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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석

들어가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s)는 차량에 장착하는 음주감지기로 미국에서는
1980 - 90년대에 이 장치가 처음 도입된 이후 약 30년이 지났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
면 미 전역에 약 30만 개의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되었고 그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1].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종합적
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40%에서 90%까지 감소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et al., 2011). 이에 따라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음주운전 상습범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반면, 그 효과가 다소 단기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시동잠금장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Bichao, 2019); 시동잠금장치 설치 추세(Elder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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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잠금장치 시스템의 문제점
시동잠금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 현재 5개의 주에서
(애리조나, 콜로라도, 일리노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잠금장치 데이터를 자동으로 중앙 서버
에 전송하고 취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Taylor et al., 2017). 특히 애리조나와 메릴
랜드주는 잠금장치 위반 시 운전자에서 위반사항을 자동으로 반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으며([그림 2] 참조), 플로리다와 일리노이주는 위반사항의 수동 검토 후 운전자에게 통보하
는 반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5개 주를 제외한 기타 주에서는 잠금장치 데이터
를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다(Taylor et al., 2017).

그림 2

메릴랜드주의 잠금장치 위반사항 자동통지서 내용(Taylor et al, 2017)

시동잠금장치의 근본적 한계점
시동잠금장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장치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만 음주운전 억제 효
과를 가지며 장치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데 있다(Elder et al., 2011;
Voas, 2015). 이는 음주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시동잠금장치를 단순 벌칙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잠금장치를 통한 근본적인 행동 변화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추가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의 평소 음주습관 및 잠금장치 설치 기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Marques et al., 2010; Vanlaar et al., 2013).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잠금장
치 설치 후 최초 3개월간 위반율이 54%에 달한 반면 잠금장치 제거 전 3개월간의 위반율은
22%로 조사되었다(Vanlaar et al., 2013). 이는 잠금장치 설치가 운전자의 행태 변화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적절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할 경우 보
다 근본적인 행태 변화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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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잠금장치 제도의 보완 노력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
만 시동 잠금장치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는 매우 제한적으로, 현재 플로리다
와 콜로라도주에서만 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ylor et al.,
2017).

콜로라도주는

잠금장치

개선

상담

프로그램(Interlock

Enhancement

Counselling, IEC)을 시행 중이며, 이는 잠금장치 데이터를 개인 혹은 그룹 카운슬링에 활용
하는 프로그램이다. IEC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의 심리
를 파악하여 동기 강화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위해 감축 상담치료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상담 기간은 약 5개월로 매월 30분의 개인상담 및 2시간의 그룹상담으로 이루어
져 있다. 상담사는 개개인의 잠금장치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록이
행해진 시간이나 위반 이유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플로리다는 음주운전 케이스 관리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식 교육/상담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와는 달리 모두에게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고 문
제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운전자에게만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또한 잠금장치 위반 횟수가 늘
어남에 따라 상담의 강도와 벌칙이 점점 강화되고, 3회 이상 위반 시 특별 상담을 받도록 하
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잠금장치와 상담이 연계된 프
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장치 제거 후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표 1

시동잠금장치 제거 후 음주운전 재범률 비교(Voa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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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도입된 음주운전 잠금장치 프로그램은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
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잠금장치 제도가 음주운전 재
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결국 운전자의 평소 음주습관과 생활패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벌금이나 잠금장치와 같은 외부적 제제 요인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행동 변화가 더 중요하다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분명, 잠금장치 제도는 음주운전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
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
리 상담이나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병행되었을 경우 더욱 큰 시너
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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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Alcohol Interlock Programme, AIP)
아인트호벤 공대 박사과정

김세헌

들어가며

2018년 네덜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유럽 평균 4.9명에 비
해 양호한 편이지만[1,2],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12~23%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있다는 보고
가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에 비해서도 높다[2,3]. 1980년대 중반 도입된 무작위 노상 음주운
전 단속 (Random Breath Testing)이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은 도입 초기에 효과를 보
였으나[4]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75%를 차지하는 음
주운전 고위험군 (혈중알코올농도 (Blood Alcohol Content, BAC) 1.3 ‰ 초과 적발자)에
대한 효과가 미미했다. 2009년 네덜란드 의회는 음주운전 적발자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운
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2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법안(Alcohol
Interlock Programme, AIP)을 제출하였다. AIP는 2011년부터 2014년간 시행되어오다
중단되었으나 2016년 네덜란드 의회는 다시 AIP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고에서는 네
덜란드의 AIP 도입사례 및 음주운전 처벌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Alcohol Interlock Programme, AIP)
2009년 의회에서 법안 발의 후, 2011년 12월 네덜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허용
기준치1)를 초과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2년간 차량에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
하였다.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이다. 만약 장치를 부착하지 않게 되면 5
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는 참가 기간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만 시동을 시도할 수 있으며 매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재측정이 가능하다. 참가 기간 동안
만약 3회 이상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AIP에서 퇴출되며 운전면허도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 일반운전자: 1.3 ‰-1.8 ‰ (1.8 ‰ 초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전문의 검사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
초보운전자: 1.0‰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2회이상 적발): 0.8‰ 이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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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6개월간은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시도가 적발되면 부착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하였
다 (재연장 가능). AIP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6].

