다. XR은 VR과 AR 기술보다 확장된 세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공
간 속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VR / AR/ MR(혼합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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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메타버스는 무엇이 다른가?

앞서 설명한 것들을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시장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고 있으며, 우
리가 알고 있는 가상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메타버
스입니다. 콜롬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처럼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가상의 공간적 개념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XR 콘텐츠와 메타버스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네

이버 제페토에 접속해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모습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는 없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습니다. 제페토는 게임처럼 내 캐릭터가 표면적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
로 몰입감(immersive)이 있고 상호작용(ineractive)할 수 있으며 지적인(intelligent)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매트릭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차원에
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타버스는 VR(XR)콘텐츠의 특징을
넘어서 현실감(physical environment), 자유로운 창작(user creation), 지능형
(artificial intelligence), 하나의 연결(seamlessness connection), 그리고 무엇
보다 핵심적인 차이인 가상 경제(virtual economy)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공간적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메타버스의 큰 특징입니다.

가상과 실제가 현실감 있게 공존하고 공유·소통하는 세계

VR부터 XR 산업까지의 발전과 인터넷 혁명(5G)은 연관이 깊습니다. 90년
대 이전에는 컴퓨터만 사용하는 오프라인 사회였습니다. 90년대 이후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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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 초기 인터넷이라는 것이 적용됐으며 2020년대 전까지 온라인 확
장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의 데이터와 그래픽을 빠른 속도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5G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2020년
대 이후에는 XR 인프라(XR+Data·Network·Ai) 구축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가상과 실제가 현실감 있게 공존하고 공유·소통하는 세계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 그룹인 가속연구재단(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 로드맵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를 4가지 개념으로 분류
했습니다. 교육이나 산업 등 현실공간에서 2D나 3D로 가상 이미지를 구현하
는 환경(증강현실),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일상생활의 다양한 이벤트와 정
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환경(라이프로깅), HMD 등을 사용해 현실 또는 대안
적 세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3D 환경(가상세계), 그리고 현실세
계의 정보가 사실적으로 그대로 투영된 디지털 환경(미러월드)로 메타버스의
개념을 분류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미러월드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
같이 다른 세상에 하나 구현해 놓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나 MRI 촬용 등을 통해 똑같은 형태의 신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건강관리
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기능들이 현실에서 가

상 세계와 교차하고 결합·수렵되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만

VR/AR/XR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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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XR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
습니다.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유지·보수·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와
실시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보여주고, 원격전문가 지원을 통해 품질 수
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주로 산업유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적용 예
시로는 TAE Aerospace의 착용형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장 항공 기술
자가 원격 제품 전문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지시, 공장 보조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중인 기계
내부의 원본 3D 디지털 엔지니어링 도면을 인덱싱하고 중첩하여 볼 수 있습니
다. 방위사업체인 Airbus의 기술자는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여 기내 설치 마킹
작업을 하는 동안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상사태조치를 위해 XR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리
공간 AR앱, 3D 매핑, 길찾기 기능 등을 통해 향상된 수색 및 구조를 가능합
니다. HIRO 드론과 원격 의료 키트는 Microsoft Hololens를 이용하여 원격의
사가 다수의 희생자를 치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환자
케어를 위해 몰입형 경험을 활용합니다. 몰입형 경험을 활용하면 치료와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
문입니다. 적용 예시로는 VRHealth의 비외과적인 가상현실 솔루션을 사용한
맞춤형 환자 치료계획 설정이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에서 XR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AR 글라스를 착용하고 인식을 하면 글라스에
있는 센서가 바코드를 스캔한 후 작업을 처리합니다. 이런 비전 피킹(Vision
Picking) 기술을 사용하면 작업자의 양손이 자유롭게 되고 보다 더 많은 일들
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XR 기술을 활용한다면 수리기사가 한 제
품의 기계를 고치기 위해 왔지만 고장난 부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다음날 그
부품에 대한 전문가가 다시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장에서 AR 글라스
를 통해 고장난 부품을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현장의 작업자는 전
문가 설명을 들으며 수리할 수 있습니다. XR 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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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기업 교육 현장에서도 VR/AR/XR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노
동력이 부족할 때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시간이 걸려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교육시 VR/AR/XR 기술을 활용하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AR 글라스를 통해 훨씬 더 쉽고
상세하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도 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VR을 포함한 AR, XR 까지도 산업 분야에 산업 분야
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03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
실을 초월한 새로운 가상 세상을 뜻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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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
는 의미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메타버스란 디지털
세상에서 나, 우리가 아바타로 참가하여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며 현실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들은 게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
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한 기업체와의 회의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저
희는 회의 참여자의 사진을 보고 실물과 비슷하게 캐릭터를 구현했습니다. 그
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아바타는 현실 세계
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새로
운 형태의 모습으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사람이 아닌 곰이
나 강아지 같은 동물 모습, 아니면 거인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들

