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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놀랍다. 애플, 아마존 등 5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기준 7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미국 GDP의 3분
의 1에 달한다. 테크 기업들은 대도시, 그중에서도 뉴욕으로 몰린다. 혁
신인력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엔시소프트 등 우리나라 빅3 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대개 강남과 판교에 몰려 있으며, 현
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 국가산단의 생산액이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다. 가
동률은 72.2% 수준인데,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현재 크게 벌어진 지역 격차는 최근 들어 가속화하는 기술혁명에 기인한
다. 비수도권의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수도권 신성
장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작년 말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게다가 이 추세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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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권역별 입지규제와 공업지역 물량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은 효과적이지 못
하다. 수도권의 경계가 강원과 충청권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성
장하는 플랫폼 기업과 신성장산업은 공업지역에 있지 않으니 공업지역 물량규제로
관리되지 않는다.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하여 수도권 집중을 규제해 왔고 지난 20년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하여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균형발전
을 지원해왔다. 전과 다른 두 가지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진
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방의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움직이게 한다. 둘째, 전
국토가 KTX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된다.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가 건설 중
이고, 5대 광역시에도 광역철도망이 추진 중이다. 5G 통신 네트워크는 웨비나(Web
Seminar), 줌회의 등 비대면 접촉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즉 가지 않고도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다.
권역별 입지규제와 공업지역의 물량규제를 위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효과
적이지 못하다. 수도권의 경계가 강원과 충청권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
권에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과 신성장산업은 공업지역에 있지 않으니 공업지역 물
량규제로 관리되지 않는다. 혁신도시 건설이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이나, 대도시에서
먼 곳은 혁신인력이나 혁신기업의 입주가 더디다. 혁신인력들이 주로 수도권과 대
도시로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과 달라져야 한다. 뉴노멀 균형이 요구된다.
첫째, 수도권 규제보다는 지역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고 성장관리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둘째, 시군 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거점 중심의 장소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
가 감소하는 시군 단위로 부처별 지원을 하니 효과가 작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교
통망이 집중한 거점으로 모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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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 분리된 시도를 통합하여 인구 500만 명 내외의 광역권을 단위로 하
는 대도시권체계를 구축하자. 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교통망의 결절지점에
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으로는 대중교통망을 연결하여 콤팩트&네트워
크 광역공간구조를 만들어가자.

셋째, 부처별 지원이 아니라, 융복합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기반시설·도시재생의
정주기반과 산업단지·연구개발의 일자리 기반, 그리고 교육과 복지, 의료지원을 거
점도시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그런데 이런 지역은 많지 않다. 또 소외된 주변 지역의 반발이 심하다. 통합적
지원을 5대 광역시 등 소수의 거점으로 집중할 때, 수도권에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다. 광역시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지역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
으며,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행정구역이 분리된 시도를 통합
하여 인구 500만 명 내외의 광역권을 단위로 하는 대도시권체계를 구축하자. 광역
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교통망의 결절지점에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
으로는 대중교통망을 연결하여 콤팩트&네트워크 광역공간구조를 만들어 가자.
시군 단위의 지리적 균형으로 경쟁하는 일은 공멸을 부른다는 위기감으로 시도 단
위의 통합, 즉 네트워크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주에서 태어난 청년이 부산에서
일하고, 순천에서 태어난 청년이 광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즉 광역권 차원에서 삶
의 질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뉴노멀 균형발전의 길이다.
초연결사회, 네트워크 국토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보자. 부산·울산·경남이, 대구·경
북이, 광주·전남이 행정구역 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논의 중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복잡한 합의 절차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광역 인프라 설치와 관리, 환경처리시
설 입지, 산업입지와 도시개발 등 광역적 사업을 두고 광역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해 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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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방향
도심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셔틀 실증과 서비스 방향

이번 호 특집은 10월호에 이어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향후 과제」 2부를 게재합니다.
2부 주제는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과 서비스’입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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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향후 과제 : 2부 안전과 서비스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자율주행차의 규제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자율주행차
의 안전과 도로통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 안전 및
도로통행 기준은 일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
행하는 자율주행차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안전기준과 도로통행 방법, 사고 발생 시 책임규명 등에 대한 규칙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며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교통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모빌리
티 변화를 시작으로 교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완성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사의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사
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에서는 기존 제작사보다는 구글
과 같은 ICT 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업모델 역시 창의적인 새로
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기존 교통서비스 제공 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서비스는 현재와는 다른 정
확도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접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OEM 기업인 GM, 벤츠,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기술개발 분야는 Ride-hailing(차량호출) 서비스와 소규모 배달 서
비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이다.
김규옥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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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가장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웨이모와 전기자동차 제작에 새로이 등장한 테슬라, 바이두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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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술개발 분야는 Ride-

로 주행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었다.

hailing, 소포장 배달, 버스 서비스이다. 앱티브

현대자동차는 최근 앱티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

(Aptiv), 죽스(Zoox)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여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2)하

의 기술개발 목표 역시 수요응답형 택시와 Ride-

였으며, 미국의 포니.ai(Pony.ai)와 공유서비스

hailing 서비스라고 밝히고 있다. 르노-닛산은 개

업체인 비아(Via)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발 중인 서비스 모델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승차공유 서비스인

2020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도

봇라이드(BotRide)를 운행한다고 밝혔다.3)

표1•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의 추진현황
기업

목표 연도

연간 투자 예산

현재 이용차량

개발 방법

주요 협력사

웨이모

2018년

비공개

크라이슬러퍼시피카,
제규어 I-Pace

상용차를 개조한 차량으로 배달 파이트 크라이슬러,
서비스와 Ride-hailing 서비스
제규어 랜드로버, 혼다, 리프트

GM

2019년

10억 달러(SoftBank:
22.5억 GM: 1.1억
신규투자)

200 Chevy Bolts
전기차(가감속 패달과
조향장치 부재)

스마트폰 기반
Ride-hailing 서비스

소프트 뱅크

벤츠

2020년
이후

900만 달러 이상

벤츠 V-class 벤

공유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보쉬, Here, Nvidia, Quanergy,
Starghip, Momentai.ai,

앱티브

2018년
하반기

비공개

르노사의 Zoe 전기차

로보 택시

모빌아이, 인텔, 르노-닛산,
리프티, PSA, BMW그룹,

Zoox

2020년

비공개

토요타 하이랜더

수요응답형 택시

Nvidia

르노 이스케이프 프로
토타입

비공개

DeNA, Transdev, NuTonomy,
Intel,

비공개

Nvidia, Aurora, Intel

르노-닛산

2020년

비공개

폭스바겐

2021년

84억 달러 (자율주행/
Audi A8
전기차 연구예산)

BMW

2021년

6.3억 달러

40대의 완전자율주행차
비공개
(Level 4)를 테스트 중

인텔, 컨티넨탈 AG,
피아트 크라이슬러

토요타

2020년

40억 달러

렉서스 600hl

Ride-hailing 셔틀

우버, Didi, Mazda Luminar,
Nvidia, Pksha, Renesas,

포드

2021년

비공개

포드 퓨전

Ride-hailing 피자 배달
포함 소규모 배달 서비스

리프티, 도미노피자

볼보

2020년

비공개

볼보 XC90

비공개

우버

현대

2021년

비공개

넥소 수소전지차

비공개

Aurora, Nvidia

크라이슬러

비공개

비공개

크라이슬러 Pacifica

Ride-hailing

웨이모, 인텔, BMW

우버

미정

비공개

볼보 XC90

Ride-Sharing

Volvo

테슬라

2020년

비공개

모델 S, X, 3

Ride-sharing

Nvidia, AMD

바이두

2021년

비공개

링컨 MKZ 하이브리드

버스

Nvidia, 포드, Chery, 켄티넨탈,
King Long, Automotive

자료 : David Welch, Elisabeth Behrmann(2018년 5월 7일)의 재구성1)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
features/2018-05-07/who-s-winning-the-self-driving-car-race(2019.11.30. 접속)
2) 「 현대차, 미자율주행기업 앱티브 직접투자, 2024년 SW 양산 목표」, 『매일경제』, 2019.9.24. https://www.mk.co.kr/news/business/
view/2019/09/759028/(2020.9.30. 접속)
3) 「 현대차의 자율주행 승차공유, 내달부터 미국서 일반인 대상 서비스」, 『조선일보』, 2019.10.2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10/27/2019102701358.html(2020.9.30. 접속)
1) David Welch and Elisabeth Behrmann(2018.5.7.), “Who’s winning the Self-Driving Car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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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은 현재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으

반면,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 없이 시스템이 직

며,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은 아

접 도로운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

직 운전자의 운행을 보조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

서 현행 자동차 관리와 도로운행 규칙들이 자율주

반인 운전자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로 인식하

행차 운행에도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고 있는데, 이 인식 차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보고 운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율주행차의 성능과 기술에 대한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되기 위해서

이해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는 운행과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테슬라사의 모델 S차량 사고는 운전자가 자율주
행차량의 주행시스템인 ‘오토파일럿’를 작동해 주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리 필요

행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차량 기술을 과신하여

일반 자동차의 안전 관리

전방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 사례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안전은 자동차의 안전기준 관

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커뮤니케이션

리와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부족으로 빚어진 사고도 있다. 일반 버스가 주행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제조화를 통해 국가별

하고 있는 차로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진입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준을 국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자율주행차는 일반 버

기준으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설립된

스가 양보하리라고 판단하였으나 버스 운전자가

국제조화 연구회와 유엔의 WP29 협정을 통해 안

양보하지 않아 생긴 사고이다.

전기준의 국제화 기초를 다졌다. 유럽은 판매 전에

최근 대만에서는 도로에서 일반 차량 사고가 발생

철저히 검사하는 사전인증제도와 형식승인제도를

하였는데, 사람이 이 상황을 자율주행차에게 수신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하고

호로 알려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율주행차가 이

있으며, 형식승인의 기준은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안기준을 정해 운영 중이다.

