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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노동

배규식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방식, 일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어 우리
의 산업지형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기세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비교적
잘 갖추어진 디지털 인프라와 결합되어 소위 비접촉의 산업활동, 비접촉
의 일하는 방식 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이를 뒷바침하는 특히 택배서비
스와 배달대행업(음식배달 포함)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
럼 코로나19 위기 속에 온라인소비의 증가에 따른 배달업, 음식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2015년 이래 매년 8~10%
사이로 성장해 오던 것을 가속화한 것이다. 이것은 온라인쇼핑의 증가,
싸고 빠른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벽배송, 새벽음식배송 등 다양한 배
달플랫폼의 출현, 1인 가구의 급증(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30% 초과)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 배달서비스 이용자들도 크게
보면 작은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자제, 오프라인 소비의 감
소 등에 따라 온라인소비가 크게는 2020년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12.5%가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소비를 통한 음식서비스는 83.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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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와 배달노동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료품은 43.6%, 농축수산물은 69.6%, 그리고 생활용품이 36.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소비의 증가에 따라 택배서비스나 배달대행서비스 종사 노동자들
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통계청의 2017년 ‘소화물전
문운송업’에 속한 택배업 종사자는 38,408명이고 및 퀵서비스 종사자 수는 141,389
명인데, 그 가운데 배달원이 95,576명이다. 여기에는 음식배달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태중(2017)1)이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의 내부통계를 이용한
2016년 말 택배업 종사자 수는 영업용 차량 이용 택배업 종사자 수가 28,578명, 자
가용 차량이용 택배업 종사자 수가 13,570명으로 합계는 42,148명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여기에 박종식(2019)2)은 우체국 택배기사 3,000명을 합하여 2016년 말 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에는 음식배달원수가 빠져 있다. 정흥준
3)

이 2019년 별도로 배달대행에 종사하는 음식배달원 수를 추정한 바에 의하면, 배달

앱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배달원 수는 약 4만 3천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추
정되고 있다.
또한 택배서비스와 배달서비스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계약관계 혹은 플랫폼을 매
개한 계약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소화물전문운송업(택
배+퀵서비스)자료에 의하면,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 141,389명 가운데 상용직은
27.1%, 상당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자영업자가 39.6%, 임시일용직이 29.4%로 전
체 산업의 상용직 비율 50.0%, 자영업자 21.3%, 임시일용직 24.3%와 비교된다.

1) 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택배기사 노동실태와 정책대안모색 – 서울지역택배기사를 중심으로
2) 박종식. 2019. 택배산업의 변화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 및 조직화 양상: 우체국과 쿠팡사례
3) 정흥준 등. 2019. 배달업 종사자 현황실태파악과 보호방안 연구. 고용부

2020 07 VOL.269

003

시론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회사–대리점(위탁업체)-택배기사(직접 고용노동자 혹은 자영
업자 형식의 특고), 음식배달의 경우 음식점–배달앱업체 배달대행서비스업체–음
식배달노동자라는 계약(예 : 쿠팡에는 직접고용 쿠팡맨 + 위탁자영업자 형식의 특고
(쿠팡 플렉서) 계약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중층적인 계약형태에 따르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상용직, 임시일용
직, 특수고용형태의 자영업자, 위탁대리점 소속, 직접고용 등)는 기존 노동법만으로
는 택배와, 배달서비스의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수수료형태의
임금 혹은 소득에 따른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문제(택배와 퀵서비스의 산재보험 가
입자 비율은 2019년 8월 현재 49.4%에 머물고 있음)4),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노동강도 강화, 배달사고나 오류에 따른 손해책임 등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자의 외
형을 취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노동법적인 규제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택배서비스 및 배달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고용과 노동분야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우선, 이들 서비스 관련한 계약형태, 고용형태 그리고 취업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구축하여야 한다. 택배와 배
달서비스 분야는 새롭게 성장하고 다양화되는 분야로서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통계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프라인데, 현재 이들에 대한 정
확한 통계도 없다.
다음으로 택배서비스와 배달서비스 종사자와 관련해서 위장자영업자를 골라내서 노
동법적인 규제를 하는 방안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규율방안
을 만들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사실상
1개 기업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을’의 지위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항할 수 있
도록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
도록 하는 것이다.

4) 장지연.박찬임. 2019, 11.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004

월간 교통

ition
KOTI Special Ed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

Theme 01

유통과 물류산업 융복합 트렌드와 기업의 진화 방향

Theme 02

물류4.0 시대 도시생활물류 서비스의 스마트화

Theme 03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

Theme 04

물류새싹기업 창업 여건

Theme 05

배달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개선 방향

2020 07 VOL.269

005

KOTI Special Edition |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

KOTI
Special
Edition

01

유통과 물류산업 융복합
트렌드와 기업의 진화 방향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과 물
류 서비스 혁신을 융복합하여 전에 없던 형태의 서비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
다. 이제 유통, 물류와 같은 산업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통 산업은 광고, 상품 기획, 마케팅,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류 분야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상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서비스로 기
획 및 마케팅 분야 대비 중요도가 낮은 분야였으며, 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바라봤고 이는 곧 물류 기업들의
저비용 경쟁으로 이어지며 물류는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은 유통 산업의 경쟁 방정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과 같은 당일 배송 서비스, 컬리, 쿠팡, ssg.com 등의 새
벽배송, 롯데마트 바로배송, 배민B마트, 나우픽 등의 1시간 내 배송 서비스까
지 유통산업은 비용절감을 넘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물류 서비스 품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음식주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마이크로 풀필먼트라 불리는 온라인
편의점 서비스에 뛰어들고,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 이츠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음식배달 플랫폼 띵동이 수수료 2%의 음식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 등 유통과 물류의 경계가 사
라지고 고객의 생활 속에서 쇼핑, 외식, 교육, 의료, 교통 등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통, 물류, IT 역량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근
송상화

본부터 바꾸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006

월간 교통

요구는 디지털 기술과 물류 서비스 혁신을 융복합하여 전에 없던 형태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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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혁신을 촉발하고 있다. 이제 유통, 물류와 같은
산업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
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물류 서비스 혁신은 제조
기업의 온라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DTC
(Direct-to-Consumer) 전략을 통해 유통 및 물

그림1•Nike DTC 매출 변화
출처 : selleurop [1]
https://directtoconsumer.io/2019/12/15/direct-to-consumer-is-animportant-retail-channel/

류 단계를 생략하고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
는 방식으로 제조기업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
적인 사례로 Nike의 경우 Amazon.com에서의 상

미줄처럼 넓게 분포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물

품 판매 철수 및 일부 대형 채널을 제외하고 대부

류의 거점으로 변화시켜 매장 내 픽업 서비스, 온

분의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하고 직영체계에 집중

라인 상품에 대한 매장 반품 및 즉시 환불 서비스,

하는 DTC 전략을 적극 도입하여 2019년 매출 343

월마트 직원 퇴근 시 배송을 지원하는 Walmart

억 달러 중 34.2%에 해당하는 118억 달러 매출을

Associate 서비스 등 물류 혁신을 통해 2020년 1분

온라인 직접 유통을 통해 달성하였고, 2020년에는

기 온라인 매출이 74%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 타

40% 이상으로 DTC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겟 Target의 경우에도 2017년 당일배송 스타트업

고 있다. 나이키의 DTC 전략은 팬데믹 상황에서

Shipt를 5.5억 달러에 인수하고, 2020년에는 당일

더욱 빛을 발하여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배송 기술 스타트업 Deliv(배송 경로 최적화, 배송

닫은 중국에서 셧다운으로 운동에 관심이 많아진

데이터 분석 등)를 인수하는 등 물류 분야 스타트

고객들이 나이키의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달리기,

업 인수 및 배송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통해 팬데믹

피트니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을 나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이키에 직접 주문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는데 크

배송 서비스 혁신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게 기여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다단계 유통 채널은

높아지는 현재 더욱 중요해졌으며, 물류 역량 자

사라지고 제조, 유통, 물류가 플랫폼 및 모바일앱,

체가 유통 채널 선택의 핵심 요인이 되기 시작하였

온라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유통 채널이 단순

다.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모바일앱을 통해 주문

화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면 배송 서비스 인력이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고

이러한 유통과 물류, IT의 융복합 트렌드는 결국

객 대신 쇼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nstacart

물류 프로세스를 아웃소싱하기 보다 기업의 핵심

의 경우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력으로써 물류를 바라보게 되는 변화를 가져

을 55%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월마트와 타겟, 아

왔고, 이제 물류 혁신 경쟁은 제조 및 유통에 있어

마존을 따돌리고 시장 1위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프로세스 혁신의 1순위가 되어 서비스 품질 경쟁의

Instacart는 유통기업이라기 보다는 물류 기업이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들은 Instacart의 배송 서

미국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월마트는 미국 내 거

비스에 만족하여 특정 오프라인 매장이 Instarc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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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더 이상 그
매장과 거래하지 않고 Instacart에 입점해있는 다
른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주문하는 등 물류 역
량이 고객 충성도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림3•Amazon 온라인 배송서비스 물류기업 점유율
출처 : fool.com
https://www.fool.com/investing/2019/12/17/amazon-escalates-its-war-onfedex.aspx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이 2019년 매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
에서 적자가 감소함으로써 물류 인프라 투자에 따
그림2•미국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 산업 점유율 변화
출처 : foodnavigator-uas.com
http://foodnavigator-usa.com/Article/2020/06/12/Instacart-raises-225min-funding-round-boosts-valuation-to-13.7bn

른 규모의 경제가 물류 분야에서 비용을 낮추면서
도 배송서비스 품질을 혁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는 주요 상품을
보관하는 대규모 풀필먼트센터와 지역별 배송거

이에 따라 유통기업들은 물류 역량 강화에 나서면

점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27개였던 로켓배송센

서 물류 기업과의 경쟁 및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터가 2019년에는 168개로 증가하여 로켓배송센터

되고 있다. 아마존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50% 이

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구가 3,400만 명에 달

상 처리하던 페덱스는 2019년 아마존과의 결별을

할 정도로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선언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존의 급격한 물류 인

다. 이에 따라 쿠팡은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온라

프라 투자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인하여 중장기적

인 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혁신적 서비스

측면에서 페덱스의 물류 서비스에 경쟁자가 될 것

를 하나의 인프라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

으로 판단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인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제 페덱스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마존을 통

인 쿠팡 플렉스 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급격하게 변

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점유율이 하락하였는데, 그

화하는 새벽배송 등에서 배송 관련 고정비를 줄이

기간동안 UPS 및 USPS 등 경쟁 물류기업의 점유

고 로켓배송센터 회전율을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

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아마존 자체 배송 서비스

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모두 달성하

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페덱스 입장에

는 등 온라인 유통을 크게 바꾸고 있다.

서는 아마존의 물류 역량이 올라갈수록 온라인 배

이제 제조 및 유통산업은 고객과의 유통 단계를 최

송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소화하고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한

국내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물류 인프라

후 물류 인프라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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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제조-유통-물류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트 센터, 고객의 복잡한 서비스 요구수준을 디지털

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IT 기

시스템을 통해 전체 물류 프로세스에서 끊김없이

업들이 결제 및 온라인 쇼핑 관련 유통-풀필먼트

연결할 수 있는 IT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물류 혁

플랫폼 제공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규모 셀

신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으로 예

러들은 과거 보다 손쉽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양질

상된다.

의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야흐로 고객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서비스들이

변화는 결국 디지털 역량과 물류 서비스 역량을 확

생활물류 서비스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며

보한 기업이 미래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

경계없는 이종 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한다.

이다. 장보기 서비스라고 평가절하되던 Instacart

그러나, 물류 서비스는 배송 네트워크 구축, 기존

가 미국 온라인 신선식품의 최강자가 되고, 유통기

의 물류창고가 아닌 고객 서비스 중심의 풀필먼트

업 아마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된 풀필먼트

센터 인프라 확보 등 대규모 투자와 자동화 기술

센터 및 드론 배송, 대규모 항공 운송 네트워크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

구축하는 등 전에 없던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

자를 감수하며 전략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

는 것이다. 물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술을 혁신하는 기업이 승리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류 인프라 구축, 미래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곧 물류 분야의 높아진 중

자율주행차량 및 로봇 기술의 물류 산업 도입이 더

요성 만큼 기존 물류 기업들이 과거의 프로세스와

욱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물류 산업이 전략적

시스템, 인프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적 기술 개발 및 서

을 의미하며, 물류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물류

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물류 산업

기업이 아니라 제조 및 유통 기업, IT 기업이 될 수

의 황금기가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종 산업에서

도 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제조, 유통, 물류의

물류로 뛰어드는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비스 경계가 의미없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자율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만이 그 열매를 따게 될 것

주행트럭 및 자율주행 배송 로봇, 자동화된 풀필먼

이다.