- 고지후 6개월 이내 AIP 참가
- 참가비용: €5,000 (약 €200/월)
- AIP 참가를 명시하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National alcohol interlock code 103) [그림 1]
- 6주마다 장치로부터 데이터 다운로드 및 제출
-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시도가 적발될 경우 AIP 기간 연장
- 장치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 적발 시 프로그램 퇴출

그림 1

AIP 참가를 명시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National alcohol interlock code 103)

출처: Dutch Alcohol Interlock Program (2016) [7]

네덜란드에서 3년간 시행된 AIP는 약 10,500명에게 고지되었으나 약 50%만 해당 프로그
램에 참가하였다. 8%의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퇴출되었다. 주된 이유로는 참가자
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비용과 법규의 경합 (형법, 행정법)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음주운
전 적발자를 대상으로 AIP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등이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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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음주운전은 범죄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
상 및 자기 부담금 등이 있으며, 형사적 책임은 형법에 의한 벌금, 구금형 및 사회봉사, 행정
적 책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및 특별 교육 이수 등을 뜻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BAC에 따른 구체적인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은 <표 1>과 같다. BAC가
1.30 ‰ 이하이며 1회 적발 시에는 보통 벌금 및 면허정지의 처벌에 그친다. 그러나 BAC가
1.31‰ 이상이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가 1.66 ‰ 이상일 때, 사고 발생 및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법원으로 소환되어 판결
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1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경력은 전과
로 남게 된다. 한편,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사고는 6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82,000의 벌금, 부상 사고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500의 벌금에 처한다.

표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1회 적발 기준)
일반 운전자 (운전경력 5년 이상)

초보 운전자 (운전경력 5년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 )

0.22 - 0.8
0.54 - 0.8
0.81 – 1.00
1.01 - 1.15
1.16 - 1.30
1.31 – 1.50
1.51 – 1.65
1.66 – 1.80
1.81 – 2.00
2.01 – 2.15
2.16 – 2.35
2.36 – 2.50
2.51 – 2.75
> 2.76

사회봉사
벌금(€) 면허정지
기간

벌금(€)

면허정지

교육

325
425
550
650
650

4개월
4개월
4개월
4~6개월

LEMA
EMA
EMA
EMA

-

300
300
350
450
550
650

4개월
4개월
4개월
4~6개월

750
850
950
950
1,000
1,000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

EMA
EMA

60 시간

750
850
950
950
1,000
1,100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2개월

1,100

15개월
18 27개월

70 시간
80-100
시간

1,100

1개월
18 27개월

전문의
적성검사

교육

사회봉사
기간

LEMA
EMA
EMA
EMA

전문의
적성검사

60 시간
70 시간
80-100
시간

* LEMA: 2일간의 음주운전 교육과정임. 교육비 562유로는 본인이 부담함.
* EMA: 4일간의 음주운전 교육과정임. 교육비 894유로는 본인이 부담함
* 전문의 적성검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함

마치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상습적발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재위반
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1회: 649일, 2회: 536일, 3회: 419일, 4회: 129
일). 네덜란드에서는 초보·저연령 운전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음주
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30‰로 강화했으며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
금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고위험군을 대
상으로 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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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업용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한 IT 점호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5월 1일부터
점호 시 운송 사업자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코올 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의무
화했다.

최근에는

알코올

측정기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가 적용되면서 IC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 결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트럭업계에서는 2018년 6월에 발표된 「일하는 방
식 개혁 관련 법」에 따라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지만, 트럭운송업의 운행관
리자 등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일반 규칙(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연 360시간, 특별 조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연 720시간)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 운행관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
한 상황이다.
국토교통성과 일본 화물 운송 협동조합연합회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는
운행관리자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응하면서 화물 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IT 점호 및 위탁·공동 점호 활용, IoT(Internet of Things),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및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토교통성이 2018년 3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점호와 점호 지원 로봇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운행관리업무상의
점호