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와 일반자동차

우리나라는 2003년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가 도입

혹은 외부의 도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미흡으로

되었으나 안전기준은 형식승인제도의 기준과 혼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

자율주행차의 도입과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일반

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시민의 기대와 자율주행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

서비스 가능성에 시장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아직

준 및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정비와 검사 등의

은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생애주기 동안

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시스템이 도로운행을 할 수

의 자동차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안전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리와 관련하여 「자동

기준과 도로교통에 관한 법·제도는 인간이 자동차

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두고 있는데,

를 조작하여 도로통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의

그 하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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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두고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자

험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차 자기인증 요령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구조

독일은 2017년 자율주행차의 공도로 주행을 허용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등의 고시를 통해 자동차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통하여 독일은 시험운행을 목적으로 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생애주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별로 자동차 관련 법과 제도에 의해 운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 주행 시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차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

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라도 운행 지배권
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리

일본은 2018년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도로운행과 자동차 자체

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도로교통법」

의 안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UNECE(United

개정안(자율주행 장치를 사용해 운전하는 행위를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법률상 운전에 해당)과 「도로운송차량법」(보안기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2016년 ‘자동차에는

준 마련)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비엔나협약을 개

2016년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

정하여, 자율주행차의 기능이 작동되는 때에는 자

였고,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

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운행 지

재, 자율주행 3단계의 자율주행 안전기준(안)이 마

배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련되어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 4단계 이상의 안전

UNECE WP1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규칙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자동

을 마련하고, WP29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기

차의 안전 기준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준을 마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현행 안전 기준의 범위에 한

해서 각국에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계가 있다. 자율주행차 3단계 이상부터는 외부 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입법 활동

스템과 연계되어 운행되므로 안전범위가 자동차시

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Self Drive

스템 안전으로 확대돼야 하고 사이버 보안과 소프

Act」를 발의하여 하원을 통과하였고, 주요 내용은

트웨어 업데이트도 자동차 안전에 포함돼야 한다.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의 개정,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동차 인증제도 검토 필요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차의 시험 혹은 평가, 자율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현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행차 운행 관련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

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자

회 운영, 자동차 탑승객에 대한 알림 등의 내용을

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작자가 인증하는 자기

담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자율주행 4단계와 5단계

인증제도를 토대로 시행 중이다. 자율주행차의 도

의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입은 기존 일반 차량에서 제기되지 않던 사이버보

있다. 주정부의 입법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

안이나 개인정보 등과 같은 쟁점을 낳고 있다. 또

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의 시

한 자동차의 운행이 사람보다 자율주행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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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안전 기준
정보제공

운전자 판단

운전자제어
•조종장치등 •조향장치
•주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원격시동장치

외부정보
•간접시계장치 •전조등/안개등
•카메라모니터 •바닥조명등(외부)

차량상태정보

외부표시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점멸표시등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운전자제어 자동지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라이닝마모상태경고
•조향장치 진동 등
•제동기 결함경고

차량내부설계
•운전자 및 승객좌석 배치 •좌석안전띠
•좌석 안전장치(햇빛가리개 등)
•표시장치설계(정보제공 방법)

운행상태정보
•차로이탈경고 •(전·후방)차량충돌경고

차량자동제어
차량구조설계

운전자상태정보
•안전띠 미착용 경고

•제동력지원장치
•선택적 제동
•바퀴잠김방지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승차장치(승용, 승합) •비상탈출장치
•외부 표시 장치의 위치(전조등, 제동등 등의 위치)
•시계범위

•비상제동장치
•자동제어제동
•가속제어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기준 개선 범위
자율주행차 판단

정보제공

•거동판단 알고리즘

차량제동 제어
•경로탐색

외부정보
•간접시계장치 •전조등/안개등
•카메라모니터 •바닥조명등(외부)

안전기준 부재

차량상태 정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라이닝 마모상태 경고
•조향장치 진동 등
•제동기 결함경고

운행상태 정보
•Event 대응 등

운전자상태 정보
•승객안전띠 미착용경고

사이버보안 & OTA

외부 인프라 정보
•C-ITS 정보 •V2I, V2V 통신
•정밀지도(정적, 동적) GPS 정보
•교통신호 현시 정보 •시각정보 수집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비상제동장치
•자동제어제동
•가속제어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주차제동장치

외부표시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점멸표시등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Lv3 임시운행규정

운전자 판단

•차로유지모드
•차로변경모드
•Cut-in, Cut-out 모드
•정체상황 추종 및 해제
•전방충돌장치
DVI 제어권전환
안전기준 일부 적용

차량내부 설계

외부정보제공
•차량운행정보
- 긴급상황
- 일반운행데이터

운전자제어

•운전자 및 승객좌석 배치
•좌석 안전장치(햇빛가리개 등)
•좌석안전띠(승객)
•표시장치설계(승객정보제공)

•조종장치등 •조향장치
•주제동장치 •원격시동장치

안전기준부재

운전자제어 자동지원
차량구조 설계
•승차장치(승용, 승합)
•비상탈출장치 •시계범위(승객)
•외부 표시장치 위치(전조등, 제동등 등의 위치)

•제동력지원장치
•선택적 제동
•바퀴잠김방지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그림1•자율주행차 안전성 쟁점

차량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차량의 운행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로그램 등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

그러나 자기인증제도 또한 법상 자율규제로 자동

요가 있다.

차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구체회되면서 자기

점에서 형식승인이 자기인증보다 유리하다고 단

인증제도를 형식승인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네트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워크 오류, 해킹 등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관련하여 형

률이 높아서 기존의 자기인증제도만으로는 안전

식승인제도 등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검

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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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➊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정의 개선 필요

자유특구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는 기술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만을 운전자로 규정하

단계별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고

그러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있지 않다. 현재 UNECE WP1에서는 기술단계별

법률」(법률 제16388호, 2019.4.23.) 제39조에서

로 자율주행차를 정의하고, 도로운행을 위해 필요

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2018.12.24.)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제49조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자

개선을 통하여 도로통행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20호,

(법률 제16421호, 2019.4.30.)과 「규제자유특구

2019.4.30.) 제21조에 따른 별표2의 내용은 사람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호의 방법 중 뒤

제16175호, 2018.12.31.)에서는 해당 조항의 특

차의 앞지르기를 유도할 때 수신호로 하도록 하거

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나, 동법(대통령령 제29720호, 2019.4.30.) 제49
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등은 레벨4 이상의 자율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주행차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와 다른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보듯이 자율주행차 사고는 대부분 기술 측면의 오

주행차의 준수사항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조항 혹

류로 발생하며, 불분명한 책임소재 때문에 논란이

은 새로운 장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 제2조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종류를 두 가

도로운행 중 휴대전화, 방송영상물 수신

지(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장치 조정

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2018.12.24.)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5118호,

제49조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

2017.11.28.) 제3조와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여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1의 2

자율주행 셔틀에서의 사고의 경우 책임소재가 불

호에서는 도로운행 중 휴대전화의 사용, 운전자의

분명할 수 있다.

영상방송물의 수신 및 재생의 금지, 그리고 운행
중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영상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취급

그러나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시스

현재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

템 운행 중에는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집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할

2017.7.26.)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수 있으며, 레벨5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

하여야 하지만 자율주행차 서비스의 특성상 수집

자의 전방주의의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서

시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러

해당 조항은 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한 경우를 위하여 「자율주행차법」 제20조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지정한 스마트도시, 규제

비식별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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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에 대한 의구심(비식별화의 한계)과 비식별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따라 차량 제작 단계부터 운

처리의 비용부담이 막대하다.

행 단계까지 자동차 안전과 도로통행 안전의 새로

또한,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운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

정보를 서비스 사업자나 자율주행 연구개발 기업

전자로 사람만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자

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지만 「개

율주행시스템이 운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

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

에 시스템을 포함해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8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는 기계 또는 시스템

제한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보

까지를 운전자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조에 의하

자율주행차의 검사의무, 정비가 불량한 자율주행

여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차량에

차의 운행 금지의무 등 자율주행차에 맞는 운전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운행자의 자동차 관리 의무를 포함하여 개선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수집된 차량에 대한 정보의

하여야 한다.

활용 가능성 판단이 어렵다.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을 규명하고 대처하기 위해

맺으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소프트웨어 관

자율주행차의 안전은 기존의 자동차 안전 범위보

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도 자동차 안

다 더 확대되어야 하나, 아직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전 관리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개념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자동차

또한,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

안전 범위는 자동차와 자동차의 부품에 한정되어

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외부 시스템과 통신으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개

로 연결되어 있고, 도로 인프라와 연계하여 운행하

정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자율주행 단

기 때문에 안전의 범위가 자동차의 시스템 안전으

계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정

로 확대되어야 한다. 2020년 현재, 3단계 자율주

비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책 등을 준비할 필요

행차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자율주행 4단계

가 있다.

이상의 안전기준은 개선 방향만 제시된 상황이다.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

자율주행차의 규제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인증을 포함한 안정적이며

만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과 도로통행 안전

보안이 확보된 자율주행차의 운행 요건을 마련해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자동차 안전 및

야 한다. 자동차 검사 측면에서도 일반 자동차와

도로통행 기준은 일반 자동차에 대해 정립되어 있

같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위해 자율주행차에

을 뿐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

적합한 검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행차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 주체와 배상체계를 명확히 정

기술단계에 따른 안전기준과 도로통행 방법, 사고

립하고, 책임과 배상에 관련된 법을 개정할 필요

발생 시 책임규명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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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➋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
‘자율주행기술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전
망이 그저 장밋빛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는 반드시 안
전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는 결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행 안전
기준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 기술레벨의 정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자동차와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
야 하고,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레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고 자동차 내부에 탑재된 장
치가 자동차 외부의 신호 등과 연계하여 현재 자동차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을
인지·판단하고 자동차를 능동적으로 수정 또는 제어하여 정해진 경로를 추
종하거나 설정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한 자
동차를 말한다. 즉 인간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했던 기존의 자동차 운전
을 기계(시스템)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 자율주행 기술레벨을 갖춘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수준을 일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레벨이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기술은 대부분 레벨2 수준이
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직은 공식적
신재곤 연구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으로 양산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
차는 운영설계 영역이 무제한이므로 단기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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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레벨 정의

v 1.1

(2017)

Human
Level 0

정의

System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비자동화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No Automation

Driver Assistance

Partial Automation

Coditional Automation

High Automation

Full Automation

운전자가 운전
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모든 운전

Human

System

System

운전자가 모든 운전

운전자가 운전

운전자가 운전

(경고장치 포함)

(조향 혹은 감·가속 둘 중 하나 지원)

(조향 혹은 감·가속 둘 다 자동화)

주행 중
비상상황 대처

Human

Human

Human

주행환경 모니터링

Human

Human

Human

Human

System

System

책임주체

Human

Human

Human

Human or System
사고시 운전주체

System

System

제어주체

Human

Human and System

System

System

System

System

내용

(운전자가 언제든지 Take Over 대기)

< 자율주행자동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단 >

※ SAE J3016 자료 기반으로 재구성

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림1•자율주행 기술레벨

재 상황에서의 기술개발 및 안전성 확보의 주요 타

역 내에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행시험장

깃은 레벨3와 레벨4이다. 특히 레벨3은 제어권 전

에서는 모든 운행설계 영역을 담당할 수 없다. 즉

환 때의 안전도 확보 문제 그리고 레벨4는 운행설

지리적으로 ODD를 이탈하며 다른 기술적 ODD

계 영역에서 시스템이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준을 반영한 평가가 불가하고, 또한 자동차에

바 이에 대한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내장된 고정밀 지도도 없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즉 실도로 시험, 또는 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패러다임의 변화

뮬레이션 등과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성능평가와

야 한다.

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우선 운전자의 영

이에 따라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을 담당하

역이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다. 기존에

는 UNECE/WP.29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전은 사람이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

기준 개발을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평가방법

으나 이제는 시스템이 운전하므로 시스템의 운전

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주행시험장 평가방

또한 자율주행 레벨3~4는 운행설계 영역(Opera-

법과 실도로에서의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tional Design Domain, ODD)과 연계되며 그 영

시뮬레이션 및 가상장치의 평가 및 제작사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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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and Assisted Driving

Coditional Driving Automation

“Classical” approach
(for a single system/component)

Driving capabilities

“Classical” approach
(for a single system/component)

Driving capabilities
Driving capabilities (DDT, OEDR) with
the system during operation,
but handover to driver necessary

Driving permit
Theoretical test
Practical test
Excerpt of driver’s
capabilities

e.g. Vehicle with ADAS support (L1/L2)

Driving Permit
Theoretical test
Practical test
Excerpt of driver’s
capabilities

e.g. Vehicle with ACSF B2 (L3)

High/Full Driving Automation
“Classical” approach
(for a single system/component)

Driving capabilities + more...
Confirmed through
Audit/Assessment
Physical certification test
Real-World-Test drive

New approach for
future certification
e.g. Vehicle with L4 system
without conventional driver

출처 : WP29-GRVA-02-02

그림2•자율주행의 뉴패러다임

출처 : WP29-GRVA-02-09, VMAD-05-12

그림3•자율주행자동차 검증 방법 개념

주행시험로시험평가
(Physical Certification Test)

공로주행시험평가
(Real World Drive Test)

적합성심사평가(청문)
(Audit/Assessment)

실제 주행상에서 임의적으로 발생시키기 곤란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상주행조건 기능안전, 사이버보안 등의 안전개념 청문 확
하고 재현 가능한 최악 상황의 사용례 (시나리 에서 자율차의 주행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 인 및 실차 시험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
오)를 평가하는 시험방법
해 시뮬레이션/가상 장치 등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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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등 복합적 평가방

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동

법이 필요하며 현재 이에 대한 기준 논의가 이루어

차로 유지기능 사용 시 안전기준으로서 주행 안전

지고 있다.