그림4•쿠팡 로켓배송센터 현황
출처 : 쿠팡 뉴스룸 [3] https://news.coupang.com/archives/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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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4.0 시대 도시생활물류
서비스의 스마트화
익일배송, 신선식품 배송, 음식배달대행 등 도시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류서비스가 다양화·일반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대표되는 도시생활물류 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미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도시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물류산업의 성장
`95년 아마존닷컴과 이베이 등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채널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액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2.81% 급성장하였다.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으로 택배산업도
동반성장하여 `2006년 이후 1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
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99.3회 택배를 이용할 만큼 택배는 보편서비스로 자
리 잡았다.

온라인 쇼핑 성장

민연주

택배시장 성장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물류4.0연구팀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문화 확산으로 신선식품 배송, 음식배달대행과

장소영

같은 물류활동 주기가 굉장히 짧고 다양한 유형의 생활물류서비스가 확대되

부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물류4.0연구팀

010

월간 교통

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 재택생활 등으로 비

특집 ➋ 물류4.0 시대 도시생활물류 서비스의 스마트화

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생활물류서비스

나19 사태 이후 ‘사람’이 대응하고 있는 작업을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동화·기계화하는 물류현장 스마트화는 더욱 가속

는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측면

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의 스마트화 사례
‘생활물류서비스’란 소형·경량의 화물이 소비자에
게 전달되는 배송·보관 등의 행위(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분류·포장 등을 포함)와 정보통
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한
다1). 생활물류서비스의 폭발적 수요 증가는 생활물

무인배송로봇

류서비스 인력 및 시설·장비의 양적확대로 이어지
고, 서비스 질과 효율 향상을 위해 무인·자동화가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DHL은 자체 개발 드론인 ‘Parcelcopter’와 이
와 연계가능한 무인택배함인 ‘Skyport’를 개발하고
도서산간지역에서 시험운행한 바 있으며, 아마존,
징동, Fedex 등의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은 라스트
마일 무인배송 로봇을 개발·테스트하여 배송서비
스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마트, IBM 등은 신
석식품과 의약품 물류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

블록체인 기반 의약품 물류

리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IT기술을 활용한 생활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마
존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물류센터 무인이송로
봇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
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2.1% 성장하여 751억 달
러(약 90조 5천 억원)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AS/RS, 창고로봇 등 보관·하
역·이송 작업의 자동화 노력이 시작되었다면, 코로

컨베이어형 물류센터 이송 로봇

1)	한국교통연구원(2019), 스마트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2)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lobal Industry Analysts, Inc.(2020.06), 「Logistics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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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도시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을 향

스마트 물류용기와 재사용이 가능한 택배포장 용

상시키고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 용기회수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 시

스마트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범사업과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스마트 생활물류 기술 및 디지털 혁신 기반 마련

셋째, 물류 정보 디지털화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해

도시 생활물류 서비스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가장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택배운송

먼저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을 표준화·디지털화할 경우 집화·배송 시간 절

이를 위해서 첫째, 도시 배송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감 및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활물류 공동화 기반

환경 친화적 스마트 배송 장비 및 체계 개발이 필

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단계부터 물류정보

요하다. 자율주행 배송로봇·드론 등 신규 운송수

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블록체인, 빅데이

단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말

터 등의 기술을 통해 물류정보의 정확성 및 수집·

단배송시스템, 도시철도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

관리·가공 용이성이 향상시키고 생활물류 정보 추

한 배송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 정확성·가시성 향상으로 분실, 배송오류, 반송

둘째, 국민안전과 직결된 온도민감성 화물(음식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 의약품 등)의 정온배송 신뢰성 향상과 생활폐

넷째, 생활물류 활동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기물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포장 및 관리체계 개발

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관리·가공·제공하고 허가·

이 필요하다. 스티로폼,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기

등록 등의 행정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존 포장체계는 포장폐기물 발생과 온도 신뢰성 측

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생활물류 사업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형

자 허가·등록, 물류창고 등록, 소형화물차 인허가,

재사용 박스 관련 해외 사례

화물구분, 화물크기 등 정보입력 기준이 제각각 다른 다양한 택배운송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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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관리 등 행정처리를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생활물류 도시 인프라 공급 및 자동화 기술 투자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편의성 향상 및 데이

지원

터 신뢰성이 향상되고 사업자 의무사항 이행 관리·

도시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감독 등이 가능하게 되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저렴한

가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누적된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도시

빅데이터 분석·가공을 통해 신규 사업자 및 새로운

조성이나 도시계획 시 생활물류시설 공급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

의무조항을 마련하고, 택배수요 밀집 건물·주거단

능해 진다.

지 내 생활물류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생활

다섯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진·

물류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요하다. 또한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생활물류시설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물류 데이터

을 공급한 프랑스 파리 Sogaris Project와 같은 공

특성을 고려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데이터를 수집·

공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형 택배용 화물처리 시

가공·공유할 수 있는 공단/공사 형태의 관리기관

설 공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 주차장, 주민센

신설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국토교통성,

터 등 공공시설 내 생활물류시설 공유사업 추진이

경제산업성)와 민간(야마토홀딩스, 히타치물류,

나 주유소, 편의점 등 도시 내 민간기업과의 협력

SG시스템) 공동으로 2022년까지 물류데이터 공유

을 통한 공동 생활화물처리 공간 확보 및 지원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출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

발굴·홍보 추진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익일배송, 당일배송, 2시간

물류디지털 혁신 거버넌스를 갖추고 이를 통해 생

배송 등 점점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시간이 짧아짐

활물류서비스 스마트화에 필요한 법·제도 제정·개

에 따라 택배터미널과 유통물류센터(풀필먼트센

정 제안 등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

터)의 고용량 고효율 처리를 위한 지능형 자동화

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택배터미널의 상차 작
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트럭 배차 관리를 위한 자
동화 시스템 개발, 도심 공동 물류 인프라 공동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멀티슈트 분류기술, 디지털 트
윈 모델 구축 기술 개발, 입고에서 출고까지 무인·
자동화된 지능형 대량 다품종 화물처리 메가 풀필
먼트센터 기술개발, 온오프라인 겸용 유통과 배송
을 위한 도심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계획
자료 : 한경신문(2018.10.17.), “日, 물류데이터 공유해 생산성 향상 나선다”,
https://plus.hankyung.com/

운송기술 측면에서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배송로봇, 드론과 연계한 고밀도 가변
형 셀기반 스마트 무인택배함 개발이 필요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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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추진까지 지

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일자리 환경개

원할 필요가 있다.

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본다.
도시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서비스 취약지역·계층 보호와 생활물류 서
비스 다양화를 해야 한다. 택시, 버스 등과 연계한
공유형 택배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어촌, 산간 등
서비스 취약지역까지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가 가
능하게 해야 하고, 아마존 플렉스 등 일반인의 소
형화물차를 이용한 이사화물, 택배 등 생활물류서
비스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사
고(멸실·훼손·연착 등)에 대한 보상을 택배만 표준
약관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퀵·배달대행도 신설하
도록 하고, 고객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

가변형 스마트 무인택배함 사례

특성 상,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자의 근무를 제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화물운송 안전 모
니터링 및 배송인력 관리·실시간 배송 추적 체계
등 생활물류체계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여 운수종사자 및 터
미널근무자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하도록 하
고, 공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자-종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과 신고운임제 도
입·활용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륜차

택배화물 하차 스마트화 기술 사례

배송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저렴한 단체 종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택배터미널의 노동집약적 작업환경 개선과

소비자 보호 및 일자리 환경개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화기술 개발·보급,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

안전지침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한 물류서비스 산업구조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개발, 디지털전환, 도시생활물류시설
공급은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 되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SOC 투자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일자리 여건 개선과 같이 추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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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은 거의 매일 마주하고 있는 택배기사와 음식배달 그리고 퀵 서비스
기사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형태로 일을 하며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이 글은 생활물류산업으로 불리는 택배, 음식배
달, 퀵서비스 노동에 대하여 실태와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특고 종사자의 개념과 존재적 모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는 종종 산업 내부의 질적 변화를 동반한다. 통신 산업을
예로 살펴보면, 과거 통신의 주력 상품은 유선 전화 및 우편이었지만 지금은
무선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이다. 유통도 마찬가지여서 이른 바 골목마다
있었던 구멍가게들이 사라지고 대형 슈퍼마켓이 나타나더니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켓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어스(Sears)
등 대형 백화점이 아마존(Amazon)등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폐업을 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홈쇼핑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총알배송, 새벽배
송과 같은 온라인에 속도를 더한 상품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 주문 상품을 가
정으로 운반하는 택배기사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음식주문 플
랫폼이 등장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시켜먹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그 결
과 음식배달기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이용자들은 거의 매일 마주하고 있는 택배기사와 음식배달 그리고 퀵 서비스
기사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형태로 일을 하며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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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 이 글은 생활물류산

보험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임금

업으로 불리는 택배, 음식배달, 퀵서비스 노동에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

대하여 실태와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우선, 택배

하고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 현격하게 제도적인

기사, 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모두 특

배제를 겪고 있는 까닭에 특고 종사자에 대한 차별

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

과 개선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르는데 이 글에서는 특고 종사자란 용어를 사용하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노동3

특고 종사자란 고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가진 임금

권을 부여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노동자가 아닌 1인 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어 일에

장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준노동자 개념을 도입해

대한 대가로 수수료 형태의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험 적용도 열어 두고 있어 차별에 대한 논란

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혹은 고용

을 줄여 왔다.

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
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갖고

누가 특고 종사자인가?

있는 종속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특고 종사자들은

특고 종사자의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몇몇 대표적

택배기사, 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가 외에도 보

인 업종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직업

험(대출)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군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크

방과후 교사, 건설기계장비 운전기사, 화물기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과거엔

등이 있다.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들은 특정 업체와

임금노동자였으나 지금은 특고 종사자로 바뀐 경

전속적인 형태로 계약을 맺어 일을 하며 직간접적

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새롭게 생겨난 직업의 특

인 업무지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러한

고 종사자인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택

특징 때문에 특고 종사자는 임금노동자와 1인 자

배기사로 이들은 예전에 대한통운과 같은 대형 화

영업자의 중간정도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기

물회사의 배송기사였다. 다음으로 새로 생겨난 특

도 한다.

고 종사자는 음식배달기사이다. 물론 과거에도 중

특고 종사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국음식점은 고용한 배달기사가 있어 음식을 배달

는 이들의 노무제공의 형태가 임금노동자와 유사

해 주었으나 지금처럼 광범위하지 않았다. 음식배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

달기사가 급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배달의 민족’,

는 혜택이나 국가로부터의 사회적 보호에는 배제

‘요기요’ 같은 주문 플랫폼의 등장이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특고 종사자들은 거

다양한 업종에서 특고 종사자의 규모가 급증하자

래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근로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는 2018년 특고 종사

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임금

자의 규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당사자조차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노동3권조차 부여받지 못하

자신이 특고 종사자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는 상

고 있다. 더 나아가 임금노동자의 대표적인 사회적

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임금노동

보호인 4대 보험에도 직장가입이 불가능하며 고용

자에서 진성 임금노동자를 제외하고, 1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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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특고종사자의 규모
자료: 정흥준·장희은(2018)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노동연구원)

에서 진성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모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식배달 종사자의 경우 설문

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서처럼 임금노

조사 결과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

동자 중 특고 종사자는 74.5만 명이었으며 1인 자

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는데, 산재보험에

영업자 중 특고 종사자는 146.3만 명으로 나타나

미가입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84.3%는 배달대행

전체적으로 특고 종사자는 220.8만 명인 것으로

업체의 권유 혹은 결정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가입

조사되었다.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정흥준 외, 2019). 이러
한 결과는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닌데다

생활물류산업 내 특고 종사자의 특징

가 사업주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조

이 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택배, 음식배

차 가입을 권하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었다.

달 그리고 퀵서비스 노동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둘째,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택배·배달·퀵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따라서 각각을 구체적으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안전사고이다.