점호의 종류
트럭의 운송 업무 시 운행관리자와 운전자가 대면하는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지시와 조언을 하는 것을 점호라고 한다. 점호의 종류에는 승무
전에 실시하는 「승무 전 점호」, 승무를 종료한 뒤 실시하는 「승무 후 점호」, 그리고 2박 3일
간의 근무 일정으로 인해 승무 전·후 모두 대면 점호를 할 수 없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중간 점호」가 있다.
점호 시 운행관리자는 운전자로부터 운행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운전자의 얼굴 혈색 등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알코올 측정기에 의한 음주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상태 등을 확인함
과 동시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지시한다. 점호 실시 방법은 승무 전 점호·승무
후 점호·중간 점호 모두 국토교통성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점호는 기본적으로 운행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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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전자가 대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격지 점호 및 중간 점호의 경우, 운행상 불가
피하게 전화를 이용해서 실시하는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점호
는 심야, 새벽, 휴일에도 트럭의 출발·도착 시간에 맞춰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관리자에
게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안전운행 관리 업무의 충실도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
었다. 최근,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점호(화상 전화와 같은 시스템
을 사용하여 점호에 따른 이동시간을 절감)와 위탁·공동 점호(심야·새벽·휴일 등 일손이 부
족한 시간대의 점호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업과 공동화·아웃소싱화)를 일
정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 점호·공동 점호의 실시조건
IT 점호·공동 점호 제도는 심야·새벽·휴일 등의 점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하는 것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는 두 점호
모두 공익 사단법인 전 일본 트럭협회가 제도화하고 있는 G 마크(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
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업소)를 획득한 사업소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8년 3
월부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업소에 대해서 IT 점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화하였다[그림 1].

그림 1

IT 점호의 실시조건

· 개설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소
· 지난 3년간 중대한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은 사업소
· 지난 3년간 행정처분 또는 경고
를 받지 않은 사업소

IT 점호사례 :
점호지원로봇

점호지원로봇은 일본 화물 운송 협동조합연합회와 시스템 개발회사가 1년간에 걸쳐 연구와
실증실험을 거듭하여 완성하였으며, 국토교통성도 실증실험의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여 제도
정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의 점호지원로봇은 운행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
이지만, 향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AI 로봇의 지원기능을 향상시키
고 있다. 로봇은 사무실 카운터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타입(유니로봇사의 유니보)과 휴먼 로
봇 타입(소프트뱅크사의 페퍼) 두 종류가 있다.
점호지원로봇은 현장에서 운전기사의 안면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알코올 체크, 운전면허증
확인, 수면시간 등의 건강 상태 관리 등을 자동으로 실시하여 운행관리자의 점호 업무를 효율
화하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점호지원로봇은 음
성을 통해서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으며, 기록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
장하여 점호 기록표 및 점호 기록 내역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2019년 10월에는 개선
기준 고시에 적합한 운행관리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혈압측정기와 연계시켜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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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림 2].

그림 2

마치며

점호업무의 흐름과 점호지원로봇시스템의 개요

국토교통성, 일본 화물 운송 협동조합연합회 및 시스템 개발회사는 당분간은 운행관리자 등
이 실시하는 대면 점호를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점호지원로봇시스템의 도입 효과를 검증해 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와 실증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IT점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운행관리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2. 사단법인 전일본트럭협회 홈페이지
3. 일본화물운송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4. 주식회사 Nav Assi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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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및 관리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박사과정

송준우

들어가며

운전면허 시험은 교통 법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자에게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320만 대이고, 전년 대비 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또한 한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세
계 16위로 영국(8위)에 비해 낮다[1]. 교통사고 사망률은 정부의 노력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 보급률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명으로 OECD 회원국
들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1]. 또한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승차 중에 발생하는 사고율은 보행 중 또는 자전거 승차 중에 발생하는 사고
율보다 훨씬 더 높다[3]. 본 글에서는 영국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소개하면서, 운전 교육 및
시험과 면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1

자동차 등록 대수 (출처: 국토교통부(시도별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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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영국 운전면허 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7세 이상
2. 정부가 정한 최저 시력 이상

여기서, 시력 검사는 자동차 면허 부서(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가
수행하고 시험 시, 운전자는 전방 20m 앞에 있는 주차된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
어야 한다. 해당 자동차 번호판의 기준은 2001년 9월 이후에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
진 번호판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 시력 기준은 0.5(좌우 양안)로, 해당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은 운전할 때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4]. 특히 화물 운전자 또는 버스 운
전자는 최소 시력이 0.8(좌우 양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시야가 160도 이상이어야 하
고, 고개를 돌려 확장 시 좌우는 70도 이상, 상하는 30도 이상이어야 한다[4]. 이외의 운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력 및 여타 질병과 관련된 의료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자동차 면
허 부서(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DVLA)에 본인의 의료 문제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 체포될 수 있고, £1,000(약
15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5]. 또한, 의사가 시력 외 건강 문제들(암, 알코올중독, 정신
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 등)로 3개월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권고했을 경우 운
전자는 본인의 면허를 포기해야 한다[5].