확보를 위하여 감지성능에 따른 최고속도 및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현재 안전기준

상 상황 시 상황별 제어권 전환에 대한 기준, 긴급

현재 모든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UNECE WP.29에

한 상황의 경우에는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서 만들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는 GRVA라는

감속 및 비상 조향으로 대응하는 기준들이 있으며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 아래에 전문기술분과

이미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로서 자율차 기능기술기준과 자율차 검증방법, 사

특히 제어권 전환과 관련하여, 운전 전환요구를

이버보안, OTA(Over the Air, 무선소프트웨어 업

한 때부터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데이트)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시스템에 대

그 이후부터 위험최소화운행을 자동으로 시작하

한 기준을 만드는 분과가 있다. 주로 유럽이 주도

여야 하며, 운전 전환요구의 경고는 시각·청각, 시

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이 기준

각·촉각, 시각·청각·촉각 중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

제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

며, 운전 전환요구 후 4초 이내에 경고신호를 늘

안전연구원이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리기 시작해야 하며 운전자가 운전조작을 하거나,

<그림 5>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경우에

또는 위험최소화운행이 시작되면 운전 전환요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흐름도이다. 신규

를 중지하여야 한다.

로 제정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에 대

또한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 여

WP.29(자동차기준 국제조화회의)
Working Party 29

ITS IWG
Expert Meeting
(자동차전문가그룹)

자율주행
(GRVA)

자율차 가능기술수준
(FR) IWG

등화장치
(GRE)

자율차 검증방법
(VMAD) IWG

그림4•WP.29와 GRVA 구성 및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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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안전
(GRSP)

사이버보완
(CS) IWG

오염·에너지
(GRPE)

SW업데이트
(OTA) IWG

일반안전
(GRSG)

자율주행데이터
저장시스템(DSSA) IWG

소음·타이어
(G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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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황

정상주행(자동차로 유지, 자동차로 변경 및 차간거리 유지)
자율주행

이상상황

제어권 전환요청

운전자 X

위험최소화 운행

반응 유무
고장발생
운행가능 영역 이탈

운전자 O

수동주행

수동운행

차로유실 등
그림5•자동차전용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 시 흐름도

부 및 안전띠 착용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

한 의무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능 여부를 항상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감지 등의 기준은 따로 제정되어 있다.

향후 안전기준 추진 방향

다음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Data Storage

여러 추진 내용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DSSAD)에 대

지 사항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우선 첫 번째로

한 내용이다. 이 장치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는 위에서 언급한 시뮬레이션, 주행시험장 및 실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사고원인과

로 평가 등에 필요한 시스템의 자율주행 평가 시나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작

리오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WP.29에서도 별

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운행주체가 누

도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

군지, 문제가 있는지 등 책임소재 등을 판단하기

림 6>은 여러 도로 조건, 차량 조건 및 교통상황까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

지 고려하여 논의된 평가 시나리오의 예시이다.

동 및 해제, 운전 전환요구, 운전자의 조작입력, 비

다음은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상운행의 시작 및 종료, 임박한 충돌 위험 감지, 운

에 관한 내용이다. 2020년 6월 25일에 UN에서

행정보 기록시점, 충돌인지, 위험최소화 운행 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작, 시스템 및 차량의 심각한 고장 등 사고 책임 관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련한 항목과 내용들을 저장하게 되어 있다. 이 장

Europe, UNECE)의 차량 규정 국제조화를 위한

치는 상기 사건에 대한 날짜, 시간(±1.0초) 정밀도

세계포럼(WP.29)에서는 사이버보안과 무선업데

및 최소 6개월 이상의 발생기록 또는 2,500건 이

이트에 관한 새로운 유엔기준을 채택하였다. 이 기

상의 기록이 가능해야 하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

준은 2021년 1월부터 법규로 발효 예정이며 유예

치에 저장된 정보는 적어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기간을 거쳐 2022년 7월부터는 신규자동차(New

(OBD 포트)를 통한 통신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Type Vehicle), 2024년 7월부터는 모든 양산차

표준화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New Vehicle)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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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다줄 달콤한 혜택들은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누릴 수 있다. 기술은 타
협할 수 있지만,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대상이 아니다. UN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안
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제·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은 현재 보안 취약점에

사이버보안 요구 사항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실

대한 대책을 구현했더라도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로

차에 적용된 보안 대책들을 평가한다. 차량을 실

운 취약점이 나타나는데, 이를 고려한 보안 대책

제로 테스트하고 차량 아키텍처 설계, 위험 평가

이 지속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절차 및 사이버보안 제어 구현이 올바르게 실행되

이러한 배경 때문에 차량의 사이버보안은 <그

었는지 확인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림 7>처럼 두 가지 개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형식 승인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자동차 생애주기에 대한 제작사의 사

또한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하여 기준(Regula-

이버보안 관리 능력(즉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

tion)에서는 프로세스 체크와 차량의 평가를 해야

을 평가한다. 즉 보안관리시스템(Cyber Security

한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심사(Audit)하고 평가

Management System, CSMS)에 초점을 맞추고

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물론 UN

제작사의 조직 구조,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에서도 해석서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표준(예 :

Ego-vehicle
Behavior

Road Geometry

Traffic Participants’
Position

Surrounding
Vehicle Behavior

Road Geometry

Ego-vehicle Behavior
Lane keep

Lane change

Main
roadway

Free driving
Following

Lane change
Overtaking

Merge

Merging in front

Merge

Branch

---

Branch

Ramp

Free driving
Following

Lane change
Overtaking

Road Structure Ordinance

Applicable scenarios to
lane keeping system
출처 : WP29-VMAD-03-05

그림6•자율주행시스템 평가 시나리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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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Organizational
structure & processes

Vehicle Type
with Regard to CS

Design of the vehicle E/E architectur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implementation of mitigations and their validation

출처 : WP29-TFCS-13-20

그림7•사이버보안 주요 평가 내용 및 구성

출처 : ISOTC22/SC32/WG11, N0617_NWIP

그림8•사이버보안 기준과 표준과의 관계

ISO/ SAE 21434)을 참조하라고 명기하고 있는바

한 기준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

OEM(완성차 제조사)은 이러한 표준을 사용하여

리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규정의 원칙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기준 제·개정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

있어야 할 것이다.

로 판단된다.

마치며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다줄 달콤한 혜택들은 안
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기술은 타협할 수 있지만, 안전은 타협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UN도 자
율주행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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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방향
2020년대에 들어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시험주행’에서 ‘상용
화’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주행
단계를 지나 자율주행차를 실제 교통서비스에 이용하려는 변화이다. 자율주
행 관련 국내외 상용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교통 측면에서 상용화 의미 그
리고 향후 도입하려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
엇인지 알아본다.

머리말

2016년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일반 공로(公路) 상에서 임시운행을 허가한 지
도 햇수로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물론 ‘임시운행’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주
행기술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시스템(기계)이 아닌 운전자(인간)가 수동으로
주행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과제(R&D)의 테스트
베드, 자율주행차 시범도입 및 실증단지 등의 명목으로 일부 구간에서 제한
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면허를 취득한 기관은 약 41개이며, 이들 기관에서 약 110대가 실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율주행 관련 가장 큰 변화가 ‘시험주행(Testing)
→ 상용화(Deployment)’라 할 수 있다. 차량의 단순 자율주행기술 수준으로
서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이하 ADS)의 S/W 및 H/
W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주행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여 실제 교통서비스
(이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화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강경표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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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
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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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상용화 정책

지 앞다퉈 ADS 기술 고도화 경쟁에 참여하고 있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인 상용화

다. 그동안 공로 상의 시험주행에서 일반차, 보행

의미를 교통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향후

자, 나아가 주변 도로환경의 모니터링 오류로 인

도입하려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과 이를 위해 필

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였지만, 자동화 수

요한 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준(Levels of Automation)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종료(Ending)

<그림 1>은 혁신기술의 하이프 사이클(Hype

구글(Google)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Cycle)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개발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제작사(Car OEM), 자

이 2016년까지는 대부분 자율주행기술이 자동

동차 부품공급사(Car Suppliers)뿐만 아니라, 우

차(Autonomous Vehicle) 중심으로 급속히 이

버(Uber),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기업

루어지다가 이후에는 자율주행(Autonomous

(Transport Network Company, 이하 TNC)까

Driving)이 기반 기술로서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그림1•혁신기술의 Hyp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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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에 관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6년까지는 대부분 자
율주행기술이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다가 이후부터는 자율주행
(Autonomous Driving)이 기반 기술로서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개
발단계가 종료되고, 상용화 수준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
개발단계가 종료되고, 상용화 수준의 안정화가 이

표1•운전자 제어권 전환까지 시스템 주행거리
(Miles between Disengagements)2)
Company

Disengagements Miles/
Miles/
disengagement disengagement
(2019)
(2019)
(2018)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들이 경쟁적

Baidu USA

6

18050.03

205.60

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실리콘

Waymo

110

13219.43

11017.00

Cruise LLC

68

12221.17

5,204.90

10684.67

190.8

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밸리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California)에서 공개한

AutoX
3
Technologies

Disengagement Report(2019년)를 살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작(Beginning)

<표 1>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기업 중에서

만약 이렇게 안정적인 자율주행기술이 교통시스

운전자 제어권 전환(시스템→인간)까지 시스템으

템에 적용될 경우,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일반

로 자동주행한 거리가 10,000 마일(약 16,000km)

적으로 교통은 특정 통행목적(출·퇴근, 업무, 배

이상만 제시한 것이다. 이들 기업 중에 가장 안정

달, 쇼핑 등)을 이루기 위해 수단(예: 자동차)을 기

적인 기술 향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웨

반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파생수요(Derived

이모(Waymo)를 들 수 있는데, 구글 자율주행기

Demand)라 여겨져 왔다. 따라서 통행목적을 위

술의 상용화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부서명(브랜

해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로 이동하는 게 급선무

드)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웨이모는 운

이며, 이동거리 대비 통행비용, 즉 통행시간가치

전자 제어권 전환(시스템→인간)까지 약 13,219

(Value of Time)가 중요한 정책결정 변수로서 사

마일(약 21,150km)을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

용되어 왔다.

다. 이는 국내에서 보통 1년 동안 총 주행거리가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통행목적의 달성 방법이 달

20,000km으로 가정할 경우, 1년에 운전자 제어권

라진다. 즉 인간 대신 시스템이 운전할 경우, 기존

전환이 1회밖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운전자 또는 승객은 수단 통행뿐만 아니라 차 안

2) California DMV, Disengagement Repor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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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행목적 기반의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는 교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통(Transport as a Service, 이하 TaaS)이 가능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3대 서비스(자

진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수요 기

이, 이러한 TaaS는 앞에서 언급한 자동화 수준과

반 9대 서비스(이용자 편의, 도시기능 효율화, 국

목적형(Purpose-built)에 따라 다양한 모빌리티

민안전 서비스) 등의 추진계획4)을 발표하였다. 여

서비스3)가 가능해진다.