살펴보는 것은 지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통

택배종사자들의 경우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과정에

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 발밑을 볼 수 없어 넘어지는 사고가 많으며 무

첫째, 사회적 보호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택

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 많아 허리 등에 무리가 많

배기사, 음식배달기사 그리고 퀵서비스기사는 국

이 간다. 음식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오토바이를 이

민연금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용하여 음식을 배달하게 되는데, 건당 수수료를 받

본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역에 가입되

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빨리 움직이게 되

어 있다.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는 가

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2019

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산재보험엔 가입할 수 있

년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들이 적

으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고가

지 않은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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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음식배달 종사자들의 경험하는 안전사고
자료: 정흥준 외(2019) 배달업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고용노동부)

38.7%가 1년 동안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

으나 이는 주문을 여러 곳에서 받기 위함일 뿐이며

로 나타났다(<그림 2>참조). 이러한 결과는 배달대

업무 안내 등 원리는 동일하다. 즉, 택배·배달·퀵

행업체에 소속된 경우(38.9%)와 직접 고용된 경우

서비스 종사자들은 스스로가 계약을 자유롭게 정

(37.5%)가 거의 차이가 없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하고, 보수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 오히려 직간접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수수료를 받아야

문제는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

하며 정해진 계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

험회사를 통해 처리(99%)하지만 본인의 오토바이

에서 임금노동자의 특징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나 본인의 부상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

이에 비해 업체의 책임은 가벼워졌다. 기업들은 직

는 경우가 87.4%나 된다는 점이었다.

접적인 업무지시와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약을

셋째, 기업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 특고 종사자

통해 업무를 통제하되 퇴직금, 사회보험, 복리후생

의 대부분은 특정한 업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플랫

등 간접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기업

폼 노동의 경우도 유사하다. 생활물류를 보더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고 종사자가 늘

도 모든 택배기사는 한 업체와 계약하여 일하며 노

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고 종

동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업체 혹은 대리점으로부

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예: 보험사, 학습지

터 직간접적인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일을 한

회사, 방문판매 업체, 플랫폼 기업 등)들이 더 많은

다. 플랫폼 노동인 배달대행업체에 속해 있는 음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배달기사도 하나의 배달플랫폼 회사(생각대로, 바

결국 기업들에게 이윤의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

로고, 부릉 등)와 일하며 지역에 산재한 배달대행

문이다.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안내를 받고 있다. 퀵

넷째, 노사관계 측면에서 갈등적 요인들이 내재되

서비스의 경우 여러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

어 있다. 현재의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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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한 계약관행이 적지 않아 종사자들의 공정계

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약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를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

법원이 특고 종사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

어날 수 있어도 개별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

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합법적 지위를 갖는 노동조

담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

합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택배연대

하게 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전면적

노조, 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이 대표적이

인 도입을 추진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임금노동자

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을 늘려가면서 동

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무가입 및 보험료 부담을 추

시에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

진해야 한다.

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소극적이어서 다양한 노사

둘째,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

갈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보

다. 기업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대신 힘의

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우위가 아닌 상생의 대상으로 보고 장기적인 신뢰

단체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 처우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소고

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는 무조건 대화

개인도급에 가까운 특고 종사자의 출현은 기술발

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

달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그리고 기업전략에 따른

근 대화와 교섭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

럼 임금노동을 1인 도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

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온라인 산업의

고 종사자에 대한 기업의 통제·개입을 완전히 제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경험해보지 않은 세

하기는 어려우며 특정 업체와 계속해서 일을 하는

상을 펼쳐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도 없애기에는 불가능한

나갈지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상황이다. 따라서 남는 과제는 특고 종사자의 출현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은 인정하되, 변화된 형태의 고용관계를 어떻게 재

말아야 한다.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우선, 특고 종사자를 다시 임금 노동자로 직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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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새싹기업 창업 여건
B2C 물류의 성장과 함께 물류산업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
는데 그 가운데에는 ‘물류새싹기업’들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매년 물
류 새싹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본 고에서는 2018년도
기준 “물류스타트업 기업조사”(2019)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물류새싹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
고자 한다.

서론
최근 코로나19 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생활
양식은 소비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하던 물건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미 급성장 중
이던 택배물류시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산
업의 지원산업 역할을 하던 물류산업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으
로 한걸음 확장된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B2C 물류의 성장과 함께 물류산업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도들
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물류새싹기업’들이 있다. 물류새싹기업이
란 물류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기
업들을 의미하는데, 비록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물류분
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라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계의 새로운 시도들을 파악하고 이를 산·학·연에 제공하기 위
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매년 물류 새싹기업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수행
하고 있어, 본 고에서는 2018년도 기준 “물류스타트업 기업조사”(2019)의 내
허성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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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요약하면서 물류 새싹기업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창업을 시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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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새싹기업 창업 현황

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창업자금 확보 경로

물류새싹기업들은 창업 시 평균 4.2억 원의 자본금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타의 창업기업들과 같

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

이 ‘창업자 여유자금’이 70.5%로 가장 높지만 기술

반 창업기업들의 창업자금 3.3억 원1)에 비해서는

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을 활

약간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물류새싹기업들은

용한 경우도 11.5% 수준으로 제조업 수준 (12.5%)2)

임대 또는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하고 있었으며, 스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

타트업 육성기관이나 코워킹스페이스를 활용하는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중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
업 당시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14.8%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일반 창업기업의 공동창업 비중 5.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세부 업종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화주기업 또는 기존
물류기업과의 관계를 통해 물량을 얻기도 하고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그림2•창업 자금 확보 경로(복수응답)

로 추정된다.

물류새싹기업 서비스 형태
물류새싹기업들의 주요 서비스 형태는 ‘B2B’가
65.6%로 가장 많았으며, ‘B2C’(47.5%), ‘O2O’
(16.4%), ‘C2C’, ‘B2G’(각 1.6%) 순으로 나타나 B2B
분야가 주요 사업 대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물류
그림1•물류새싹기업 창업 자본금 현황

산업의 특성이 물류새싹기업들의 새로운 사업모델
에도 많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B2C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 역시 47.5%

창업한 물류새싹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물류산업에서는 택

받은 기업은 42.6%, ‘메인비즈/이노비즈 기업’은

배물류 정도에 불과하던 B2C 물류를 다양한 부문

1.6%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정부 인정을 받아 사

으로 확대하여 사업화하고 있는 것이 물류새싹기

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시

업들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업의 가능성을 부지런히 인정받은 기

물류새싹기업들의 서비스분야를 전통적인 물류산

업들이 자본 조달 등에서 유리하게 살아 남았다고

업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종합물류서비

1)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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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분야가 45.9%로 가장 많으며, ‘물류서비스

역이 IT기술에 기반한 물류정보 기술을 통해 물류

업’(44.3%), ‘화물운송업’(18.0%), ‘물류시설운영업’

의 종합적인 수요와 서비스 공급을 매칭해 주면서

(3.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류별로는, ‘종합물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는 분야로 많이 발전하는 것

류서비스업’(45.9%), 물류서비스업의 ‘물류주선업’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물류비 기준 전체 물류

(18.0%), ‘물류정보처리업’(14.8%) 등의 순으로 많

영역의 4.1%4)에 불과한 물류정보 분야가 새싹기업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들의 수행 기능 역역에서는 42.6%를 차지한다는

물류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보면 62.3%가 ‘운송’기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물류정보’(42.6%), ‘보관’
(24.6%), ‘포장’(19.7%), ‘하역’(13.1%) 순으로 나타

물류새싹기업 애로사항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류새싹기업들은 창업 시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
로사항(73.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판
로개척/고객확보’(47.5%), ‘인력확보’(29.5%) ‘기술
개발’(26.2%), ‘복잡한 행정절차’, ‘상품개발/서비
스 구축’(각 23.0%), ‘사업/시장 정보 획득’(21.3%)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을 운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과당 경쟁/ 유사 서비

그림3•물류새싹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_대분류

스 등장’이 49.2%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
으며 ‘자금 확보’(45.9%), ‘마케팅’(32.8%), ‘인력 확
보’, ‘소비심리 위축’(각 24.6%) 등의 순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새싹기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원
정책으로는 ‘정책자금(투융자) 직접지원’이 77.0%
로 가장 많았으며, ‘인프라 지원(사무실, 작업장,

그림4•물류새싹기업 관련 서비스 분야_세분류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업 기업이 전체의 93%3)를 차
지하는 전통적인 물류산업의 특성과는 달리 ‘종합
물류서비스업’과 ‘물류서비스업’, 그중에서도 ‘물류
주선업’과 ‘물류정보 처리업’으로 구분되는 물류새
싹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은 새로운 사업 영

3)	2018년 기준, “2018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통계청, 2019)
4) 2017년 기준,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연구사업”(한국교통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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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물류새싹기업 창업 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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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물류산업 전체를 발전시키
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도 물류 새싹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가장 필요로 하
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새싹기업 지
그림6•현재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 (복수응답)

원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
양한 사업들 중 일부가 물류분야를 특정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새싹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작업장 등의
인프라를 무상 또는 적은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도심 내 정부 소유 기관 또는 부지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철

그림7•물류새싹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으로 둘 지원정책

도 역사 내 유휴공간들이나 도로, 철도 인프라 하
부의 공간 등은 약간의 제도 개선으로도 활용이 가

창고 등)’(54.1%), ‘홍보 및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싹기업들이 어려움

(44.3%),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36.1%) 등의 순

을 겪는 인력 수급문제의 해소를 위해, 현재 정부

으로 응답하였다.

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
계하여 물류분야 학생들의 스타트업으로의 진출을

결론 및 정책제언

장려하는 방안을 찾거나, 우수 인력들의 유인 요인

물류새싹기업들은 발전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새

으로 임금 또는 복지의 향상을 위해 새싹기업의 관

로운 물류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면서 자칫 침체

련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찾

될 수 있는 물류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 정책

하였다. 특히 제조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후방에

들이 단순히 특정 분야, 특정 기업 들을 지원하는

서 지원만 하던 영역에서 탈피하여 온 국민이 직접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물류산업 전반에 그 효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가 파급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바지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기존

점을 염두에 두고 장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펼치는

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물류정보 분야에 물

것이 필요할 것이다.

류새싹기업들은 많은 투자와 활용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류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과 발맞추어 발전해 나갈 수 있
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류새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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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개선 방향1)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감소하

1)

였으나 이륜자동차 사망자 수는 14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륜자동차 안전관리의 필요성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저렴하고 이
동편의성 또한 뛰어남에 따라 소규모 화물운송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퀵서비
스나 배달대행 분야는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특징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사업분
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
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배달대행 분야로 사업영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륜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약 225만 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전체 자동차 중에서 약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편리
하고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

표1•차종별 등록 및 신고대수(2020년 05월 기준)
구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총계

대수

19,428,077

800,894

3,598,513

98,594

2,259,482

26,185,560

비율(%)

74.2%

3.1%

13.7%

0.4%

8.6%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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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이륜자동차 사고원인 분석 및 교통안전 개선방안”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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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연도별 이륜자동차 신고대수 (2012~2019년)

로는 불법 주행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는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륜자동차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사

더욱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

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건수와 부

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더

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전체

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나 부상자 수의 경우 큰 변화

4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50

가 없는데 반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증가와 감소를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감소하였으

반복하다 201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나 이륜자동차 사망자 수는 148명으로 지난해 같

다. 특히 경찰DB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륜자동차 사

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발생 건수가 전체 사고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비중이 평균 8.2% 수준인데 반해 사망자 수의 비

있다.

중은 평균 13.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2•연도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 수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부상자 수

344,565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323,037

341,712

발생건 수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217,148

229,600

치사율

2.41%

2.36%

2.13%

1.99%

1.94%

1.93%

1.74%

1.46%

연도

전체

이륜자동차

사망자 수

655

626

613

616

614

564

537

498

부상자 수

19,403

19,349

21,563

22,948

22,764

22,082

21,621

26,514

발생건 수

16,357

16,381

18,413

19,243

18,982

18,241

17,611

20,898

치사율

4.00%

3.82%

3.33%

3.20%

3.23%

3.09%

3.05%

2.38%

주: (1)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이륜차 및 사륜오토바이(ATV)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를 합산함 (2) 2017년 이전의 전체 교통
사고 건수에 개인형이동수단(PM)는 미포함됨 (3)경찰DB(경찰에서 조사·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공식통계) 기준 교통사고 현황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경찰DB) 통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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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연도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비중 (2012~2019년)
주: 경찰DB(경찰에서 조사·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공식통계) 기준 교통사고 현황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경찰DB) 통계검색”

이러한 경향은 보험자료를 통합한 DB를 기준으로

체 사망자 수에서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더라도 사망자 수의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여전히 높고 또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

있고 다만 사고건수나 부상자 수에 있어서는 전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륜자동차의 사망사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떨어지고 있

고 관리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수치로는 이륜자동차

태로 남아있고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

의 치사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주는 것이다. 한편 이륜자동차 배기량별로 구분해

그림3•배기량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2012~2019년)
주: 경찰DB(경찰에서 조사·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공식통계) 기준 교통사고 현황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경찰DB) 통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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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가 목적의 이륜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고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사
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작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서울·경기지역에서 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서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125cc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하의 이륜자동차 사고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대형 이륜자

보이고 있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고비

동차의 사고 발생 증가는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패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분간 이어질

최근 여가 목적의 이륜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고 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사
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

배달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라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작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행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에 비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고가 계속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배달 이륜자동차로부

그림4•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지역별 현황 (2019년)
주: 경찰DB(경찰에서 조사·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공식통계) 기준 교통사고 현황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경찰DB) 통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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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음식서비스 온라인쇼핑 및 배달앱 시장현황 거래액
주: 경찰DB(경찰에서 조사·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공식통계) 기준 교통사고 현황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경찰DB) 통계검색”

터 비롯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배달수

요성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행을

요가 늘어나면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일명 오토

적발하는 공익제보단 운영을 5월부터 시작했고 버

바이퀵으로 통칭되었던 이륜자동차 기반의 배달업

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단속

은 과거 무선호출기와 PDA 단말기 시대를 거치면

을 강화하고 제보를 활성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배송 건당 수입이 갈리는

으로는 이러한 안전관리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

이륜자동차 기사들 입장에서는 주문 할당과 배송

겠지만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

시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과도한 묶음 배송과 무리한 운전으로 이어지게 되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

었다. 오토바이퀵 분야에서 발생되었던 이러한 문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대

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고 오늘날

책이 필요하다.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초보 배달기

스마트폰 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환경으로 급속

사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숙련된 기사

히 변화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의 배달대행

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분야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한

것이다.