이렇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

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플랫폼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보다는 어떤 형태의 콘텐
츠나 이미지를 담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5G나 6G, 엔
진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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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

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VR, AR
장비와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 장치도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상호 교류나 교환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상
경제, NF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그래픽, 클라우드, XR 등 기반 기술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5G 상용화로 고
도화된 메타버스 실현 가능성이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급격
한 변화가 시작되며 메타버스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산업이 발
전하고 관심이 증대하며 이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잘 알려져 있습
니다. 최근에는 사명을 메타(Meta)로까지 변경한 페이스북은 XR 체험 장비인
오큘러스 퀘스트와 VR 소셜앱인 호라이즌을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는 MR 장비인 홀로렌즈2를 통해 B2B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
블록스는 누구나 플랫폼 안에서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을 개발
하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제페토는 2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3D 아바타 제작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입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저는 구찌와 나
이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이용자가 가상공간 속에
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찌와 나이키 같은 제품을 판매
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가상공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페토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을 둘러보니
옷, 구두, 헤어스타일, 안경 같은 것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현실세계처럼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메
타버스 세상 속에서의 구매활동이 더 많이 증가하며 경제적인 효과를 더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펀슈머(fun+consumer)인 MZ세대
가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열광한다는 사실이 이 분야의 확장성이 더 크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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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04

메타버스 산업의 전망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세로운 세상으로 진화

메타버스 산업 시장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
됩니다. 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메타버스의 경제기여
도가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5,42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했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 공학, 라이브 이벤트 순으로 규모가 더 커질 것
으로 예상되며, 저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메타버스, XR 분의 성장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온라인놀이터 정도인 지금과는 다르게 미
래에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기
존에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에 활용되던 게임엔진의 적용 분야가 현재 B2C 분
야에서 B2B, B2G 영역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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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G 영역의 성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메타버스 성장은 변곡점을 넘어설 것이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시장전망
메타버스 시장 전망

메타버스 응용 분야별 시장 규모(2025년)
(단위: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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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의 유망 기술

2030년

의료

공학 라이브 비디오 부동산
이벤트 엔터
테인먼트

메타버스 산업에서 기술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 요소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CPU부터 3D 엔진 등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 VR/AR에
관련된 표준화된 형태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메
타버스는 ICT 기술의 집약체와 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은 그것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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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정하고 있는 ICT, VR, AR 등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개념보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기
술과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자동차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변속할 때 직접 입력을 통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입력장치인 핸드제스처
인식장치를 착용하면 키보드를 누르는 정도의 힘 정도로만으로도 사람이 움
직이는 위치를 센서가 파악해서 직접 입력 없이 가상공간 안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본 입/출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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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자작성

VR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3면의 벽에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영상을 구현한 공간에 있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HMD나 글라스를 쓰지 않
더라도 가상공간에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영화 촬영
시에도 CG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작업 없이 LE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감각은 메타버스 산업에서 유망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미 청각 기술
은 하나의 스피커만으로도 소리가 들리는 방향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 후각을 통해서 아바타가 치킨을 먹으면 현실세계의 사람도 치킨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고, 치킨의 맛까지 느낄 수 있게 되면 아마 훨씬 더 현실감이
생길 것입니다. 가상 감각과 관련된 산업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 관련 유망 사업으로 대체불가토큰(NFT)도 해당됩니다. NFT란 말
그대로 대체 불가한 토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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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을 저장하고 디지털 자산화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메타버스 세계
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할 때 서로 다른 메타버스 간 디지털 자산이 호환될
수 있고, 특정 개발사나 퍼블리셔의 서버가 아닌 블록체인 생태계에 저장돼
가치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창작자의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메타버스 플
랫폼에서 상호운영이 가능할 때 기존 코인과는 다른 실물 경제를 생성할 가능
성도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NFT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현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두 세계의 경제가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로 발생가능한 문제와 대응방안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해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상공간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
억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을 빠져나와 현실에 돌
아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나’
는 멋지고 훌륭
한 사람이지만 현실에서의‘나’
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괴리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
없이 많은 정보들이 발생하고, 이 정보들의 보안 유지를 위해 누가 어떤 방식
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해요소 관련 법제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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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상공간 속 활동에 대한 수