기서 이용자 편의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최적화, 공유차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이용자 편의

교통약자이동지원

대중교통 최적화

공유차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

그림2•Fleet Management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승객이동) 서비스

자율주행공공행정

도로 긴급복구 서비스

차량 고장시 긴급대응

국민안전 서비스
음식물 배달

편의물품 배달

우편물 배달

캠핑/모바일홈

그림3•자율주행기반 목적형 모빌리티(통행목적) 서비스

주야간 모니터링

긴급차량 통행지원

자율주행 순찰

그림4•자율주행기반 9대 공공서비스

3) C
 onsumer Electronic Show(CES), 2019.
4)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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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실제 교통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모빌
리티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교통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둘
째, 자율주행자 및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자율주행을 넘
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도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정책 추진방향

존의 모든 교통 분야를 담기엔 역부족이다. 이제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

는 국가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실제 교통시스템에서 제

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비롯하여 교

공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

통시스템 자동화기반 통합 모빌리티(Integrated

다. 여기서는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기반 모빌리

Mobility) 차원의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시점

티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및 추진 방

이다.

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둘째,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

첫째, 교통시스템 자동화(Automated Trans-

스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역시 관련 정

portation Systems)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

책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10)”에서

비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이미 자동차 기술

제시한 바가 있다. 요약하자면 완전자율주행 상용

(Automated Vehicles)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화 시점을 기존 2030년→2027년으로 단축하고,

전환 중이며, 관련 기업들은 치열한 협력·경쟁을

기존 단계별 추진 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론칭을 준비하고

추진 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이다. 그리고 이

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를 위한 지원 인프라(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

제, 도로 등)를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구축을 완

법)」을 제정, 시행(2020.5)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

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자동

로드맵이 필요하다.

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관련 예로서 유럽에서 제시한 로드맵5)에서는 승

운수사업법」 등에서 일부 특례적용을 통한 교통서

용차(Automated Passenger Cars Path), 화물차

비스의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Automated Freight Vehicle Path), 도시 모빌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어디까지나 제한

리티 차량(Urban Mobility Vehicles Path) 등 크

된 ‘시범운행지구’에만 적용되는 특례법으로서 기

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적용하

5) E
 RTRAC, Connected Automated Driving Roadmap , 2019. 3.
6) Operational Domain Design(운영영역설계): 자율주행시스템(ADS)이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정 도로구간 또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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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방향

는 구간(ODD6))도 고속도로, 제한구역(Confined

이러한 기술개발 및 실증,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Areas), 교통거점 간 연결도로(Hub-to-Hub), 도

있는 법·제도 제·개정과 인프라 구축이다. 법·제도

시 내 속도제한, 버스전용차로 등 구체적으로 제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디지털 도로인프

시하고 있다. 이를 국내 교통체계에 적용할 경우,

라는 단순히 자율주행차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시

도시지역의 대중교통, 국도의 화물교통, 주요 교

스템 자동화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를

통거점을 잇는 간선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위해 필요한 분야이다.

등으로 구분하고, 도시/지방에 특화된 자율주행

자율주행에서는 자동차의 ADS 기술과 동적 도로

모빌리티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구축계획을 종합

환경 관련 디지털 정보의 협력(Cooperative)을

적으로 반영한 실행 로드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통하여 안전한 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

판단된다.

행(Connected and Automated Driving)이 필

셋째, 자율주행을 넘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요하다. 그뿐이 아니다. 디지털 도로인프라는 교

위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자율주

통체계 구성요소(수단, 이용자, 인프라 등) 간의

행기술의 핵심인 ADS 개발은 어디까지나 민간부

연계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나아가 주변

문이다. 서비스 역시 대중교통, 교통약자, 교통안

의 모든 객체 간 연계를 통하여 빅데이터 및 AI 기

전 등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에서 스

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러

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익

한 협력/연계의 핵심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창출이 이루어진다. 반면 공공분야의 주요 역할은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그림5•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운행 상상도

2020 11 VOL.273

025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향후 과제 : 2부 안전과 서비스

정부는 현재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을 필두로 분야별 국가계
획(2021~2030)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자율
주행차 상용화가 2030년 이내 실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TaaS(Transport as a Service) 기반 모빌
리티 서비스가 분야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하 C-ITS)이다. C-ITS와 관련하여 국토교통

이러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은 자율주행 서비스 상

부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지자

용화의 선두에 있다고 평가되는 웨이모(Waymo)

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2021년부터 본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Deployment)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

현재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Arizona State)의

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에서 디지털

메트로 피닉스(Metro Phoenix=Chandler+Gilbe

뉴딜의 SOC 디지털화를 위해 교통분야에서 C-ITS

rt+Tempe+Mesa)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나, 아

구축을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디지털 도

직까지도 시범운영(Early Rider Program)을 하

로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인 계획 기반으로 지속가

고 있는 배경7)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에 대

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한 불확실성, 2) 기존 대중교통 분담률 저하 및 신

도 필요하다. 즉, 기존의 도로망(Road Network)

규통행 증가, 3) 서비스 실수요층의 지불가능성 모

에서 디지털망(Digital Connectivity)으로 혁신적

호, 4)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붕괴 가능성 등이다.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도로정책기본법」(가칭)

이 말은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보다 기존 교통체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계와 연계·통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현재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

맺음말

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을 필두로 분야별

앞에서 기술한 대로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기술

국가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있다. 분명한

개발의 정점은 지났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사실은 자율주행 상용화는 2030년 이내 실현될 것

화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은 통

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 TaaS 기반 모빌리티

행목적 기반의 교통서비스 상용화, 즉 TaaS 중심

서비스 역시 분야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실효성

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교통시스템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이어져야 한다

의 자동화를 위한 법령 재정비, 자율주행차 및 자

는 것이다.

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행 로드맵 수립, 디지
털 도로인프라 구축기반 등이 그것이다.

7) Autonomous Vehicles in Tempe : Opportunities and Risks, Center for Smart Cities and Regions, Arizona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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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셔틀 실증과 서비스 방향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는 기존의 자가용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이용자의 통
행 수요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모빌리티 패턴에서 나타나는 짧은 통행 결절구간
즉, Last-mile 혹은 First-mile 연결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자가용 수요로 야기
되는 도심지 혼잡 및 주차 문제 등을 공유기반 모빌리티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 글에서는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사업 추진 방안과 함께 현재 서
비스 실증이 진행 중인 세종시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기반구축 사업을 소개한다.

들어가며

자율주행 기술은 주요 자동차제작사(OEM)를 중심으로 주로 일반 승용차 분
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및 화물차 등 다양한 수단별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승
용차 대체 통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율주행셔틀이 개발·보급되고 있는데, 일
부 도시에서는 일반 버스 등 도시 내 기존 대중교통보다 운영상의 용이성 등
이 큰 이유로 자율주행셔틀을 보조적인 대중교통의 형태로 적용하려는 시도
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셔틀은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중소기업형(SME) 산업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저속주행으로 도심지의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결하는 보조
수단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자율협력주행(Connected Automated
Driving, CAD) 기술 등 연계 기술들은 여러 관련 산업으로 발전하는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기·자율차 기반의 자율주행셔
틀이 개발되어 시험운행 중이고, EasyMile, Navya, Ohmio 등의 제작사에
서는 6~12인승 수준 셔틀버스 차량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자율주행셔틀은 현재 프랑스 리옹,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덜란드 로테르담,
문영준 단장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R&D연구단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본격적인 시험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셔틀은 승용차의 자율주행기술보다 상용화가 빠를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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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전용공간에서 Last & First Mile 연결 기능으로 자율주행서비스를 적용하고 이를 시범 운영하
기 위한 테스트 장소나 기반 인프라가 제공되면 기존에 대중교통을 연결하기 위해 자가용 주차 후 환승
(Park & Ride)으로 이루어지는 통행패턴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상되는데, 그 이유는 도심지의 제한된 특정 도로

기술개발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플

구간에서 속도 20km/h 내외의 저속으로 대중교

랫폼 제시와 VICT 연계가 가능하다.

통의 보조수단 형태로, 주로 역과 공공장소 등을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는 기존의 자가용과 대중교

연결하는 시범 모빌리티 사업의 일환으로 실증사

통 중심으로 교통이용자의 통행 수요를 해결하는

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모빌리티 패턴에서 나타나는 짧은 통행
결절구간, 즉 Last-mile 혹은 First-mile 연결을 지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원하여, 불필요한 자가용 수요로 야기되는 도심지

세계 유수의 자동차제작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혼잡 및 주차 문제 등을 공유기반 모빌리티로 해

기업들은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편리한 이

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도심형 전용공간에서 Last & First Mile 연결 기

투자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장 선

능으로 자율주행서비스를 적용하고 이를 시범운

점을 위해 2020~2022년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

영하기 위한 테스트 장소나 기반 인프라가 제공될

화(Level 3)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경우, 기존에 대중교통을 연결하기 위해 자가용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구글, 모빌아이, 엔비디

주차 후 환승(Park & Ride)으로 이루어지는 통행

아를 포함한 ICT 업계와 수평분업형으로 전략적

패턴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협력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자율협력주행을

자율주행셔틀의 추진은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한 자동차용 전장품의 개발을 위한 표준화, 모

차량의 안전성 평가와 실도로 운행을 동시에 진행

듈화 방향으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충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

컴퓨팅, 통신, 지도, 서비스 등의 세부 분야로 분류

를 산업화에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

된다. 특히 차내 각종 장치 및 부품들과의 연결을

이 필요하다.

위한 차내 전용통신망(IVN) 네트워크 및 차량 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

부망과의 연계를 위해 차량-ICT(VICT) 기반의 네

벨리를 마을버스 형태의 대중교통 일환으로 연결

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

하는 Last-mile 목적으로 소위 제로셔틀이 도입되

는 사용자의 이용성 향상과 기술 개발자의 효율적

어 시험운행 중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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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셔틀이 도시에 실제 도입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오피스 서비스 플랫폼도 발전하면서, 소유 중심 자동차에서 공유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로 전환되고 기존 승용차 이용 중심의 교통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
유형, 대중교통 연계형, 주문형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구조의 특성상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주거지역

스템으로는 안전성, 내구성, 가격, 사회적 인식 등

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결절구간들이 존재

소비자가 요구하는 점을 자율주행 차체 플랫폼이

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단지에서

수렴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도심형 저속 자율주

커뮤니티센터까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제공하기

행셔틀 개발을 주도해온 EasyMile, Navya 등의

위한 목적으로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기반구축 연

업계에서는 완성 차량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

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고, 최근 Ohmio 등 일부 신생 기술 업계에서는 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노선굴곡도와 인접 정

장 기본적인 자율주행셔틀 핵심 기능만을 갖춘 디

류장까지의 접근성 문제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

지털 차체 플렛폼을 공급하고 도입하는 추세이다.

에 없어 생활권 내 심각한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

외부환경 인식센서, 차량 움직임 감지센서, 운전

하고, 이로 인한 통행불편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행동 감지센서 등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내·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셔틀은 이를

부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융합되고, 다양한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인프라와 자율협
력주행(CAD) 기능을 연계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기능 및 시스템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차량 센서의 의존도를 낮추

자율주행셔틀은 대중교통 개념의 운송수단으로

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높

특정 구역 연결을 위한 자율주행 기능 확보를 위

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해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 라이다, 비전센서 등 여

시장 생태계의 혁신 요구사항 및 기능의 증가로

러 가지 고가의 센서들에 의존하는 자동주행차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공유를 위한 디지털 플

(Autonomous Vehicle) 형태에서 벗어나, 주행하

랫폼 기반으로 도로인프라의 특징 중 하나인 논리

는 도로인프라와 연계한 자율협력주행(CAD) 기

적 인프라(Logical Infrastructure)를 소프트웨어

술이 핵심적으로 장착된다.