국교통안전공단, 관련협회, 사업자 등의 유기적인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증

이륜자동차 사고자료의 체계적 관리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달 이륜자동차에 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의 어려움은 다양한

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

요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초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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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➎ 배달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개선 방향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등 활용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이륜차 불법행위 제보

그림6•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자료: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2020.04.27)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하나

분야가 확대되면서 이륜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

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이지만 이

과 더욱 밀접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불법주행과 교통사고의 유발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공익제보의 감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인 개별 교통사고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

륜자동차는 여전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임에 틀림없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운전자에 대한 보다

고 배달기사와 사업자, 정부의 유기적인 공조와 이

심층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륜자동

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차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대부분 업 규제의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륜자동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 근거를 갖는 관

차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은 복잡

리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자료와 연계가 이루어지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

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작이 될 것이다.

이나 도로·환경 조건 등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항
목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배달 운전자의 기초자료에 대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심층적인 원인분석에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륜자동차 사고자료의 체계
적인 관리와 심층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경제성과 이동편의성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이륜자
동차 수요는 줄지 않고 있고 배달대행 등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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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끼 ‘소통’으로
조직 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지난 2년 4개월 동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실천하고자 바쁘게 달
려온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최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그의 생각과 앞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담 _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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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을 내어 인터뷰에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행하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3% 줄어든 것으로 나

고 있는 교통종합저널 『월간교통』 독자분들께 인사말씀

타났습니다. 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정부·유관기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 노력이 국민의 안전 생활에 영향을 미친 성과라

•『월간교통』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

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

통공단 이사장 윤종기입니다. 독자 분들께 이렇게

해서 연구 및 안전시설 검사·개선, 교육, 홍보 등을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게 생각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1980년 52만

를 맞아 다양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빅데

7000대에서 2020년 현재, 2천 300만 대를 넘어섰

이터 구축 작업에 힘쓰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

습니다. 비교적 자동차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비하여 ‘자율주행연구센터’를 통해 교통 패러다임

는 그동안 안전보다는 발전에 초점을 두고 성장해

변화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다

왔습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교통관련 정책과 국

각도의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이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필요한 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보다 안전하고

준 공단 임직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남은

행복한, 국민이 존중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

통안전 인프라 구축,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교

을 다하겠습니다.

통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월간교통』을 읽고 계실 모든

이사장님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

독자 분들께서도 우리 공단과 뜻을 함께해 ‘양보와

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며 경영방침

배려의 운전습관’으로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가가

으로 ‘청렴·안전·존중’ 3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청렴, 안전, 존중이라는 과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
가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지도 벌써 2년이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신다면?

범국가적 반부패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에 강도 높

•지난 2년 4개월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바쁘게

은 청렴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윤리경

달려온 날들은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공

영 쇄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관장으로서

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청렴’을 최우선

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지고, 정부에서 집중적으

경영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

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

처리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합니다. ‘안전’은 공단 설립목적인 ‘도로교통사고 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

소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해 전사 역

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량을 집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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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

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도로교통

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법의 올바른 시행과 정

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없는 편리한 교통안전

착을 위한 공단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중’은 직원

•「민식이법」은 무엇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상호 간 인정·칭찬·예의·배려가 밑바탕이 되는 조

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마련된

직 내 존중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조직 내 존중문화

법안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을 갖고 어린이

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운전자 뿐 아니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조직 내 만족도를 높여나

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전국 모든 지방조

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직에 찾아가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밥 한 끼 소통”

을 위해 매해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고

전개해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충을 들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 직원들에게 편안

경각심을 일깨워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

한 직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밥으로 기운을

을 인식하도록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

차린다는 ‘밥심’이라는 말도 있고 말이지요.

에게 집중적인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에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캠페인 행사를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교
통사고를 줄이고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행정
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스쿨존 내외의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원인을 분석, 원인
에 대응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하여 「민식이법」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돕고 스쿨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어린
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도로 위 운전자
들은 어떤 법규의 제재 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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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에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선시 생각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

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부 드립니다.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수요 맞춤 및 사회문제 해결
형 교통안전정책 발굴 등 도로교통분야의 전략적

올해 또는 향후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인 데이터 자산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사업과 계획은?

정부 미래차 산업발전 정책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DNA(Data, Network, AI)

반 마련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도 스마

기반의 데이터 융·복합 중심 ‘국가 교통안전 빅데

트 교통신호 시스템·IoT 교통안전 시설물·교통사

이터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 위험정보 등 도로교통상의 돌발상황에 대한 실

ICT센터를 신설했고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빅

시간 정보제공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수적

데이터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안

‘국가 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교통사고 데이

시행으로 과거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운전면허정

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관별 데이터

보, 교육정보, 사고분석정보 등 빅데이터의 융·복

를 수집, 융·복합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AI분

합과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교통안전 비즈니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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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전 가이드라인과 기술고도화 생태계에 기여하게

비대면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강

데이터 융합 및 인공지능화,

원도 횡성과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 운전능력 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가속화,

증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국 5개 권

다양한 신교통수단 상용화에 따른

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을 선

법·제도 생태계 변화 등

도하는 통합면허검증단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

교통인프라는 공급자 중심에서

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래교통 환경도 급변하

사용자인 수요자 행태기반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고 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있습니다.

확대, 데이터 융합 및 인공지능화,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가속화, 다양한 신교통수단 상용
화에 따른 법·제도 생태계 변화 등 교통인프라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인 수요자 행태기반으로

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와 자율주행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교통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경찰청과 함께 레벨4 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안전하고 편리한 미

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6개 분야 13개 과

래교통 전문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의 R&D사업을 기획하여 지난 4월 말 예비타당
성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부터 2027년까

끝으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협력

지 7년간 1,579억 원 규모의 다부처 R&D 사업에

을 통해 관계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교통안전 인

국교통연구원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

프라, 신호관제 및 데이터, 교통사고 및 단속시스

씀 부탁드립니다.

템, 운전면허체계, 법제도 등 미래교통의 전반적인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한 국가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연구를 수행하게

상호협력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간 두 기

됩니다. 또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선제

관은 보유한 교통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교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여받

통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신규 교통정책 발굴

은 자율주행차량에 면허시험관이 탑승해 기존 운

및 법·제도 개선사항 대정부 건의 등 여러 분야에

전면허제도와 연계한 실도로 주행안전능력 검증평

서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가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차량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양 기관이 시너

어 권한의 전환이 발생하는 자율주행기술 단계별

지 효과를 내어 새로운 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준

안전운전 가이드라인과 면허체계를 개발하여 이용

비와 연구를 지속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국가

자인 국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술

로 가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

수용성을 제공하고, 제작사에게는 자율주행 안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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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NEWS
‘코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토론회’ 개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코
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토론회’가 6월 16일 전국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경제, 사회, 산업부문에 코
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성경륭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환영사, 본원 오재
학 원장의 ‘코로나19 대응 협동연구 현황과 계획’에 대한 개회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동연구에 대한 각 국책
연구기관 원장의 분야별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사회·
① 인사말 본원 오재학 원장
② 주제발표 본원 오재학 원장
③ 참가자 기념 촬영

①

산업 여건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각 분야 정책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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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6월 25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
텔에서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고속도
로 통행요금 제도현황 및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김장환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과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를 사회자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②

① 인사말 중인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② 인사말 중인 유정복 경영부원장
③ 지정 토론 현장
④ 공청회 현장
③

④

‘교통산업 일자리 정보 조사사업 전문가 워크숍’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산업 일자리 정보 조사사업’을

①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7월 2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통물류산업 일자리 정보 조사 조사결
과 및 통계 구축에 대해 본원 교통물류일자리조사분석
팀 황순연·박용일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좌
장인 본원 오재학 원장을 필두로, 오계택 한국노동연
구원 실장,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진석 통계청 산업
통계과 과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① 워크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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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방원 간담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6월 30일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용석 차장 방
원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행복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들과 대책 마련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기고문

물류산업, 디지털혁신으로 도약해야
본원 오재학 원장의 기고문이 『물류산업, 디지털혁신으로 도약해야』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금) 세계일보 지면에 게
재되었다. 오재학 원장은 우리나라 택배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비해, 과다 경쟁에 의한 불안정한 수익구조와 기술투
자 부족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았다. 해결 방안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에 집중하여, 디지털 생활물류인프라
의 구축으로 인한 스마트 물류센터로의 업그레이드 및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생활물류체계 구축을 위
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필요성 대두 및 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재학 원장 기고문(지면)

2020 07 VOL.269

037

KOTI NEWS

KPS로 열어가는 자율주행시대
본원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 『KPS로 열어가는 자율주행시대』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금) 디지털타임스
지면에 게재되었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라이다, 레이다, 카
메라, 초음파, GPS 등의 센서에 있다고 보았다. 물론 차량의 주 제어권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미래 교통체계에서
GPS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고정확·고신뢰 GPS는 미래 교통체계의 핵심인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KPS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
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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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본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 『‘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월) 경향신문 지
면에 게재되었다.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 최고의 성과로 교통안전을 꼽았다. 국회가 추
진해 법률 개정의 기초가 된 「민식이법」과 20대 국회 시작 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621명이던 것이, 4년 후
2019년엔 3349명으로 연간 1272명이나 감소하였음을 예로 들었다. 그럼에도 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
다. 사고 시 보행자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개선 요구, 고령 보행자 대책으로 횡단보도 중간 대피공간·안전한 신
호기 운영의 필요성, 자동차 안전사양 개선, 화물차 안전 강화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상진 선임연구위원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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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교통

글·사진 _

정병두

교수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CITY 50-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교통』, 〈한숲(2016)〉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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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퍼탈(Wuppertal)

Wuppertal

독일 부퍼탈

부퍼탈(Wuppertal)은 독일 서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하고 있으
며, 오래전 바르멘 엘버펠트(Barmen-Elberfeld)
등 라인강 지류 부퍼강 연안을 따라 형성된 작은
공업도시들이 1929년 통합되어 이루어졌다. 면적
168.4km2, 인구는 약 355천 명으로 주변에 도르
트문트, 뒤셀도르프와 약30km 떨어져 있다.
부퍼탈은 도시권 2/3 정도가 녹지공간으로 걸어
서 10분 이내에 공원이나 숲길로 접근할 수 있
어서 독일에서 손꼽히는 녹색도시이지만, 무엇
보다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현수형 모노레
일 슈베베반(Schwebebahn) 때문에 더 유명하
다. 특히 2020년 CNN(Travel’s 20 best places
to visit in 2020)에서 부퍼탈은 세계 가장 멋있는
WSR(Wuppertal Suspension Railway)이 있어서
코펜하겐,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들과 나란히 꼭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될 정도이다.
➊ 부퍼탈의 시가지 전경, 가로지르는 부퍼강 위의 슈베베반
2020 07 VOL.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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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도시규모에 비해 입지적으로 철도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쾰른-하겐, 뒤셀도르프-하겐 노선이 부퍼탈을 경유한
다. 베를린까지는 ICE로 약 4시간 20분 소요된다. 중앙역에서는 RB(Regional Bahn)과 RE(Regional Express)을
비롯해, 광역 도시권 라인-루르 S-Bahn 4개 노선, Intercity-Express, IC, EC 등이 각 방면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역을 나서면 대규모 버스환승센터가 바로 인접해 있고 모노레일과 이어져 도시 전체 이미지가 대중교통 중심 교
통체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부퍼탈 철도역에 내려 모노레일 중앙역(Hauptbahnhof)까지 불과 100여 m 떨
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슈베베반을 향하는 발걸음은 마냥 설레기까지 했다.
➋ 세계 최고(最古) 현수형 모노레일 부퍼탈 슈베베반(Wuppertal Schwebebahn)
➌ 부퍼탈 중앙역(Hauptbahnhof) 버스환승센터, 총 6개 승강장에 45개 노선을 운행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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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퍼탈(Wuppertal)

➍
➎

처음 1901년에 개통했으니 거의 120년 동안 단단히
지탱해오던 철제 빔 구조물이 제너레이션 15 신형 차량
과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오랜 기
간 부퍼 강(Wupper River)을 따라 소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회랑(TOC)이었다는 점에서 느끼는 감회는 남
달랐다.