운전 교육 – 실습
운전 교육 시, 운전 실습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운전 실습이 가능한 친구나 가족에게 운전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용할 교육 차량은 DVL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차량은 세
금을 내는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교통부에 의해 발급된 최신 MOT(Ministry of
Transport) Test Certification을 소지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운전 실습 시, 차량에는
“L” 패널을 차량 앞과 뒤에서 보이게끔 붙여놔야 한다[6]. [그림 2]는 해당 “L” 패널의 규격을
보여준다. 만약, 사용한 “L” 패널 규격이 올바르지 않거나 운전 실습 기간 동안 해당 패널을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면허증을 받기 전부터 6포인트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의 경우, 수습(probationary)의 의미를 나
타내는 “P” 패널을 부착할 수 있다. 패널 부착은 선택사항이지만 교통부에서는 부착하는 것
을 권장한다. [그림 4]와 같이 “P” 패널의 경우, 북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북아
일랜드의 경우에는 제한(“Restricted”)을 의미하는 “R” 패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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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 패널의 설계 규격[6]

그림 3

L 패널의 위치[7]

그림 4

P 과 R 패널 [8,9]

실습 시, 운전자는 2가지 타입의 차량 안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질문들은 실
습 시험 중 감독관이 시험자에게 불규칙적으로 물어본다. 첫 번째 타입은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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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이다. 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감독관이 “보닛을 열고, 엔진에 오일이 충분한지 어떻게 체크 할 수 있느냐”라고 질
문한다면, 시험자는 질문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답해야 한다. 감독관이 시연을 요구하
는 경우엔 확인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 타입은 “Show me Question”이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 보길 원하는 경우 직접 보여줘야 하는 질문이다.

운전 교육 – 이론
이론 시험은 크게 보편적 운전 이론 시험과 위험 인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지 선다형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다음 3가지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된다.
1. The Highway code
2. Know your traffic signs
3. Driving – the essential skills

먼저, The Highway code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을 기술한
다. Know your traffic signs는 교통 신호 시스템, 규제 신호 및 속도 제한 관련 신호에 대하
여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Driving-the essential skills의 경우, 모든 상
황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와 최근에 업데이트된 교통 법률 및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위험 인지 시험 준비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유형들을 인지 및 습득할 수 있
다. 이 이론 시험의 응시료는 £23 (약 34,500원)이다. 해당 이론 시험과 실습 시험을 통과하
면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갱신
70세 이상 또는 화물 및 버스 운전면허 소지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영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10].
1. 유효한 영국 여권 소지
2. 영국에 거주하는 자 (북아일랜드 제외)
3. 지난 3년 동안 영국 내에서 거주한 거주지 정보 제출
4. 현재 운전면허증 제출
5. National Insurance number(NI number) 제출 (알고 있는 경우)
6. 음주운전으로 적발,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되지 않
은 자.

70세 이상의 경우는 90일 안에 70세가 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11]. 영국에 거주해야 하며,
교통부가 실시하는 시력 검사를 통해 교통부가 정의한 최소 시력 기준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시력 외에 운전할 수 없는 질병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후에도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같은 방식으로 갱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건강상의 이유나 면허취소 및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버스 및 화물 운전 면허소지자의 경우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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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
2. 4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먼저, 45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DVLA에서 “화물 및 버스 운전면허 갱신 지원서”
를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만료 56일 전에 송부 한다. 지원서를 받은 운전자는 해당 지원서와
현재 운전면허증을 DVLA에 보내야 한다. 46세 이상의 경우, DVLA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지
원서를 운전자에게 보낸다.
1. 화물 및 버스 운전면허 갱신 지원서
2. 의료 소견서(Medical examination report)

“화물 및 버스 운전면허 갱신 지원서”의 경우 45세 이상 운전 면허소지자와 같이 작성을 완
료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 소견서의 경우 직접 의사를 만나 시력 검사 및 여타 질병 검사를 받
은 뒤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갱신 기간에도 계속 운전하길 원한다면, 운전 시 신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DVLA에 제출해야 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이력
이 없다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분실한 경우, 운전 결격사유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 또는 여
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영국 운전면허 시험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영국은 크게 화
물 및 버스운전면허 소지자와 일반운전면허 소지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나이에
따라 갱신 방법이 다르다. 먼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의사 진단으로
시력과 더불어 여타 질병과 관련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
다. 또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나이를 막론하
고 운전면허를 포기해야 하며,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한국은 현재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12].
영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운전면허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운전자
가 정말 운전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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