로 구현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개방형 소프트웨

자율주행셔틀에 자율협력주행(CAD)이 가능하도

어 플랫폼 체제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의

록 차량과 주행제어, 운행제어, 운영관리, 인프라

혼재로 인한 최적 교통류 운영제어가 가능하게 되

와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

어 도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웨어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차체 시

컴퓨팅 플랫폼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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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공지능을 실시간으로 작동하여 안전운행을

나 차량 흐름 등 시시각각 변하는 살아있는 최신

위한 인지·판단·제어·연산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용

협력주행(CAD)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해 도로인

자의 수요에 따른 Service on Demand를 적용하

프라 구간별 지역(Local) 컴퓨팅 혹은 도심 전체

는 가변적인 경로를 수용하도록 V2X의 연계 기반

를 운영하는 클라우딩(Clouding) 컴퓨팅 구성을

의 Local Dynamic Map(LDM)을 적용한다.

위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컴퓨팅 플랫폼체계가

자율주행셔틀이 도시에 실제 도입되면 이와 관련

적용된다.

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발해질 것으로 전

자율주행을 위한 무선통신은 대용량 센서 정보의

망된다. 그렇게 되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기능

초고속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화의 핵

이나 오피스 서비스 플랫폼도 발전하면서, 소유

심이다.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중심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공유 중심의 새로운

과 도로의 초연결성(V2X)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로 전환되고 기존 승용차 이용 중

WAVE(IEEE 802.11p) 기반의 전용망 중심의 통

심의 교통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

신 기능이 필요하다.

유형, 대중교통 연계형, 주문(On Demand)형 서

향후 수년 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5G 기반 이

비스의 디지털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동망 중심의 통신기능인 C-V2X를 상호 연계하는
전략적인 기술 및 서비스 요구사항이 연계될 수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사업추진 방안

있다. 차량 및 도로의 인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디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형 운송수단으로 추진되

지털 정밀지도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여러 차

는 자율주행셔틀은 대중교통체계와 별도로 운영

량의 인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사(사고) 구간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대중교통과 연계할

그림1•자율주행 제로셔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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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라스트마일 운송수단으로, 도심 내 도로

과 도로의 초연결성(V2X) 확보, 고정밀지도 구현

네트워크에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결절된 특정 구

및 측위기술 연계 확보, 교통신호 및 교통표지 등

역의 공공도로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으로 추진하

디지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리적 인프라(Logical Infrastructure)로 자율주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는 신산업으로서 기

행차량과 일반차량 혼합 시 도심 내 교통류 관리

존 대중교통 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

및 제어 전략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기반 교통운영

로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

관리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통합(Cloud) 혹

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여 도시 및 국가 기

은 지역(Local)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셔틀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로

세종시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기반구축 사업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주행

세종시는 마을단위와 BRT 정류장과의 연계 교통

셔틀의 운행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

이 불편한데, 아파트 단지별 자율주행셔틀을 도입

한 것이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에

즉 도로의 횡단선형 및 종단선형 등 기하구조 개

따라 도심형 자율주행셔틀의 실증환경을 제공하

선, 차로 폭, 차선 표시, 노면상태 등 물리적인 도

면서, 동시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존

로체계의 개선이다.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Digital

대중교통과의 연결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증진,

Infrastructure)를 통해 통신체계 기반으로 차량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와 운전이 불가능한 자

BRT 교통연계 + 생활문화 연결
BRT - 커뮤니티센터 연계노선
커뮤니티센터 - 아파트단지 연계노선

1단지

4단지

2단지

커뮤니티센터1

3단지

BRT 정류장

커뮤니티센터2

마을 단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BRT 정류장
연결 전용 자율주행셔틀 운영

5단지

- 마을 단위 교통연계 형평성 보장
- 보행 이동거리 감소

BRT 정류장

마을 내 각 단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간 단지
전용 자율주행셔틀 운영
6단지

7단지

8단지

커뮤니티센터3

- 단지별 생활문화연결 형평성 보장
-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및 교류 확대

출처 : KOTI, 「국가혁신클러스터R&D 사업계획서」, 2018.

그림2•세종시 도심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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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동편의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심 주거
단지 연계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
고 있다.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 후, 시범운영 및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특구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유료화를 통
한 해당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마련하여 2025년부
터 도시 전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맺으며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도심 환경에서 참여기
업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기술력이 확보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도시 내 주거단지와 생활권역 연계를 위한 저속
(25km/h 이하)의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운영을 통
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고, 또 사용자 수
용성이 커지면 얼마든지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단지와 연계되는 Last & First Mile의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
출처 : KOTI, 『세종시 규제자유특구연구사업』, 2019.

그림3•세종시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실증 활용 차종

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수익구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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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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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가기간교통망의 한 축을 맡은 한국철도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철도운영기관으로 고속열차(KTX), 일반열차,
광역전철을 운행하면서 하루 350만 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원과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미래비전과 함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철도 부문의 추진 계획을 들어본다.
대담 _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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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지 1년 8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

땠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철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책임감을 바탕으

KTX 차량기지에서 취임식을 갖는 것으로 업무를

로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직과

시작했습니다. 철도현장에서부터 안전의 기본을

인력을 확대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에 나

다잡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서며 국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역량과 자원을

올해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험대에서 하루하루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생

사람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을 다시 쓰려고 노력했

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한국철도의 최우선 과제

고, 감염증 대응에서도 ‘안전 최우선’이라는 목표

라고 생각해 8.7조원에 달하는 중장기 안전투자

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 다행입니다. 한 번도 경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험해 보지 못한 상황과 쉽지 않은 결정들도 있었

안전의 기본이 되는 철도 인프라 개량에 나섰습니

지만 안전제일에 대한 공감대로 따라준 직원들에

다. 특히 올해부터 노후 전동차량을 1.5조원을 들

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 집중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로와 전기

철도는 전국의 역이 700여 개에 이르고 수도권전

보수장비 개량에도 1조원가량 투자해 사고·장애

철부터 KTX까지 3,400회 넘게 열차가 다니다보

의 근본 원인에서부터 사고를 예방 하겠습니다.

니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운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열차

전·승무·역무·차량관리·시설유지보수 등 직원들의

안전운행과 선로작업자 안전을 위해 주간과 야간

업무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작은 실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열차접근경보앱 보급을 늘

수도 큰 여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산업재해예방 로드맵 마련과 다발재해 집

조직 내외부로 경영상황에 많은 변화도 겪었습니

중 관리,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한 하청 작업자 안전

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이

향상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작년 국제수준의 안전보건

바탕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한국철도가 될 수 있도

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도입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뉴딜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가 코

해 개선하는 등 휴먼에러를 줄이는 과학적 안전관

로나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견

리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차가 되도록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철도사고는 3분기까지 23건 발생하였지만

취임 당시 철도안전과 현장경영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2018년과 비교하면 61% 줄었고 작년과 비교하면

철도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절반의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역시 작년 대

하셨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

비 1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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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직원 안전과 ‘안전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경
영철학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번 여름 최장기 집중
호우와 태풍에도 선제적 열차운행 조정과 적극적
사고예방으로 단 한건의 열차사고 없이 수해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정시 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불합리한 안전제도 개선과 인적역량 강화 등
철도 안전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
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철
도의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듣고
싶습니다.

한국철도는 경영과 현장의 첨단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한국철도형 뉴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을 반영한 대
표사업과 고유의 업무와 연계한 확산과제 등 총
30개의 뉴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전담조직을 만
들어 본격적 사업추진에 나섰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을 위해 승차권 예매, 교통 안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는

물류 등 철도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정

한국판 뉴딜입니다.

보를 분석하는 ‘한국철도형 데이터댐’ 사업을 추진

뉴딜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합니다. 중요한 철도 정보를 보호할 뿐 아니라 민

철도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간 영역에서 활용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기

대한민국 대전환의 견인차가 되도록

때문입니다.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2023년까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지 370억 원을 들여 천안아산역 인근에 철도전산
센터 신축에 착수했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해 IT를 접목한 지능형 안전관리를
도입합니다. 승강장 위험구역에 있는 사람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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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의 기본을 다잡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전국 주요 역에 설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치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적의 대피경로를 제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 추진할 방침입

공하는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니다.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달리
는 열차에 사물인터넷(IoT) 검측장치를 설치해 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나

로 등 시설물 이상을 실시간 감지하고 정보를 수

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이동

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로 시설물과 차량의

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운영상황, 고장여부 등을 파악해 적기에 수리할

국철도는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수 있는 빅데이터 유지보수센터를 구축합니다. 사

한국철도는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함과 동시에

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스마트 팩토리’ 확대로 좀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습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은

그린뉴딜 부문에서는 친환경 기술 확산을 위해 전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국 16곳의 철도 유휴공간을 태양광사업 부지로 선

않고 있으며, 가장 나중에 빠져나오겠다는 ‘First

정했습니다.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발생을 효과적

in, Last out’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

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니다.

을 구축하고 자갈 선로를 콘트리트로 바꾸는 공법

열차는 운행 시작 전과 후 그리고 차량기지에 입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수소열차와 자율

고될 때마다 소독을 하는데, KTX의 경우 하루 평

주행 열차 운행기술 연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연

균 4.5회 소독합니다. 모든 철도역은 매일 2회 이

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 방역하고, 전국 71개 주요 역에 지자체와 협조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공사의 전국적인 네

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운영 중입니다.

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역사와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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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발맞춰 ‘한국철도형 뉴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현재 정부정책을 반영한 대표사업과 고유의 업무와 연계한 확산과제 등
총 30개의 뉴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본격적 사업추진에 나섰습니다.

의 환기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TX의 경

다행히 한 건도 없었으며 안전하게 귀가를 돕고

우 필터를 통해 정화된 깨끗한 공기가 약 3.5분에

있습니다.

한 번씩(시간당 17회) 새로 공급되도록 환기 횟수를

방역에 대한 투자는 이제는 부가적 조치가 아니라

늘렸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서울, 대전, 청량리, 부산 등 주요 역 열차 타는 곳

과 위생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

앞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자주 다니

기 위해 역사와 차량 등 접객시설에 대한 산업안

는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열차 타기 전 꼭 사용

전보건 관리 기준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라 독일, 프

열차 안에서 승객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창가

랑스, 미국 등은 전년대비 60%∼90% 정도로 운행

좌석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추석에

을 줄이고 있으나 한국철도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

는 통로 쪽 좌석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열차를 통

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공철도의 역할에 충실

한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며 거의 모든 열차를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객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겠다는 마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도

음으로,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

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마

통방역체계를 경영의 최우선사항으로 지켜나가겠

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습니다.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KTX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인상 깊

는 ‘보호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화면서 교통

해외 입국자를 위한 KTX 전용칸과 전용 리무진

과 여행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큽니다. 코로나로 야기된

이용객이 10만 명이 넘었지만, 차내 감염 사례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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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끈끈한 연대와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교통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대한민국 철도가 대륙철도로 이어지고 세계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모든 분야의 피해가 크지

한국철도는 한발 앞서 코로나 대응에 나섰던 것

만 교통과 여행만큼 벼랑 끝에 몰린 업계도 없을

처럼 경영개선에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

것입니다. 접촉과 밀집을 꺼리고 이동이 줄면서

니다.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경

철도 이용객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

영개선추진단TF를 구성해 업무 추진비와 소모성

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합

예산 절감 등 긴축운영을 펼치고 경영혁신을 통

니다. 빠른 회복을 기대했지만 9월 재확산으로 다

해 2천억 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

시 큰 타격을 입어 올해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전

습니다.