➐

➏
➍ 엘버펠트 시청사(Elberfelder Rathaus)로 이어지는 시가지 모습
➎ 모노레일 중앙역(Hauptbahnhof) 앞 시내 보행자 전용도로
➏ 슈베베반 서측 종점역 포빙켈의 승강장 모습
➐ 전체 구간(13.3km)중 6.3km지점에 위치한 중앙역(Wuppertal H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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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➑

WSR 슈베베반의 총 노선 연장은 약 13.3km, 20개 정
류장으로 소요시간은 30분이다. 전체 노선의 10km은
부퍼강 위 12m 높이에서 주행하고 나머지 3.3km은
도로구간이다. 차량 길이 24m, 폭 2.2m, 정원 175인
에 1일 승객 수는 8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 철제지지 빔과 궤도 일부가 무너져 9개월간 운행
못한 사고를 비롯해, WSR의 역사적 기록과 일본 현수

➓

형 쇼난(湘南) 모노레일과 차량특성 비교 등 웹사이트
(https://www.schwebebahn.de/en/)에 자세히 소
개되어 있다.

➑ 부퍼탈 중앙역(Wuppertal Hauptbahnhof), 2018년 재건축함
➒ 부퍼탈 중앙역으로 이어지는 시내 중심의 보행자 전용도로
➓ WSW에서 수소버스 10대를 처음 도입 운행할 계획
 독일 H2 Mobility 설치한 부퍼탈 이케야 입구 수소 융합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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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 안전이 우선이다!

01 어린이 교통 안전이 우선이다!
「민식이법」 제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정부
역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 법규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들의
원인을 파악해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한낮에 갑작스레 날라온 교통과태료 영수증!
갑자기 이게 뭔가 싶어 살펴보니 방학기간중에 집 앞에서 새벽6시 5분 출근길
에 남편이 과속으로 달려 스피드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이었다. 일단 우리 아파
트의 특징은 출구 쪽으로 바로 초,중,고 세 개의 학교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
다. 하지만 이 길은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고속도로 진입로와 가까워서 이
박지영 주부
인천광역시

용차량이 많은 도로이기도 하다. 요즘 도로변에 붙어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
은 편인지라 ‘스쿨존’ 표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일단 집앞 길
전체가 ‘스쿨존’ 인지라 30키㎞를 넘겨 그런건가 싶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
‘스쿨존’ 내의 법규를 찾아보았다. 역시 내가 알고 있던 것처럼 ‘스쿨존’의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였던 것 같은데, 여태 한 번도 켜져 있지 않던 스피드 단
속 카메라가 어째서 켜져 있었던걸까?

「민식이법」제정...「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불의의 차량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이 사고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SNS 와 국민청원게
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알렸고, 어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이에 모두 크게 공
감했다. 연예인 하하, 선예 등이 민식이 생일에 맞춰 인스타에 올린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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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에 동참하자는 기사가 한동안 각종포탈 기사

고 12월, 어찌되었건 국회내 숙의없이 한 차례 전

순위 맨 위에 자리잡으며, 그동안 잘 모르거나 관

체회의서 바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심이 없던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으로 다가왔다.

「민식이법」 도대체 무엇인가? 내용의 초점은 ‘부족

함께 만나는 엄마들의 모임에서도 「민식이법」에 관

한 어린이 보호시설을 확충한다’라는 것이다.

한 이야기를 했었다. 민식군의 부모들이 올린 SNS

첫째,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사고예방에 관한 보

와 동영상을 보고 같이 울었다느니 남의 일 같지

완을 한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노란 신호등, 과속

않다는 말들만 나눌 뿐, 막상 민식이법이 대체 현

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턱, 방호울타리(인도와 도로

재 ‘스쿨존‘안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고

사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궁금

둘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하여 어린이 교

해하고 있지 않았다. 관련기사 대부분도 상황에 대

통사고 처벌을 강화한다.

한 감정에 호소하면서 법안 제정에 동참을 요구하

※ 이전에 있던 「교통사고처리법」과 내용 동일(12대 중과실에 포함, 피해

는 글들은 많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부분이

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스쿨존’ 내에 30km/h 속도 제한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을 해야 한다.위법시 (이전) 5년 이하 금고에서 1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과 내용들은

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저 「도로교통법」 개정

셋째,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어려운

안전운전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말이 들어간 두줄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엄마

한 경우 모두 해당 충족되어야 한다.

들은 모두 자세히는 모르는 이 법안이 빠른 시일내

넷째,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단

에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

순 상해 시 징역 1년~15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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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쿨존’ 안전 수칙 역시 달라진다. ‘스쿨존’ 내

교를 한다.

에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서행

‘스쿨존’ 내에 주정차 지역의 강화는 어쩌면 학교

등이다.

앞의 풍경과 아이들의 등하교 모습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굣길의 안전을

「민식이법」의 긍정적 효과

생각해 보면 약간 불안감을 느낄수도 있다. 지금까

그렇다면 「민식이법」 제정이후 학교 앞 모습은 어

지 하굣길 노란 학원버스들은 아이들을 학교 앞에

떻게 달라질까? 학교 앞에서 단속카메라와 방지

서 바로 픽업해서 학원으로 이동하고 학원이 끝난

턱 등으로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굳이 학부모들이 나가서

는 줄어들 것이다. 방호 울타리가 대단하게 들리지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아도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

않을지 모르지만 막상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아

들 데리고 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다리다 보면 울타리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

하교 시 노란버스의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법

이 장난을 치다 도로 위로 튕겨져 나가듯이 내려가

안 통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되

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아슬아슬한 장면

었다. 학원차들과 학부형의 차들이 더 이상 빽빽하

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른들의 관점에

게 들어서지 않는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방호 울타

학원차까지 이동하는 수고가 생기겠지만 이로 인

리가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꽤 많이 벌어

해 학교 앞에서의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등하교길 모

생각된다. 아이들이 걷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또한

습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

‘보행시 안전대책’이 확실히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

해도 하교 시간이 되면 전쟁터가 된다. 노란 학원

을 의미한다. 학교 앞 사고만 줄어드는 것이 목적

버스들이 횡단보도를 제외하고 정말 빈틈이 없이

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

줄지어 있다. 아이들이 차들 사이들 비집고 다니면

기 때문이다. 어쨌든 일단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서 타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걱정이 앞서고는 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확실

비가 오는 날의 아침 역시 학교앞은 전쟁터다. 가

히 학교 앞은 이전보다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까운 거리임에도 자동차로 등교를 시키려는 학부
모 차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자주 볼

「민식이법」의 잘못된 법해석

수 있는데,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그리고 내려주고

하지만 실상 「민식이법」이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

빠져나가려는 차들 그 자리에 또 주차하려는 다른

다. 처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동참한 것과는 다

차들이 뒤엉켜 있고 1차선 직진하는 차들과 맞물려

르게 우리를 불편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다 또한 아침부터 시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러운 클락션 소리와 교통 정리하시는 녹색어머님

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

들과 봉사자분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더더욱 정신

이내로 주행하면 어린이(13세미만)사망 교통사고

이 없다. 앞이 안보이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아

가 나도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은

이들은 그 안에서 비와 차들을 피해가면서 힘든 등

잘못알고 있는 정보다. 관련법규를 보자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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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법률에 신설된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

운전자에 대해 ‘0%의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는다.

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원동기장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선 큰 잘못이 없다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

고 해도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전방

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주시 태만이나 충돌 후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 운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전자 과실로 대부분 인정된다.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
세 미만인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악법도 법이다? 「민식이법」의 아쉬움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민식이법」 통과 이후 SNS나 포탈에는 답답하다는

따라 가중처벌 한다”로 되어 있다. 어렵다. 좀 쉽게

운전자 들이 글이 많다. ‘스쿨존’ 있는 도로는 ‘바

풀어서 법해석을 똑바로 해보자면 어린이 보호구

빠도 돌아가 다른길로 가는 것을 권한다’라는 글을

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

보고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

런데 글의 내용을 보니 아이들이 시속 10㎞로 운전

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

하고 있는 차에 대고 ‘야! 너가 부딪쳐 버려~’, ‘아

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저씨 우리 건널건데 움직일 거야?’ 하는 장난을 친

경우에 가중처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온 건지 운전하는

처벌의 정도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과다한 형량이 형평성

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에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사망사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시 1년 이상

다.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만 처벌?” 역시 잘못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

정보다.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이

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다른 범죄와 비교 시 과하

나 음주운전 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법조문

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에 ‘업무상 과실’이 포함돼 있어, (운전업에 종사하

5년 이상이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인 점

지 않는)일반적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

을 생각해보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지 않고 사고를 낸 ‘단순 과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징역은 너무 강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

된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이 보호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강한 처벌을 하는것

한 중학교 앞을 시속 약 23㎞로 주행하다 횡단보도

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지는 의문이다. 학교 앞에서

를 건너던 민식이(당시 만 9세)를 쳐 사망케 한 민

아이들을 잘못 스치기라도 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식이 사고 가해자 역시 가중처벌에 해당돼 징역 3

다.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년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시속 30㎞ 이내라는

우리가 바랐던 법이었던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민

속도 규정을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

식이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신들과 밀접한 법에

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아이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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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잘 모르고 있었다. 시기가 방학 가까이 맞

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물려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 속도를 알려주

우린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일들을 함께 찾아

는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의 설치를 전 지역에 확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더 많이 도로와 자동차 앞에

대 한다고도 한다. 지금은 언론의 도마 위에 있었

서 조심하고 무서움을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

던 「민식이법」의 통과로 인해 정부에서 3월 시행 전

참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장난을 친다는 아

에 도로 폭이 좁아 신호등을 놓기 어려운 곳에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들이

과속방지턱을 늘리고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

지금 하고 있는 장난 같은 행동들은 바로 내 부모

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

와 내 가족, 선생님이 어디서든 당할 수 있음을 그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

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부와 각 지

으로 옮긴 뒤 그 자리에 보도를 설치하는 등 어린

역 교육청은 개학 후 학생들에게 「민식이법」과 ‘스

이 통학로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도로에 주차된 차

쿨존’ 강화에 관한 내용들과 아이들이 지켜야할 규

가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만큼, 학교와

정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서 스스로도 올바른 행동

유치원 연결도로에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

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법을 제정한 것

소는 올해 말까지 전부 사라진다. 이 자리에도 마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찬가지로 보도가 들어선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형평에 맞지 않게 이미 생겨

공영주차장를 더 만들어 해소하겠다고 한다. 들쭉

버렸다면 그것이 행해지는 도로 위에 문제들을 최

날쭉한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소화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더 열심히 모색해야 하

로 하향평준화 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1만6789개

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로위 운전자는 가해자가

스쿨존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상인 곳

될 수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은 588곳에 달하는데, 모두 시속 30km로 낮추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는 소중한 각 가정의 구성

다는 것이다. 특히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일부 스

원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쿨존의 제한 속도 기준은 시속 20km 이하까지 낮
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시행 전 움직이는 정부의 교통 정책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

국회는 법을 만들었고 도로교통부는 속도계와 각

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8만 원으

종 교통 표지판과 같은 작업으로만 일이 끝났다고

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3월 「민식이법」

이제는 3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

시행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

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어

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을 위한 메뉴얼을

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

침이다. 버스를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춰 신고

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해야 하는 교육시설의 범위를 기존보다 늘리겠다

설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

는 얘기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에는 정부 부처

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 분석해 최적의 위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아직은 앞으로 시행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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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제정이 좋은 의식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단속의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쿨존’안에서의 안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고
민해주길 바란다.