마 전 가상공간 속에서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었습니다. 가상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해요소 등급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사
용을 제한하는 등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발전이 늦춰질 수 있어 법제도 말고도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공동체
들이 자발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5

충북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충북의 주력 산업과의 융복합 전략 마련 필요

충북의 전략 산업으로는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지능형 IT 부
품,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경
우, 기업이 개인 맞춤형 치료법과 의료 XR 시뮬레이션 통한 훈련 등의 콘텐츠
를 만들고 지역 내 대학 및 오송에 있는 국책 기관들과 연계를 돕는다면 다양
한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능형 IT 부품은 충북의 강점 산업군입니다. 도내 부품 관련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첨단 부품 산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 메타버스를 구
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송기
계·소재·부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는 실제로 메타버스와 직접적
인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뷰티 산업이나, 의료, 문화 관광,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서도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뷰티 산업과 메타버스가 접목되면 가상
공간에서 화장을 해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색조를 찾아서 현실세계에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의 기술은 운영이 되고 있
습니다. 지역 내 화장품 회사가 자사 제품의 색조 정보를 모두 업로드하고, 인
종별 피부색까지 구현하고 온라인상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게 돕는다면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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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혁신의 파도속에서 충북의 미래를 탐색하다

기타 다양한 산업 패더다임 변화에 대응

농업 분야에서는 미각 센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각 센
서를 장착한 소비자가 가상공간에서 충주 사과를 베어 물면 그 사과의 맛을 소
비자가 느끼게 되고 구매욕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매까지 이어지
면 농업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농업 분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
리는 가상공간에서 낙농업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장의 송아지를 사고 송
아지가 성장하면 소의 값이 오르면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충주의 사과 과수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공간 속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나무를 사서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가상
공간의‘나’
는 가상공간 속 사과나무에게 비료를 주고 성장이 끝난 사과를 재
배하면 어플을 통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팜 기술과 접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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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 키우는 작물을 현실에서 원격으로 기르고 그것을 직접 배송 받
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의료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구현이 빠른 속도로 이
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진은 물론이며, 가상공간 속에
서 주사를 놓는 훈련 등을 통해 의료진의 숙련도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현장
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직 구현
되지 않아서 대부분 훈련이나 해부학에서 인체 구조를 설명하는 정도로만 구
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상공간까지는 아니어도 일본, 유럽 등에서는
로봇 등을 통해 원거리 시술을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콘텐츠

자료 : 저자작성

지금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발전하면서 AR 글라스가 다
고 현실 공간 속 엔진과 똑같은 형태의 엔진을 가상공간 안에 구현을 하면 엔
진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재 현
장에서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할 때 가상공간에 구현된 가스밸브를 통해 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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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 안에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하

로 제어할 수 있는 안전기술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은 하나의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안을 3D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업, 드론을 활용해서 건물 외부를 3D 모델링 할
수 있는 기업, 건물 안에 설치된 센서를 총괄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사 등 가상공간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많은 기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내 제조업 공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접목된다면 3D 모델링, ICT 관련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지역 내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
다. 최근 대학교에서 졸업식 등의 행사와 강의까지도 가상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몰입도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가상공간
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에 센서를 부착하고 HMD를 착용한 후 모니터 앞에서 자전거를 타
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
림픽 때 선수가 아닌 관중들도 HMD를 착용하고 가상공간 안에서 같이 운동
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충북 진천 선수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준비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공간 안에서 선수
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유용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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