대미문의 영업손실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절체절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

이런 어려움은 비단 철도만이 아니라 교통산업 전

능한 경영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역본부의 1/3

체가 처한 공통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축소를 비롯한 본사와 현장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완전히 예전과 같은 상

과 인력의 최적화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하

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

고 있습니다.

다. 감염증과의 공존시대에 대비해 교통의 틀을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백신은 방역뿐입

새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

더욱이 코로나로 철도, 버스와 같은 우리사회가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나아갈 친환경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고, 억제해야

합니다.

할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은 폭증하는 역설적 상

이와 함께 코로나로 비롯된 경영환경에 대한 좀더

황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및 공동의 대책이 마련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철도로서 역할을 다할

병 대응단계가 세분화된 만큼 단계별로 발빠른 마

수 있도록 해외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철도고객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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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는 선제적 재난 대응과 철저한 방역 등 국민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교통과 관광산업의 공동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철도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

교통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공기입니다. 사람과

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여행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동안 한국

상품과 혜택을 드리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습

교통연구원은 뛰어난 인력풀과 연구 노하우로 철

니다.

도뿐 아니라 교통산업 전체와 국가 정책의 나아갈

한편으로 현재 열차이용을 통한 감염사례가 한 건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열차 이용에 대한 객관적

한국철도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

이고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안전한 기차

을 접목한 고객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여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여행업계에 도움

철도기술 구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을 주는 것도 위기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을 실현

코로나로 떠났던 고객을 다시 철도로, 버스로 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

돌리려는 노력은 혼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

고 있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

다. 한국교통연구원을 포함한 교통업계, 관광업

고 있습니다.

계 등 정부, 민간, 지자체 등 모두가 함께 머리를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디지털 뉴딜

맞대고 힘을 모아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동으

입니다.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끈끈한 연대와 협력으로 포스트 코

한국철도는 우리나라 대표 철도운영기관이고, 한국교통

로나 시대를 선도할 교통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철도를 포함, 교통 전반을 연구하

대한민국 철도가 대륙철도로 이어지고 세계시장

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끝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에서 우뚝 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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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단일 도시권으로 세계에서 찾는 사람
이 가장 많은 런던은 교통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2041년 인구
1,080만 명을 내다보는 런던은 시민의 자동차 의존도를 획기적
으로 낮춘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시
장의 교통전략에 따르면 런던은 2041년까지 전체 통행의 80%를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이다. 교통이 더 공
정하고 더 환경친화적이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도시를 위해 매
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진과 함께 글로벌 도시 런던의 교
통 등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글·사진 _ 정병두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도시와 교통』(크레파스북, 202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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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런던 아이에서 본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궁(Palace of Westmi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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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영국의 수도 런던은 잉글랜드 남동부에 있다. 인구

가장 넓은 지역에 걸려 아주 비싼 혼잡통행료를 받

는 900만여 명, 도시권은 1,500만여 명으로 유럽

고 있다. 이 제도는 오래전 2003년 켄 리빙스턴

에서 최대의 도시권을 형성한다. 뉴욕과 함께 세계

(Ken Livingstone) 시장의 선거 교통전략에서 비롯

를 선도하는 금융 중심지이고, 세계의 문화적 다양

된 것인데, 런던 시내 극심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성이 공존하는 언제나 활기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다. 런던에 있는 총 6개 국제공항의 여객수는 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C마크가 있는 혼

난해 1억8천만 명에 이르러 단일 도시권으로는 세
➋ 시티 오브 런던의 고층 빌딩군. 리덴홀 빌딩, 30 세인트 메리액스

계에서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다.

빌딩 등

특히 센트럴 런던(Central London)은 고밀도의 대

➌ 국회의사당의 시계탑 빅벤(Big Ben)로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다리

중교통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➍ 높이 64.9m의 타워브리지. 양쪽에 타워 전망대가 있음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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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London)

➎

잡구역(Congestion Charge Zone)에 차량이 진입
할 때 부과하는 금액은 현재 1일 8파운드(한화 약
11,000원)이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로 체크하고
미납 차량 벌금은 14일 이내 60파운드, 28일이 지
나면 최대 180파운드까지 징수한다.
2019년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이 펴

➏

낸 『Congestion Charge Factsheet』 보고서에 의하
면 교통량은 2002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이는

➎ 웨스트민스트시티 중심에 위치한 채링크로스(Charing Cross)

거의 하루 8만 대 정도로 정체 완화효과는 매우 크

➏ 런던의 혼잡통행료 및 초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며, 혼잡통행료 구역의 자전거 이용률은 이전보다

철도 터미널
Zone)
➐ 시장 공약으로 2003년 혼잡통행료 도입, Congestion Charge Zone

66% 증가했다고 한다.

의 노면 C마크와 안내표지

세계 첫 개통이자 2020년 개통 157주년을 맞는 런
던 지하철(Underground)은 현재 11개 노선, 270개
역에 총연장 402km로 런던 교통국에서 운영한다.
요금체계는 교통존이 9개로 나뉘어 시간대별로 적
용되는데 운임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2003년 도입
된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 이용 시 Zone 1~9
의 출·도착 존에 따라 Peak, Off-Peak 할인요금이
다르다.

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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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런던을 방문할 때마다 이전보다 자전거 타는 사
람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2024년까지 새로운 자전거도로 450km를 건설하
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주목할 만
하다. 현재 시내와 외곽 축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
용 고속도로 Cycle Superhighways가 CS 8개 노
➒

선,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이용하는 Quietways
가 Q 22개 노선까지 있다. 2019년부터는 새로이
➑ 빨간색 이층버스, 약 19,000 정류장을 두고 673개 노선서비스 제공

Cycleways의 C 노선번호를 붙여 자전거 네트워크

➒ 런던시내 교통체증 없는 시간대에 블랙 캡(Black Cab) 통행이 많다.
➓ 런던 지하철(Underground) 입구, 공용자전거 주차장 모습

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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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획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런던(London)

⓫

런던의 모든 대중교통에서는 접이자전거를 가
지고 탈 수 있는데, 접이자전거 브랜드로 유명
한 브롬톤(Brompton)을 흔히 보게 된다. 접이식
이 아니라도 도시철도 지상 구간에서 평일 첨두시
(07.30~09.30, 16.00~19.00)를 제외하고 일반자

⓬

전거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에 자전거
주차장을 비롯해 공유자전거를 잘 배치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연계가 잘 되는 자전거는 런던에서 이

⓫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 자전거를 위한 전방 대기차선 운영
⓬ 2010년 7월 도입된 공용자전거, Santander Cycle Hire

미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⓭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우선 신호 푸시 버튼과 보행섬 설치
⓮ 템스 강을 운행하는 수상버스와 시티투어 유람선 City Cruises

⓭

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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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경운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0월 7일(수) 본원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경운대학교 간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미래 항공인력 양성 및 훈련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
울러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①	한국교통연구원-경운대학교 간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식
②	한국교통연구원-경운대학교 간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식
단체 기념사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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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0월 19일(월) 서면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간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을 진행했다.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
하는 뿐만 아니라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과 관광 분야의 연
구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엔케이세종병원과 지정진료병원 협약 맺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0월 20일(화)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엔케이세종병원 간 지정진료병
원 협약식」을 가졌다. 본 협약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건설과 의료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
고, 환자 유인 행위를 통해 영리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국교통연구원-엔케이세종병원 간
지정진료병원 협약식
②	한국교통연구원-엔케이세종병원 간
지정진료병원 협약식 단체 기념사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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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2차 세미나 :
SOC 디지털 뉴딜」 온라인 개최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
통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2
차 세미나 : SOC 디지털 뉴딜」이 지난 10월 15일(목) 대한교
통학회 화상회의실에서 본원 김건영 기획조정실장의 사회
로 YouTube로 생중계되었다.
본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
①

교통학회 이하 여러 회원,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에게 감
사의 말씀을 전했다. 발표자로 본원 강경표 센터장, 문영준
단장, 송기한 본부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준 센터장,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김동규 교수, 충남대학교 염명배 교수, 본원 신
희철 본부장,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 국토교통부 이성민 디
지털도로팀장이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뉴딜사업
재조합 및 새로운 사업 발굴과 중장기적 뉴딜 전략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②
① 정책토론회 2차 세미나에서 토론 중인 참석자들
② 2차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센터장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3차 세미나 :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화상회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
회 3차 세미나 :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화상회의가 지난 10월 21일(수) 대한교통학회 회의실에서 개최

①
①	3차 세미나 주제발표 중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형주 선임연구원 ②	3차 세미나 토론 중인 모빌리티정책연구소 김창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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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본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부
족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3차 세미나에서 논의할 주제가 코로나 사
태로 인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한국판 뉴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정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발표자로 본원 김태형 센터장, 김규옥 센터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형주 실장,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연세대
학교 정진혁 교수, 본원 김영호 팀장, 모빌리티정책연구소 김창균 대표이사, 전자신문 박태준 기자, LG CNS 유인
상 상무가 참석하여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4차 세미나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화상회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
론회 4차 세미나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화상회의가 10월 27일(화) 본원 김건영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개최
되었다.
본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성공
할 수 있는지 토론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 또한 환영사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
회적 근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본 세미나
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 향후 뉴딜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발표자로 본원 민연주 팀장, 본원 권혁구 팀장, 인하대학교 김용진 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안승범 교
수,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한국교통대학교 이창운 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이향숙 교수, 이베스트투자
증권 오린아 연구원, 본원 예충열 국정과제지원연구단장, 이태형 본부장이 참석하여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산업이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①

②

①	4차 세미나 토론 중인 참석자들 ②	4차 세미나 발표내용을 경청중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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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5차 세미나 :
한국판 뉴딜과 교통물류 부문 뉴딜정책 추진방안」 화상회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책토론
회 5차 세미나 : 한국판 뉴딜과 교통물류 부문 뉴딜정책 추진방안」이 10월 30일(금) 강릉세인트존스호텔에서 화
상회의로 개최되었다. 본원 오재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차~5차까지의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하였다.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모인 지혜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영상축사
를 통해 일련의 세미나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표하였다.
발표자로 본원 예충열 국정과제지원연구단장, 토론자로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한양대학교 강경우 교수, 연세대
학교 정진혁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이창운 교수, 동아일보 서형석 기자가 참석하여 ‘교통물류 분야의 경쟁력과 일
자리 창출’에 관해 토론하였다.

①

②

① 인사말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
② 환영사 중인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
③ 축사 중인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④ 토론 중인 참석자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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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힘들면 쉬었다 건너는 횡단보도
본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의 언론 기고문 「힘들면 쉬었다 건너는 횡단보도」가 10월 26일(월) 경향신문 지면에 게
재됐다.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보행자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을 질주하는 차가 있는 만큼, 어르신
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도로 중간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도시부도로설
계기준은 2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행자 대피공간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선진국
도시의 거의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02명이고, 이 중 65세 이
상 고령자는 754명이다. 고령자 인구 비중이 약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대피공간 설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고령 보행자 안전시설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 전통시장, 병원 등 노인이 많이 모이는 시설 주변부터 확대해 나가자고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한상진 선임연구위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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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행자 안전 위협하면 안 된다
본원 신희철 선임연구위원의 언론 기고문 「전동킥보드, 보행자 안전 위협하면 안된다」가 10월 26(월) 서울신문 지
면에 게재됐다.
신희철 선임연구위원은 기고문에서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량이 19만 대를 훌쩍 넘
겨 대폭 늘어남과 동시에 관련 사고도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급증했으며,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았다.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 차도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차
의 일종으로 보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공유 킥보드의 장점인 자유로운 반납 또
한 보행자를 방해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MOU를 맺어 이용자의 편의성과 보행자의 안
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희철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산업 활성화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최대한
목적지 근처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작은
양보를 제안했다.