겠다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법의 제정이후 정부뿐

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법안인 「보행안

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에

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

관심과 생각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

다. 현행법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하
는 ‘보행자 우선도로’정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골

‘스쿨존’ 안에서의 법의강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다. 「민식이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보행안전‘이 중요하다!

는 ‘스쿨존’안에서의 안전에만 매달려 법을 강화하

「민식이법」제정이 좋은 의식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

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도

다.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줄이기 위해 교통

로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법규 단속의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쿨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일 테니 말이다. 아

존’안에서의 안전을 위해 우선시 되어야하는 일들

이들은 항상 보호되어야 하고 운전자는 항상 조심

을 계속해서 고민해주길 바란다. 과하고 강한 처벌

해서 운전해야 한다.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많은

들을 만들어 낸 법은 결국엔 또다시 다른 개정안을

관심들이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해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벌

줄 것이다. 선진국의 보행안전 시스템이 우리 아이

금지를 하는 것은 체벌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

들에게도 적용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앞 아이들을 지키는 방
법 역시 단순한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들의 근본적
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한다. 아이
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는 사실 학교 앞 ‘스쿨존’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그 가까운 주변 도로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쿨존
뿐 아니라 학교로 향하는 주요 통학로까지 함께 관
리하는 방식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있
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들을 조사해서 그 길
들의 안전성을 생각해보고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
한 통학로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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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 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5일(목)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참
심현정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석하였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인사말에서 사회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
여건도 변화하였으며 통행요금제도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에 다다른 관계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를 희망한
다고 말하였다. 또한 통행요금제도는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정책 등 정부정책
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
록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림1•공청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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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그림2•인사말 중인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그림3•인사말 중인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이어서 본원 유정복 부원장은 변화된 고속도로 이용

다고 밝혔다. 또한 각 통행료 감면제도별 도입 목적

자 통행행태와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중심의 패러다

과 추진 경과, 추진효과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해외

임에 맞춰 과거 제도 도입 시기에 비해 요금 정책효

및 타 공공시관 사례를 소개하였다.

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두 번째 발표자인 본원 채찬들 연구위원은 사회경

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도로이용자 통행행태와 교

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대내외 개선요구를 반영

통안전 증대, 친환경정책, 도로의 교통수요 조절정책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등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정책을 조정하려

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고

제도 인지도 및 경험 여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속도로 통행요금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과 중앙정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고민한 결과에

시행한 결과 명절감면제도가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대하여 각계 각층 전문가분들과 국민여러분들에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으며 감면제도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될 고속도로 요금정책방안에

개선방향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연계 개선방향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 교통수요관리 정책 연계 개선방향을, 신설 제도

주제 발표에서는 김장환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과

로는 상급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에 한하여 화물

본원 채찬들 연구위원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현

차 심야할인을 한시적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

황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였다. 또한 향후 감면제도 개선은 대국민 의견수렴

발표하였다.

을 거쳐 개선방안을 제도화 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

첫 번째 발표자인 김장환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장

임을 밝혔다.

은 연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입은 약 4조 1천억 원

2부 지정토론에서는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

이며 도로 유지관리, 시설 개량, 건설 투자비 등에

장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행요금은 주요국 대비

김응철 인천대학교 교수는 출·퇴근 할인제도가 2시

1/2~1/6 수준임을 설명하고 교통량의 경우 평일은

신도시 건설 이후 당시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인프라

출근 시간 이후, 주말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이용한

부족으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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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황인 관계로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였으며, 감면제도 도입 시에는 정책 여부 달성 여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재

와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토하여 고속도로 출·퇴근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

상호 입체적, 주기적으로 제도가 평가될 수 있는 방

에 대한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

향으로 시스템이 법제화 되어야 함을 밝혔다.

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는 출·퇴

두 번째 토론자인 이수일 현대해상 연구위원은 화

근할인제도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이후 출·퇴

물차 할인제도는 심야시간대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

근시간이 탄력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기존 출·퇴근

는데, 현재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화물차

시간대로 할인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량과 관련이 있으며 졸음운전이 그 원인인 것으로

필요하며 친환경 자동차 할인의 경우 기간 연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으로 인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다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헌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장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추가적으로 요금을 내

세 번째 토론자인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고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국가 SOC 유지관리비 측

는 경차할인 도입 당시에는 에너지 위기가 존재했었

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장애인 할인, 명절 통행료

기 때문에 감면제도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

감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감면 등 공공성 강화의

기술이 급격하기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수단으로써 효율성이 높으므로 긍정적인 역할에 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화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서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정부정책은 도입시점과

경차는 주로 시티카 개념으로, 도시 내부를 주행하

사회여건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한 시점

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차에 대한 혜택은 고

에 따라 리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도로 보다는 주차요금 감면, 도시 내 운행요금 할

종합토론의 좌장인 정진혁 연세대학교 교수는 영원

인 등 도시 범위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강

히 지속되는 정책은 없으며 정책 도입 목적 등을 고

조하였다.

려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행요금 정책

네 번째 토론자인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토론

은 기존 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하이패스

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될

사용자 위주로 그 혜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리하였다.

그림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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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다
- 와이퍼의 역사
이상우

문화평론가

폭우가 쏟아질 때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주행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말이다. 다양한 돌발상황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와이퍼가 자동차의 필수품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손으로 작동하는 와이퍼의 등장

슨은 그해 11월 자동차 와이퍼에 대한 특허를 취득

자동차 안전장치라고 하면 흔히 시트에 부착된 안

했다. 그녀가 고안한 와이퍼는 앞 유리 위쪽에 장

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장치를 떠올린다. 하지만

착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직접 레버를 움직여서

‘안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생각보다 훨씬 더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기능적으로 잘 작

많은 안전장치들이 자동차 곳곳에 숨어 있음을 알

동했으나 문제는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것

게 된다. 차량 후방을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 눈이

이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 중 와

나 비로부터 전방의 시야 확보를 돕는 와이퍼 같은

이퍼를 작동시키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이었을 터.

것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와이퍼는 비교적 간단한

결국 그녀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당대에 실현되지

장치지만 궂은 날씨 속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

못했으며,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

지는 아주 중요한 장치다. 자동차가 처음 탄생했을

요했다.

때는 와이퍼는커녕 와이퍼를 설치할 앞 유리조차
없었다. 주행풍은 물론이고, 돌조각이나 먼지 등에

와이퍼, 자동차의 기본 안전장치가 되다

운전자가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셈이다. 자동차가

수동 와이퍼에 이어 자동 와이퍼를 발명한 것도 ‘여

빨라지면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앞 유리가 장

성’이었다. 캐나다의 샬롯 브릿지우드라는 여성은

착되었고, 그 유리를 닦는 와이퍼도 자연스럽게 등

세계 최초의 전동식 와이퍼를 발명하고 1917년 관

장했다. 모든 기계장치가 그렇듯이 자동차 와이퍼

련 특허를 얻었다. 그녀가 만든 와이퍼는 엔진이

또한 처음에는 ‘자동’이 아닌 ‘수동’이었다. 1903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 고무롤

뉴욕을 여행 중이던 메리 앤더슨은 앞 유리에 쌓인

러를 움직여 앞 유리를 닦는 방식이었다. 이는 수

눈을 치우기 위해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

동 방식과 달리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훨

을 목격했다. 눈을 치우기 귀찮은 사람은 아예 앞

씬 편하고 안전했다. 하지만 이 와이퍼는 블레이드

유리를 접고 달리기도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

타입이 아니라서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데는

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왜 자동차 창문을 닦는

한계가 있었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지는 못

장치는 없을까?’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메리 앤더

했다. 그녀의 특허권은 몇 년 만에 소멸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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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러 발명가들이 앞다퉈 자동 방식의 와이퍼를

이 오직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발하면서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정착되

다.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와이퍼 관련 기술을 적

기 시작했다. 특히 보쉬는 1926년 오늘날과 유사

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벤츠는 2012년 신형 SL을

한 형태의 버튼으로 작동하는 전동식 와이퍼를 개

출시하면서 ‘매직 비전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선보

발했는데, 이는 자동차와 도로 안전을 크게 향상

였다. 이 장치는 와이퍼 블레이드와 노즐을 일체화

시킨 와이퍼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시켜서 워셔액 분사 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줄이고

한 1936년에는 GM에서 내부 배터리를 활용한 완

와이퍼 작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테슬라는

전 자동식 와이퍼를 캐딜락에 처음 장착하면서 큰

최근 전기와 자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전자기 방식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1950년대 이후 와이퍼 기

와이퍼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 와이퍼는 마

술은 보다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

치 자기부상 열차처럼 작동해 마찰력에 의한 에너

는 워셔액이 포함된 와이퍼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지 손실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량도 낮다.

1960년대에는 와이퍼에 속도조절 기능이 추가되면

이 기술이 테슬라의 전기차에 적용되면 전력 손실

서 비의 양에 따라 와이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

을 최소화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짐

을 것이다. 사실 와이퍼는 차량 앞 유리에만 장착되

에 따라 와이퍼가 유리창에서 분리되는 위험을 최

는 것은 아니다. 뒤쪽 유리는 물론, 헤드램프에 와

소화하기 위해 스포일러가 장착되기 시작했다. 또

이퍼가 장착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헤드램프에

한 1990년대에는 자동차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얼어붙은 눈과 얼음이 시야를 방해하고 난반사로

증가하면서 차량 모델별 규격에 따른 어댑터가 개

마주 오는 차량에 눈부심을 초래하자 1972년 헤드

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독특한 형태

램프 와이퍼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래서 당시 출시

의 와이퍼도 많았는데, 벤츠 W124는 길이가 변하

된 유럽 차량들을 보면 헤드램프 아래 작은 와이퍼

는 단일 와이퍼를 사용했고, 푸조508은 앞 유리 양

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일부 차량에

끝에 관절이 위치하여 바깥쪽으로 와이퍼가 움직

는 헤드램프 클리너가 장착되어 있는데, 와이퍼 대

이는 방식이었다.

신 고압의 세척액을 분사하는 ‘해드램프 워셔’가 주
로 사용된다. 한편 해치백이나 SUV 같은 차량은 와

자동차 와이퍼의 진화와 혁신

류로 인해 뒤쪽 유리가 쉽게 오염이 되고 시야를 방

최근에는 각종 센서와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와

해할 수 있어서 뒤쪽 유리에도 와이퍼가 장착된다.

이퍼 역시 똑똑해졌다. 비오는 것을 센서로 감지하

기술은 다르지만 와이퍼의 본질은 ‘흐릿해진 유리

여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키기도 하고, 빗물의

를 닦아서 더 선명한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양과 속도를 감지해 와이퍼의 움직임 속도를 자동

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와이퍼가 장착될 곳이 어디

으로 제어하기도 한다. 초음파를 사용해 앞 유리를

자동차뿐일까 싶다. 인생길을 달리다보면 많은 것

빗물이 침전되는 것을 막기도 하며, 나노기술을 활

들이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

용해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니 말이다. 길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달리는 것은 또

기술들은 모두 와이퍼를 완전 자동화해서 운전자들

렷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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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대학교
코로나19 영향 분석 플랫폼

서론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로
인하여 전세계는 전례 없는 현상을 겪고 있다.1)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포
하고,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 간
이민하 박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이동규제, 주요 공공장소 및 비지니스 락다운 정책, 나아가 감염자 격리 및 동
선 추적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5
월 22일 기준 총 감염자: 5,169,907명, 총 사망자: 335,993명), 이 중 미국은
약 160만 명의 감염자와 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염인구를 기록하고 있다.2) 전파속도 완화를 위해 44개 주에서 외출금지령
(Stay-at-home)을 시행함으로써 관공서,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대부분의
상점을 봉쇄하였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통행은 삼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의료·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제 간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과 관련한 주제로는 이동 규제가 바이러스
전파에 미치는 영향 및 통행 유입·유출량을 고려한 전염역학을 다루는 의학
연구가 중점적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특히 모빌리티 데이터는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한 주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8) 애플(POI 방문횟수 기반)이나 구글(지
도 서비스 쿼리 기반) 등과 같은 테크기업에서도 정기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팬데믹 기간의 통행행태 추이 전반에 대한 관심 역시 대두되고 있다.9~11)
백신과 같은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동제한 등과 같은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고전적
접근만이 주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12) 실제로 범지역적 유행병이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지역 방문 횟수와 같은 단일변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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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로 총 39개의 일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는데, 팬데믹 기간동안 다수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통행행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통행량

플랫폼 소개

이 바이러스 전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

1. 모빌리티 데이터 프로세싱

염역학의 주된 분야 중 하나이지만, 역으로 상황에

먼저 모바일 위치기반 원자료의 통합 및 전처리를

대응하는 일반인의 행태 변화에 대해서는 뚜렷이

통해 통행 이력을 추출한다. 이 과정은 통행 기·

밝혀진 바가 없었다. 또한 정부 대책 마련이나 국

종점(OD) 파악, 출도착 시간을 포함한 통행 검지

민의 정책 수렴도 증진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Trip Identification) 알고리즘을 1차적으로 실시

수 있는 수치화·가시화된 자료 역시 제한적인 상황

한다. 2차 프로세싱은 통행목적(통근, 비통근), 목

이었다.

적지 유형(식당, 상점 등), 통행수단(항공, 철도, 버

이에 따라 메릴랜드 대학교 내 메릴랜드 교통

스, 자가용, 자전거), 통행거리, 통행자 소득계층별

연구소(Maryland Transportation Institute,

특성(소득, 나이, 성별, 인종 등) 등의 추가 결측정

MTI)의 Dr. Lei Zhang 교수 연구팀은 Center

보를 대치한다(Missing Data Imputation). 위치기

for Advanced Transportation Technology

반 원자료 샘플은 가중치를 통해 지역별 인구 대푯

Laboratory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영향 분석

값으로 확장된다. 해당 절차는 <그림 1>에 도식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data.covid.umd.edu).13~14)

되어있으며 여기서 익명의 개인에게서 1.6km 이상

이는 코로나19가 미국 내 의료·사회·경제 전반에

의 통행이 관측되지 않으면, 해당 일자는 집에 머

미치는 영향 및 통행행태 추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

문 상태로 간주한다.16)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미국전역/주/카운티 단위

그림1•데이터프로세싱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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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제공 데이터

도, 실업률, 인기 방문지 수, 소득수준 등이 있으

현재 플랫폼에서는 총 39개의 데이터를 4개 카테고

며, 교통 부문 데이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

리로 분류하여 제공하는데 이는 의료·보건, 경제,

다. 이 중 코로나19 전파 관련 정부규제에 순응하

교통·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취약계층이 해당

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인 사회적 거리두기 인덱

된다. 미국 전역, 주 단위 및 카운티 단위 데이터가

스(Social Distancing Index, 이하 SDI)의 경우 단

1월 1일부터 제공되며 플랫폼의 형태는 <그림 2>

일 변수를 통해 모빌리티 트렌드를 추정하는 대신

와 같다. 비(非)교통분야에 해당하는 데이터 예시

6개 지표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출한다.15) 또한 코

는 지역별 확진자 및 유사질환 환자 트렌드(신규·

로나19 발발 이전 기간과 비교한 상대적 관측값 역

누적자 수, 연속 감소일수, 지역 내 유입 환자 수

시 고려된다.

등), 의료서비스 현황, 노인 및 인종 비율, 인구 밀

그림2•메릴랜드대학교 코로나19영향 분석 플랫폼

표1•교통 분야 지표
변수

요약

Social Distancing Index(SDI)

사회적 거리두기 인덱스(0-100 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되며,0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음을 의미
하고 100점은 해당 지역 내 거주자 이동이 관측되지 않으며 타지역 방문자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 staying home

외출 자제 인구 비율(1.6km 이상 통행이 관측되지 않은 인구 비율)

Trips/person

평균 개인 통행 횟수

% out-of-county (state) trips

카운티 (주州) 외 지역 통행량 비율

Miles/person

평균 개인 통행 거리

Work trips/person

평균 개인 통근통행 횟수

Non-work trips/person

평균 개인 비통근통행 횟수

Transit mode share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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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 분야 평가 툴

면의 정책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제공되

플랫폼은 사회 ·경제적 재개 안전성 평가 결과

었다.

(Society and Economy Reopening Assessment

한편 SERA에서 정의한 의료·보건 분야 기준치를

Tool, 이하 SERA)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규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이동 규제완화 준

제 완화에 대한 정책결정 지원 및 국민의 현상 이

비가 미흡한 것으로 선별된다. 기준치를 넘지 못

해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지역별 감염,

한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사회·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의료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정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써 규제 완화 준비 상태나 이후 발생가능 상황을

국민 건강에는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정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역은 통과기준을 넘기 위한 노력을 꾸준

평가에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전체 지표 중 우선

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는 일반 및 응급 치료병

순위로 분류된 16개 지표가 적용되는데 이는 20명

상 확충, 선별진료소 및 테스트 키트 용량 개선, 경

이상의 전염역학, 보건의료, 경제, 교통 및 지리 관

로추적 근무자 고용 확대 및 기술 개선, 사회적 거

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별되었다. SERA 분석을

리두기 규제 강화 등의 노력이 해당될 수 있다.

통해 각 지표별로 지역의 랭킹을 제공하며, 이는
정책 결정자가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의 상황을

팬데믹 단계별 모빌리티 트렌드 분석 결과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월 10일: 미국 전역에서 관측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성’

앞서 소개된 4개의 카테고리(의료·보건, 경제, 교

팬데믹 전·후 비교

통·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 취약계층) 중 경제를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20퍼센타일 이하에 해당

SDI, 외출 자제 인구 비율, 거주 지역 외 장거리

하는 지역은 타 지역 대비 규제 완화에 대비가 잘

통행 등 교통 관련 지표가 빠르게 미 전역에서 감

된 상위권 지역을 의미한다. 반대로 80퍼센타일 이

소하였다. 주정부 통행금지령이 시행되기 이전부

상은 하위권으로 규제 완화 시 해당 변수의 상대적

터 통행 감소가 관측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

위험도가 큰 지역을 뜻한다. 정책 결정자는 하위로

출 자제가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

선별된 변수가 있을 경우 이를 유심히 고려해야 할

기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약 계층이 거주

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4월 둘째 주에는 평균

한다거나, 더 많은 지역 간 통행이 발생되어 유입

20%의 외출자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총 통행량

감염자 수가 많다는 것, 또는 의료시스템 미비나

은 약 22%, 인당 일일 통행률은 24% 감소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기

또한 통행량의 대부분은 비통근 통행으로 검지되

때문에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

었고 약 14% 이하의 통행이 통근통행인 것으로 나

다. 반면 경제 분야의 경우, 20퍼센타일 이하는 타

타났다. 팬데믹 이전의 통근통행 비율은 14.6%인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격을 적게 받은 지역을 의미

데, 전·후 수치와 주간 실업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경제 분야 랭킹이 이동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약 34%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

에 대한 결정적 지표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다방

되었다. 한편 평균 총 교통량의 29%를 차지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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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간 통행은 4월 둘째 주에 25%로 관측된 것

(27%), 알래스카(28%), 와이오밍(28%)에서 집계되

으로 보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 지역 외 통

었다. 또한 워싱턴 DC(0.61) 및 뉴욕(0.31), 매사추

행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세츠(0.25), 일리노이(0.23), 뉴저지(0.22)에서 가

3월 1일부터 4월 9일 사이에 미국 내에서 가장 높

장 높은 일별 평균 통근통행 감소를 나타냈다.

은 외출자제 인구 비율이 관측된 지역은 워싱턴

<그림 3>은 시간 흐름에 따른 미국 전역 및 7개 주

DC이며, 코로나19 발병 이전에 평균 27%였던 수

의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지표 변화 예시이며 각 주

치가 3월 중순까지 2주 내에 54%로 증가하였다.

별 외출금지령 시행일, 표준화된 누적 코로나19 감

그 다음으로는 뉴욕(49%), 뉴저지(45%), 매사추

염자 수, 외출자제 인구비율, 인당 일일 통행율을

세츠(42%), 메릴랜드(40%)가 상위권을 차지하였

나타낸다.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외출자제 인구 비율은 알

40개 이상의 주에서 외출금지령을 시행하였음에

칸사(26%), 사우스 캐롤라이나(27%), 미시시피

도 약 2주 후인 3월 중순부터 관련 수치는 일정 상

그림3•팬데믹 기간 중 통행 행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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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머무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통상 20%에

행거리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물던 전국 외출자제 인구 비율이 3월 셋째 주에
35%로 급상승한 이후 3주 동안 더 이상 증가하지

정책 제언

않았는데 이러한 양상을 플랫폼에서는 ‘사회적 거

UMD 연구진은 정부 기관이 수칙 강화 및 홍보, 지

리두기 관성 (Social distancing inertia)’이라고 지

역사회 및 근로자와의 협력, 외출이 불가피한 취

칭한다.

약·전방 계층 지원 등 꾸준히 개선 방안을 모색하
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외출자제령 시행 시점이

외출자제령 시행 전·후 비교

상당히 늦었다는 점, 따라서 통행행태 변화에 미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출금지령은 통행행태 감

는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개인 통행거

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외출자제령

리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약 65%의 인구는 매일

이 발효된 주에 한하여 시행 1주일 전·후를 비교하

1.6km 이상의 통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속적

였을 때 외출자제율 변화는 평균 4.3%에 그쳤기

인 외출자제 권고 및 홍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통

때문에 기대보다는 다소 저조한 효과를 나타낸 것

행행태 변화로 인한 감염자 예방 효과는 미미할 수

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높은 변화가 관측된 지역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 뉴저지(13%), 뉴욕(11%), 일리노이(11%), 캘리
포니아(11%), 미시간(10%)이 해당된다. 반대로 가

4월 24일: ‘자가격리 피로’ 현상

장 적은 변화를 보인 지역은 켄터키(1.2%), 메인

3월 13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0.7%)이며, 특히 오히려 외출 인구가 증가한 지역

선포한 이후, SDI 지표는 14점에서 51점까지 지속

은 사우스 캐롤라이나(-0.2%), 펜실베니(-0.9%),

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오다

미주리(-1.4%)이다.

가, 약 한 달 후인 4월 14일에 SDI의 감소가 최초

한편 외출자제령은 평균 통행 거리에도 영향을 미

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외출금지령으로 인

쳤는데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일리노이

해 발생하는 ‘자가격리 피로 (quarantine fatigue)’

(-9.7마일), 캘리포니아(-9마일), 뉴저지(-8.9마

라고 불리는데,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비교하

일), 하와이(-8.5마일)이며, 반대로 가장 변화가

면 3점, 셋째 주에는 4점이 감소하여 4월 14일 전

없거나 증가한 주는 미주리(+1.9마일), 사우스 캐

국 평균 SDI는 44점에 그쳤다. 또한 인당 통근 통

롤라이나(+0.9마일), 펜실베니아(-0.3마일), 워싱

행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SDI의 감소는 더 적

턴 DC(-1.1마일), 텍사스(-1.1마일)이다. 평균 27.1

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더 많은 통행을 발생시

마일에서 22.6마일로 평균 4.5마일의 통행거리가

키고, 더 많은 거주지역 외 장거리 및 비통근 통

감소하였다.

행으로 인해 관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4

외출자제령 유무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비교해 보

월 24일 기준, 48개 주에서 SDI 감소를 보였고 이

면, 팬데믹 이전 대비 외출자제령을 시행한 주는

중 가장 큰 감소는 Louisiana(-15), Ohio(-13),

시행하지 않은 주 대비 4월 첫째 주 평균 5.6% 더

Indiana(-12), Vermont(-12), Alabama(-11)에서

높은 인구비율이 집에 머물며, 평균 7.1마일의 통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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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사회적 거리두기 측정지표(SOCIAL DISTANCING INDEX) 시ㆍ공간적 변화 그래프

5월 1일: 부분적 이동규제완화(partial reopenings)가 통

다. 이동규제 완화 및 일부 비즈니스 재개 이외에

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도 통행량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

5월 1일 기준 12개 이상의 주에서 부분적 이동 규

나 관측값 기준 더욱 활발한 통행행태가 나타났고

제 완화를 시행하였는데, 4월 24일에서 5월 1일 사

그 중 유일하게 미미한 변화를 나타낸 지표는 통근

이에 SDI는 전국적으로 총 12점, 외출자제 인구는

통행량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31%에서 26%로 감소하였으며, 비통근통행량 및

<그림 4>는 시·공간적 SDI 변화를 보여준다. x축

통행거리는 각각 17% 증가하였다. 부분적 규제 완

은 일자, y축은 가장 최근 시점의 SDI 점수로 정렬

화를 시행한 주의 경우 SDI는 15점, 외출자제인구

된 51개 주를 나타내며 각 셀의 ‘X’ 표식은 주별 외

는 6%가 감소하였고, 비통근통행 및 통행거리는

출금지령 시행 일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장 급

각 20%씩 증가하였다. 반면 규제 완화 미 시행 주

격한 SDI감소를 나타낸 하위 랭킹 10개 주는 모두

의 경우 SDI는 9점, 외출자제 인구는 4%가 감소하

이동규제 완화를 시행한 주에 해당되며, 가장 적

였으며, 비통근통행 및 통행거리는 15% 증가하였

은 감소를 나타낸 상위 랭킹 10개 주 중 9개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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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금지령을 유지 중에 있다(5월 1일 기준). 워싱

5월 7일: SERA를 통한 사회·경제 재개 안전성

턴 DC 및 뉴욕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적은

평가 현황

SDI 감소가 관측된 반면, 이동규제 반대 집회가 열

<그림 5>의 의료·보건 평가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

렸던 미시간을 포함하여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

듯이 5월 7일 기준 SERA에서 적용하는 6개의 평

피, 테네시 및 인디애나의 경우 4월 마지막 주 SDI

가 기준치(병원 침상 사용률, 응급실 사용률, 테스

지수는 20점 이상, 외출자제 인구비율은 30% 이상

트 현황, 확진자 추이, 유사 증상자 추이, 확진자

감소하였다.