신희철 선임연구위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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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달앱 성공, 협동조합에서 찾자
본원 정승주 명예연구위원의 언론 기고문 「공동배달앱 성공, 협동조합에서 찾자」가 11월 3일(화) 한겨레신문 지면
에 게재됐다.
정증수 명예연구위원은 배달앱 시장의 문제 해결에 나선 공공 부문에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자(가맹점주) 협동조
합을 설립하여 앱운영사-공급자 협동조합-시민참여의 선순환·협력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배달앱이 직면한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난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결정으로 앱운영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더해 일정 부분의 금액을 떼어 적립·활용하면 기존의 민간앱
과 같이 할인 혜택 등으로 이용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착하고 신뢰 높
은 배달앱이라는 인식 조성이 가능하여 이용자인 시민의 연대와 참여를 끌어낼 여지가 많아진다.
공공배달앱이 안착하면 다음 단계로 연합회 차원의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의 브랜드 전환도 쉬워진다. 배달 종사자
가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협력하는 환경만 마련할 수 있다면 비용 분담을 통해 안전과 고용 문제의 완화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다. 협동조합형 공공배달앱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지만, 안착만 된다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을 이
전과 다른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승주 명예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정승주 명예연구위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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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도로는 균형 발전의 주춧돌
본원 김찬성 선임연구원의 기고문 「동서고속도로는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 11월 4일(수)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인 태백·영월·삼척 등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은 1990년대부터 추진 중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동서 9축 중 하나로 평택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동서 6축)가 그
것이다. 강원 남부 지역, 영월~삼척 구간에 도로가 건설되면 북평산업단지·동해항·삼척항과 같은 강원도 경제활동
중심지를 수도권 남부와 충청도 등 내륙지방과 연결하는 중요 고리가 될 것이다. 현재는 평택~제천 구간만 고속화
되어 있어 연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영월~삼척 구간이 고속화되면 통행시간과 운행거리가 단축되는 경제적
효과와 동해항과 북평공단에서 나오는 벌크 화물들의 내륙부 접근성과 연결성도 개선할 수 있다. 또 평택에서 출
발한 화물들은 동해를 거쳐 러시아와 일본으로 수송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전망,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강원도 지역의 국가기간망 확대 방향을 생각하면 남북축은 철
도망을 기본으로, 동서축은 고속도로망을 기본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속
초 동서고속철도가 연결된 상황이고 남북으로는 포항~동해 연장 사업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찬
성 선임연구위원은 기고문에서 영월~삼척구간 동서 6축 연장은 결국 네트워크 완결성 측면에서 도로와 철도의 접
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 고리임을 강조했다.

김찬성 선임연구위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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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모빌리티
본원 문영준 선임연구원의 기고문 「한국판 뉴딜과 모빌리티」가 11월 4일(수) 전자신문 지면에 게재됐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은 기고문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 진입하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
딜에서 주목할 것은 그린뉴딜로 추진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과 그린의 융합적 뉴딜로 추진되는 국민
안전 사회기반인프라(SOC) 디지털화이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는 국가의 주요 시설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이른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
능)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표 과제 중 하나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2025년
까지 고속국도 전 구간에 구축하는 것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미래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보급확산이 쉽지 않았던 전기
차와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와 충전인프라 4만5000기, 수소차 20만 대와 충전
인프라 450기가 확대 보급되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모빌리티는 교통물류 전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지만, 사람들의 이동성을 가리키는 작은 의미로 더 많이 사용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과 시민에게 효율적인 이동성(Mobility) 보장을 위해 주거지역과 중심 상업지
역, 문화공간 등을 다양하게 연결하기 위한 SOC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과 그린뉴딜 시대에는 탄소배출과 관련된 에코(Eco) 요소를 개인별 및 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확
보되고, 이를 통해 SOC 공급에 대한 결정과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 높아진다. 에코 요소는 모든 개인에
게 탄소 배출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공정성 기반 아래 효용가치 적용이 가능하니 디지털과
그린기반의 공정 모빌리티(Fair Mobility)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판 모빌리티 뉴딜로 새롭게 추진하자고 기고
문을 통해 제안했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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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납체계에도
첨단기술의 바람이 분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천했다. 수작업 요금수납체계에서부터 기계식 요금수납시스템, 더
나아가 전자요금수납시스템 하이패스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요금수납체계 ‘스마트 톨링 시스템’의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

월요일 아침 6시 50분,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급하다. 매일 인천
에서 서울로 출근하자면 월요일 아침 10분의 차이는 출근길에서 한 시간을
좌우할 만큼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벌써 15년 넘게 다녀본 터라 나름 고속도로 출퇴근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자가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침 시
김명식
회사원

간과의 전쟁은 더욱 치열하고 촉박하다. 톨게이트 앞 하이패스 차로를 탄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둡기도 하고 아침 출근길 다들 마음이 급해서인지 톨게이
트 차로 진입이 가끔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러다 문득 예전엔 어땠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고속도로 톨게이트
를 지날 때 요금소 앞에서 계산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생길 만큼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았다. 앞차가 머뭇거리는 시간만큼 뒤에서 기다리는 일도 많았
고 명절이나 휴가철, 연휴, 기타 고속도로 차량 이용량이 많을 때면 톨게이트
앞 긴 차량 행렬이 정체를 부추긴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지만 처음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라인이 생기고
하이패스 차량이 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이 달
라지는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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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납체계에도 첨단기술의 바람이 분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체계의 변천

란 점에서 크게 편리하긴 했지만 결국 요금을 내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요금수납체계가 어

기 위해서 일단 톨게이트 앞에서 차량이 멈춘 후

떻게 변화됐는지 찾아보았다.

결제해야 하는 수고는 똑같기 때문이다.

1969년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진 직후에는 요금

그러다 드디어 2007년 근본적인 지·정체 해결

수납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요금수납

을 위해 전자수납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원이 입구에서 종이 통행권을 일일이 운전자에게

System, ETCS), 하이패스가 도입되었다. 하이패스

나눠주고, 출구에서 입구 톨게이트를 확인하여 통

는 차량이 멈추지 않아도 무선통신을 통해 통행료

행료를 수납하는 운영방식이었다. 예전 내비게이

를 자동으로 수납하는 방식으로 입·출구 모두 무

션이 없던 시절 낯선 곳을 다닐 때면 통행료를 내

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하이패스는 TCS와 함

면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수금원에게 물어보기

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요금수납방식이다.

도 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 1994년 고속도로 노선이 많아져 요금수납의

하이패스 구간의 문제점

수작업이 어려워지면서 기계화방식의 요금수납

기존 방식보다는 분명히 빨라지고 편리해진 것은

시스템, TCS(Toll Collection System)가 도입되었다.

사실이다. 처음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고 자

TCS는 입구 자동발행기에서 차량 정보 등이 담

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굳이 돈을 들여

긴 마그네틱 통행권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면, 출구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단점이 있지만, 매일

에서 운전자가 요금수납원에게 통행권을 제시하

출퇴근하는 나에겐 오히려 장기적으로 편리함을

고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입구 무인 운영을

주는 편이 더 많아서 기분 좋은 변화였던 것으로

가능하게 했다. TCS 도입으로 정확한 요금수납이

기억한다.

가능해졌지만, 지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하지만 모든 것이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못했다. 현금을 준비하고 계산하는 시간의 단축이

보이기 마련이다. 좋기만 해 보였던 하이패스 구
간의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눈
에 띄는 것은 차로의 문제다. 일반 차로와 하이패
스 차로가 중간에 섞여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
서울 요금소 같은 경우는 부스가 아주 많은데 하
이패스 1, 2차로 중간에 일반 차로를 두고 다시 하
이패스 6, 8차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경
우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헷갈리기
쉽다. 실제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선 차량
이 갑자기 차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하이패스 구
간을 통과하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발생
하는 사고가 빈번하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빠른 구간을 통과하는 하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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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이런 행동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적

없다. 일단 하이패스 구간에 진입했다면, 문제가

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차로 하

있더라도 그냥 통과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무

이패스는 두 개 이상 차로의 하이패스 구분시설을

엇보다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최고시속 30km를

제거하여 더 넓게 차로 폭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넘지 않도록 서행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

사고 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다 보니 다차로 하이

킨다 해서 어둡고 비나 눈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에

패스는 한 차로당 처리 용량이 시간당 1,100대에

서는 하이패스 구간의 좁은 도로 폭 역시 운전자들

서 1,800대로 많이 늘어나 영업소 부근 지·정체가

에게 두려움을 준다. 한쪽으로 차선을 몰고 중간에

크게 해소되고,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톨게이

세워진 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트 부근의 교통사고도 크게 줄여 줄 것이라 한다.

요금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낼 수도 있다. 지

운전자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한 수준이라 주행

금도 가끔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 오류를 보일

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

때가 있다. 일단 통과한 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

으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지 하이패스 메뉴에 들어가서 통행료 지불 서비스

있다. 실제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해본 결과

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카드가 잘못 꽂혀

안전성과 신속성 면에서 크게 만족스러웠다. 경

있거나 단말기 배터리가 없어서 통신장애가 올 경

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봐도 국토부에선 톨게이트

우에도 운전자들은 당황스럽다.

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통행 시간 단축(1,113억
원), 운행비용 절감(232억 원), 환경비용 절감(55억

하이패스 불편 개선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원) 등 연간 1,400억 원의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

다행히 2019년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생겼다.

대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단차로 하이패스와 달리
차로 폭(3.6m)이 본선과 같고, 측면 장애물이 없기

고속도로수납체계,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초점

에 사고 위험이 줄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현

하지만 우리의 고속도로 수납체계는 여기서 멈추

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 현금

지 않았다. 혹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

수납 차로를 개량한 것이어서 차로 폭(3.0m~3.5m)

먼지, 바이러스 변화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키려

이 좁아 통과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됐다. 한국

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다차로 하이패

고속도로 운영방침 또한 그렇다. 교통부문 온

스의 통과속도를 시속 80km로 조정했으며 이에

실가스 관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따라 차로당 통과용량이 최대 64% 증가하여 톨게

2017년까지 10년간 교통 분야에서 배출된 9.4억

이트 부근의 차량 지·정체도 크게 해소된 것으로

톤 중 94%가 도로 분야에서 배출됐을 정도로 차

평가된다. 다만 다차로 하이패스 통과 후 고속으

량의 배기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양이 크다. 지·

로 나들목 진입 시 차량전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정체를 줄이기만 해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만큼 나들목 제한속도 50km/h를 준수해야 한다.

스를 줄일 수 있다. 달리는 차량이 중간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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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고 무선
통신을 통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수납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해외에서는 2007년부터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대만, 호주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요금수납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과 장점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추진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수 있다.

영상인식(번호판 촬영) 기술을 활용해 모든 차량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 후 요금수납을 위해 연

정차 없이 통행료를 내는 차세대 요금수납체계이

결로를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없는 슬림형 나들목

다. 통행료 납부 방법은 하이패스 차량은 현행 하

설치로 건설비를 약 35% 절감할 수 있고, 무정차

이패스 방식으로 통행료를 자동 납부하고, 非하이

주행에 따른 교통 지정체 감소로 차로수 및 광장

패스 차량은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으로 후불 고지

부를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수천억 원의 국

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민 편익이 발생하고 국가 재정도 절감될 것이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시행하면 장점은 지금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요금징수를 위한

럼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시속

전용차로(톨게이트)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요금

30km 이하로 서행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는

소 공간이 없어지고 상당한 유휴부지가 생기게 된

점이다. 통행료 납부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차

다. 이 부지에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여

량의 매연 배출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도로에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주는 소규모 휴게시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스

설(졸음쉼터+푸드 트럭),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

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톨게이트에 정차할

설, 졸음쉼터, 물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필요가 없으므로 톨게이트 주변의 상습 정체가 해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운영수익을 높이는

소된다.