추적 인력 현황)를 통과한 지역은 관측되지 않았

그림5•SERI의료•보건기준사회•경제재개안전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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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확진자 추이 역시 14일 연속 감소를 기록

은 16%, 통행거리는 21% 증가하였다. SDI 감소가

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보건 측면에서

가장 큰 5개 주는 조지아, 알라스카, 사우스 캐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이나, 미시간, 알라바마이며, 타주로의 통행량이

대부분의 주에서 확진자 동선 추적을 수행할 인력

가장 많은 5개 주는 조지아, 필라델피아, 놀스 캐

이나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

롤라이나, 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인 것으로

되었으며, 검사대비 확진자 수 비교 시 21개 주에

확인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타주로 이동하는 통행

서 충분한 테스트 여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량 추이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점선은

평가되었다. <그림 5>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추

일간 총 통행량을, 실선은 7일 이동평균 총 통행량

가 평가 기준인 의료시설 현황의 경우 뉴욕과 뉴저

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다른 모빌리티 지

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전용 응

표와 마찬가지로 3월 13일부터4월 14일경까지 통

급 침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주에서 감염자

행량 감소 및 유지가 지속되다가 이후 서서히 다시

전용 일반 침상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낸다.

다. 이 중 23개 주의 병원 침상 사용률이 50% 이상
이므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 구비를 고려할

맺음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기고에서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모빌리티 측면 평과 결과, 부분적 비즈니스 재개

코로나19 영향 분석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플랫폼

는 일일 460만 이상의 주(州) 간 통행을 추가로 발

에서는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 발효일

생시켰으며, 이는 새로운 2차 유행을 야기할 수 있

및 팬데믹 상황에 따른 각 카테고리별 추이를 상세

으므로 주의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월 23

히 보여준다. 특히 시·공간적 통행행태 변화는 코

일에서 5월 7일 사이 전국적으로 SDI는 13점, 외

로나19 전파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데 필

출자제 인구는 19%가 감소하였고, 비통근 통행량

수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

그림6•미국 내 주(州) 간 통행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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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대학교 코로나19 영향 분석 플랫폼

결정자 및 일반인에게도 가시화된 도표를 제공함
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주된
의의가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범지역적 긴급 상
황에 있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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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린다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세계시장 규모가

관계부처 합동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

2040년까지 730여 조원(국내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

맵」 발표

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상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24년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

까지 비행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025년 상용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거점과 거점을 연결

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

하는 최초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초점을 맞추고,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미래형 일자

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

리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로 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

①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②기존 안전·운

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

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③글로벌 스

통서비스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

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등 3대

항~여의도) 기준 11만 원으로 모범택시보다 다소 비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

면 2만 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으로 도시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

예상된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

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이 기대된다. 교

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20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예상된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운항·인프

및 사회적비용은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인증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
초 상용화는 2023~2025년, 본격 확대는 2030~2035년
경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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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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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K-UAM 로드맵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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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완료 시설물(408개소, 1.7%)은 인력배치 및 상시개방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등 밀착관리하고 있어 8자리 번호체계가 도입된 2019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

년 9월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

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
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

자료 |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2020.6.19.

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
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

국토교통부

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확대, 개발면적 50만㎡·

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

수용인구 1만 이상

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

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광역교

로 기대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

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

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

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광

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

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개발면적 50만㎡

에 총 23,714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5월말 기준)은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하여 개발사업으로

98.3%(공공부문 : 99.9%, 민간부문 : 95.1%)로 주요

인한 광역교통수요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

시설물 대부분은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미

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
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그림2•비사업용 승용차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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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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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
화·사고위 신설", 2020.06.08.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
고, 10월 8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법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

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

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관련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이다.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

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

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

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

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

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가 “우선

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

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

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

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

정이다.

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이다. 지난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

국토부는 ①국가계획과의 정합성, ②단독운영 가능

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

성, ③창의적 사업계획, ④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요

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

검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은 유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하면서도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수

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

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확대된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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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였다.

바뀝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

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되

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

었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

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

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

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

전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

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0. 5. 29)를 거쳐

루어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림3•현행 서울외곽순환선 및 수도권 제2순환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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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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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

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

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

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

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하게 된다. 참고로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올해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2월 발표한 ‘드론실명제 시행(21.1월)’을 앞두고 기체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

신고제 등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

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셋째, 신고수리 간주제를

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도입(법 제93조 및 제122조, 제123조 관련)한다. 초경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외곽순환선이‘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
뀝니다", 2020.06.01.

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
정 신고 제도 관련,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
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

항공안전,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주제가 도입된다.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6월 9일

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에서 항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간 국토부(지방
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
겠습니다.", 2020.06.08.

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
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

국토교통부

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 이번 개정 항공안전법의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 만에 59.9%↑

첫째, 항공기 신규 등록 단계부터 적정 정비인력 확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

보 여부 확인(법 제7조 관련)이다. 그동안 국제·국내

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

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으

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

로 도로상 주요 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

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초경량비

개소 / 5,744km로, 전체 도로연장(111,314km)의

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사용연수는 17.3년

탁(법 제135조 관련)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

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721개소(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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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km(7.3%)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인 2010년에

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

비해 9,821개소(34%) / 2,151km(59.9%) 증가하였다.

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

이번 현황조서에 포함된 교량, 터널의 주요현황

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

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량은 35,902개소 / 3,667km

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

로 전체 도로연장의 3.3%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

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는 17.8년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05개소(4.7%) /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215km(6.2%)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8,521개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고속 운행

소(31%) / 1,049km(40%)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터널

으로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

은 2,682개소 / 2,077km로 전체 도로연장의 1.9%를

간을 활용하는 GTX 특성상,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

차지하고, 평균 사용연수는 11.6년이다. 이는 전년

도, 버스 등 도시 내 교통수단과의 획기적인 연계환

대비 116개소(4.5%) / 180km(9.5%) 증가한 수치로,

승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와

10년 전에 비해 1,300개소(94%) / 1,102km(110%) 증

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환

가하였다. 2019년에 준공되어 이번 현황조서에 새롭

승센터를 구상 중인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청

게 포함된 교량 중 케이블 교량은 천사대교(전남 신

량리역, 삼성역)’의 3개 역사뿐 아니라, 환승센터 계

안)를 포함해 6개소(현수교 1개소, 사장교 5개소)로,

획이 없거나 GTX 계획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나머

케이블 교량은 총 86개소(현수교 10개소, 사장교 76

지 27개 역사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개소)로 집계되었다. 터널의 경우, 1km 이상 장대터

구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GTX 역사에 세계적인

널은 중군터널(전남 광양)을 포함해 18개소가 추가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

되어 총 568개소로 집계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로 하는 금번 공모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도 및 시·군·구)는 GTX 각 노선의 추진단계에 맞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

어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한다. 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하고, 복합

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59.9%↑", 2020.06.04.

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전략, 사업구상안을 함께 제출
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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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환승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콘셉트의 우수성, 기대

랜드마크로

효과 등을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에 거쳐 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거나, 생활 SOC와 연계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할

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하면 인구밀도를

계획이다.

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자료 | 국토교통부, "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
마크로", 2020.06.02.

국토교통부

순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양
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지난 50년간 국토면적 2,382㎢증가, 여의도면
적 821배", 2020.06.02.

지난 50년간 국토면적 2,382㎢ 증가,
여의도면적 821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초가 되는 『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2019. 12. 31.

인프라 총조사 시행

기준)』를 발간한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

난해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38,993천 필지이며, 면적은 100,401㎢로, 최초 작성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 조사 사업’을 추진한

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도로, 항만, 열수송관,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

송유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

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이다.

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또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

있게 될 전망이다. 대상 기반시설 15종은 도로, 철도,

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그리

는 5,386㎢(여의도 면적의 1,857배) 감소, 생활용지

고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송유, 공

(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는 3,119㎢(여의도 면적

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등이다.

의 1,076배) 증가,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여의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유지

도 면적의 64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리·성능개선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

조사·분석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

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

관별·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정보들

로 분석된다. ‘2020년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을 상호 연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정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9,033㎢(19.0%)

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효율적으로

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프라 총조사 사업’

다. 이외에도 생활용지(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가

은 총 4차년도(2020~’2023)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103㎢)이며, 도

(2020.5~2021.3)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로ㆍ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53㎢)였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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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021년 구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

축·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하

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2020.6.24.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사업 시행", 2020.06.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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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9호선 정읍-김제 4차로 시대 열렸다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정읍-신태인 2공구 7.5㎞ 개통,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26.8㎞ 모든 구간 연결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

정읍시에서 김제시를 잇는 국도 29호선이 완전 개통

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읍시 영원면에서 부안군 백산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면을 잇는 국도 29호선 4차로 신설공사를 마무리한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구간은 2012년 3월 착공 이

개정하고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 8년여 동안 총 9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

로를 대신하여 폭 20m의 4차로(L=7.5㎞) 도로로 건

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

설하였다. 그간, 국도 29호선 정읍-김제 간 4차로

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

신설국도 사업(26.8km, 2,982억 원)은 백산우회, 신

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

태인-김제, 정읍-신태인 1공구 및 2공구 등 4개 구

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

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백산우회 도로

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2.4km)의 2009년 12월 개통을 시작으로, 정읍-신태

였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인 1공구(8.9km)는 2013년 12월, 신태인-김제(8.0km)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

구간은 2016년 2월에 각각 개통해 운영 중에 있으

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금년 12월 26일까

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정읍-신태인 2공구를 개

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

통함으로서 정읍에서 김제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

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

사업(26.8km)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국도 29호선 정

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읍-김제 간 4차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인근 지역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

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주

용되어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통행시간은 5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분 단축(13분→8분)되고, 운행거리는 0.64km 단축

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

(8.15km→7.52km)된다.

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자료 | 국토교통부, "국도 29호선 정읍-김제‘4차로 시대’열렸다",
2020.6.23.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
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행정안전부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

안전수칙 준수 필요

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 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 운전 비율 39%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자료 | 행정안전부,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0.6.5.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
하였다. 최근 3년(2016~20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

경찰청

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

전동킥보드,

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

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법률」을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

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

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

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

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

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

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

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

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

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

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

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현행 원동기장치자전

(7.7%)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더불어 개인형

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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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

가 급증한 2월 4주~3월 1주 감소율이 가장 컸다. 반

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면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교통은 작년 동월 대비 각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각 23.3%, 29.5% 증가한 추세를 나타내 타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와 개

에 비해 코로나 발생추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

것으로 나타났다.또 다른 교통수단인 나눔카 역시

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

따릉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 발생기간 중 특별히 감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소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포스트코

자료 | 경찰청,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
다”, 2020.6.9.

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
로는 한정된 대중교통 인프라 속에서 시민이 감염병

서울특별시

1~4월 따릉이·나눔카 ‘공유교통’ 이용 증가

한 방역이 절실한 동시에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서울 시내 대중교통

는 정책적인 방안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이용은 약 32% 감소한 반면 공유교통은 약 24% 가

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 위생

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

까지 고려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방안과, 금번 새롭

해 1~4월 서울 시내교통 통행 변화추이를 분석한 ‘코

게 가능성을 확인한 공유교통 활성화를 위한 도로구

로나19로 인한 통행 변화,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조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대비한 서울 교통정책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시내 통행은 4월까지 도로교통, 대중교통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한 2월 4주~3월 1주 동안 가
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교통량은 2월 4주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3월 1주에는 전년 동월 대
비 8.4% 감소하였으며 2020년 1월과 비교해 6.5%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량이 감소함에 따
라 서울 시내 전체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26.4km/h
로 전년도 동월 (24.8km/h) 대비 약 6.5% 증가하였
다. 도로교통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수는 각각 35.1%, 27.5%씩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도로교통량과 마찬가지로 전국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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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1~4월 따릉이·나눔카 '공
유교통' 이용 증가”,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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