대안으로 팝업스토어(기업홍보, 상품판매), 지역특

또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보편화하면 요금소에

산물(기념품, 관광상품) 판매소, 장거리 통행자를 위

필요한 공사비와 인건비, 통행권 발권비 등을 중

한 할인마트 등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

도 미래 도로교통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복합에너

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차세대 요금수납체계 개

지 충전소, 교통조사를 위한 드론충전소, 하이패스

발로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다. 세계 각국의 미래

요금 충전소, 첨단도로교통 홍보관 등을 만드는 것

형 도로 건설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고 핵심기술

이다.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및 운영 노하우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에 수출할

바뀔지 스마트 톨링 사업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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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통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강화와 확충은 계속 고

첨단기술의 그림자

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첨단기술의 발전에 함께 발생하는 어려

민자 고속도로 역시 반발하고 있다. 하이패스 차

움과 난관 또한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로 도입 때 개량비용을 운영사가 부담했는데 스마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이

트 톨링 시스템이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

용했는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개인정보를

히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필요한 차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속도로 통행기록이

로 개량과 차적 조회시스템 등을 갖추려면 상당한

해킹 등으로 노출되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도로공사가 스마트 톨링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역시

전면 도입을 추진하던 시절에는 관련 비용만 전체

통행기록은 그대로 남게 되지만 스마트 톨링 시스

1,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도로공사가 자

템의 경우 하이패스 자료와 영상자료의 관련 데이

회사를 통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과 코로나19에

터들이 광범위하므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따른 각종 통행료 면제 등을 결정해 올해 실적 후

더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앞으로 4차 산

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 톨링 시

업이 발전하면서 가장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모

스템 구축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든 데이터의 보완 문제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모든 경제의 동향 파악과 사업 기획이 이루어지

일자리 감소의 부담

지만, 빅데이터 수집에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일자리의 감소이다. 우리

것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일 것이다. 국토교

가 예전 미래 상상화 그리기나 글짓기를 할 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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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한다고 했던

운 일자리들의 창출이 일어났다. 때문에 스마트

것이 생각난다. 작년 우리 딸아이가 과학의 날 미

톨링 시스템의 시행 이후에도 이 같은 일은 반복

래 상상 그리기 상을 타왔다면서 자랑을 했었다.

될 것이다. 여전히 필요할 수 있는 수납업무는 지

무엇을 그렸는지 물어보니 4학년밖에 안 된 어리

금보다 업무시간을 줄이고, 업무강도를 완화하면

게만 생각한 아이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4차

서 수납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업무와 이들

산업이 되면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미

에 대한 인력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재분배를 하는

래에 바뀌는 현실을 그렸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

노력을 한다면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의 감소

도, 의사 선생님도, 음식점 요리사도 줄거나 없어

는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장래 희망을 뭐로

본다.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하면 수납원을 없애고 무인계산방식으로 변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 발전의 신화 계속되길…

화한다는 것이 수납원들 전체의 일자리를 빼앗는

첨단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을

다는 것으로만 몰아선 안 될 것이다.

개선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수납체계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징

의 발전 역시 그렇다. 하이패스를 처음 사용했을

수원은 6,700여 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인위

때의 염려가 이제는 편리함으로 그리고 편리함 속

적 구조조정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라

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줄일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

시스템의 개발로 변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

과 충돌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면 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

2020년 6월부터 시행하려던 고속도로 무정차 요

갈 것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위한 사업

금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애초 계

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고속도로 수납체계의 발전

획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가입 여

이 IT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가는 멋진 모습이 될

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겠다던 계획에서 후퇴해 유인수납을 두기로 한 것

어두운 고속도로 위 다차로 하이패스를 보며 전보

이다.

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에 감

확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사전에 고

사하고 발전한 고속도로 수납시스템에 다시금 놀

속도로 영업소, 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감이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

생긴다.

은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말기 없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계획이

는 하이패스’인 셈이다. 운전자에게는 현행 방식

조금 수정되더라도 계속된 투자와 노력으로 세계

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 차로(하이패스 겸용)가 추가

속에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되는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의 신화가 이어지

하이패스 시스템의 도입 이후에도 인력의 감축이

길 바라본다.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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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인간의 삶을 연결하다
이상우 문화평론가

과거의 국경은 산, 강, 바다를 경계로 만들어졌다. 높은 산은 인간에게도 높은 벽이었지만 교통수단에는 더욱
큰 장벽이었다. 특히 기차가 산을 넘기 위해서는 스위치백(switchback)이나 인클라인(incline)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터널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곳을 직선으로 연결해 더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
었다.

고대 이집트인의 터널

로마제국, 도로에 터널을 놓다

인공적인 터널을 만들기 전부터 인류와 동물은 여

건조기후 지역에서 물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러 이유로 땅속의 구멍을 활용해 왔다. 맹수들의

요소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지하수를 적

위험을 피하고 더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 천연동

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굴을 이용하거나 이를 확장해 새로운 굴을 만들기

수로터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중동지역의 전형

도 했다.

적인 수로터널을 ‘카나트(Qanat)’라고 하는데, 현

이러한 원시적 형태의 터널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나트는 이란 동부 산악지대

함께 배수, 수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었다. 고

에 있는 ‘고나바드’라는 곳이다. 기원전 700~500

대 이집트인들은 꽤 높은 수준의 인공 터널을 건

년 무렵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길이

설했다. 기원전 3,000년경 건설된 이집트의 피라

33km에 427개의 우물이 뚫려 있다.

미드는 통로가 기반암 속으로 굴착되어 석실분묘

본격적인 터널의 확대는 교통의 발전과 함께 이뤄

까지 연결되어 있다.

졌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듯

물을 얻기 위한 수로나 저수조 공사에도 터널이

이, 로마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제국을 만들었다.

활용되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0세기 무렵부

로마인들은 도로 기술뿐만 아니라 터널 기술도 확

터 이미 수로터널을 뚫고,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

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터널 기술을 매우 높은 수

비해 지하 수조를 건설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터

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도로용 터널, 수로용 터널,

널 공법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집트인들은 암반

배수용 터널 등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나 터널을

주변에 홈을 파고 목재 쐐기를 박은 후 이를 물에

뚫었다. 유럽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아

적셔 팽창하는 힘으로 암반에 균열을 내거나 암반

피아 가도(Via Appia) 역시 상당 부분이 터널로 구

을 가열했다가 냉각시켜서 부수기도 했다. 또한

성되었다.

지하 저수조의 물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운반

로마제국이 멸망한 뒤,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했는데, 지형상 운하 건

대규모 터널 공사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 유

설이 불가능할 때는 터널을 건설하기도 했다.

럽에서는 성, 수도원, 교회 등의 내부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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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통로를 만들 때 주로 터널이 시공되었다. 대
규모 터널 공사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근대에 들
어서였다. 특히 18~19세기 철도 교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터널이 만들어졌다.
자연에서 발견한 실드 공법

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터널은 영국의 템스 터널이

터널 공사 때 굴착용 실드가 처음 사용된 템스 터널

©Flickr

최초다. 이 터널은 완성까지 18년이 소요될 만큼
까다로운 공사였다.

명한 스티븐슨은 영국의 리버풀-맨체스터 간 철도

템스 터널 공사에는 처음으로 터널 굴착용 실드가

를 건설했는데, 이 과정에 많은 철도용 터널이 만

사용되었는데, 이 기술은 마크 브루넬과 토머스

들어졌다. 이후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철도 건

코크레인이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아 발명되었다.

설이 급증하면서, 철도용 터널 역시 많이 늘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부두를 지나다가 우연히 배좀

미국 매사추세츠와 뉴욕 간 철도의 후삭 터널은

벌레조개(좀조개)가 정박한 나무배에 구멍을 뚫는

착공 21년 만인 1876년 9월 개통되었는데, 이 터

것을 보고 새로운 굴착 기술을 생각해냈다. 좀조

널에는 미국 최초로 압축공기 드릴과 니트로글리

개는 나무를 파낸 다음 몸에서 석회를 뿜어내 벽

세린이 사용되기도 했다.

에 발랐고, 벽이 단단해지면 다시 나무를 파내면

한편 유럽에서 알프스산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서 구멍을 만들었다.

이동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이었다. 이를 관통한

두 사람은 이를 템스 터널 공사에 응용했다. 즉,

최초의 터널이 바로 몽스니 터널이다. 이 터널에

앞에서 광부들이 터널을 파면 일단 나무 뼈대로

는 암반시추기 같은 새로운 굴착장비가 사용되어

보호하고, 뒤에서는 다른 노동자들이 벽돌이나 콘

속도와 효율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알프스산

크리트를 발라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것이

맥은 지반조사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측하

다. 이러한 실드 공법은 오늘날까지도 터널 공사

지 못한 변수들이 많았고, 따라서 공사 과정에 어

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후 대규모 터널 공

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사를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공법 덕분에 템스 터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철, 콘크리트 등 새로

널은 1843년 3월, 착공 18년 만에 개통했으며, 현

운 재료, 전기와 내연기관 같은 새로운 동력원, 그

재는 런던 지하철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리고 무엇보다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하면서 터널
건설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어

철도용 터널의 등장

서 20세기에는 지반조사 기술과 측정 기술, 첨단

철도용 터널은 기존의 운하 터널이나 광산 터널보

시공기계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

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이 시기에는 화약을 사용한

모 터널들이 잇따라 건설되었다. 터널은 오랫동안

발파가 일반화되었고, 터널 내 배수를 위해 증기

은밀하게 인간의 삶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새로

기관 펌프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차를 발

운 기술이 땅과 바다를 연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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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서비스가 열악한 지방 도시에서는 운전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수단 확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김재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혼자서 자유롭게 이동하려

•FUJITSU 모빌리티솔루션
사업본부 사업기획총괄부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이동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일본의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의 동향을 소개하고
자 한다.

초고령사회의 이동문제

일본은 2007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율은 28.1%(65세 이상 인구가
3,558만 명)인데 2036년에는 33.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로

(건) 500,000
400,000

413,800 421,190 5.0%
(404,817) (406,517)

65세 미만
65세 이상
면허반납률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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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59)

345,313
(3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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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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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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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일본의 운전면허반납 건수 및 반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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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늘면서 고령자의 운

이동지원 사례와 전동카트

전면허반납 건수는 2009년부터 10년간 5만 명에
서 40만 명으로 8배 증가하였다(그림 1).

이동지원사례

운전면허반납 건수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수단의 확보와 대중교

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높지 않다. 65세 이상 고령

통의 활성화·재생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특구 등의

운전자 2.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5.2% 수준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이동이 곤란한 고령자를 지원

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버스나 택시 이용 시 운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1). 고령자가 자유롭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운전경력증

게 이동할 수 있는 자주운전형인 Safety Support

명서를 제시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

Car/Safety Support Car S와 초소형 모빌리티의

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 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
지는 탓에 운전면허 반납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버
스노선의 폐선 및 감편이 이루어지는 지방 도시에
서는 운전면허 반납 후 이동수단 확보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일본 정부와 지자체, 자동차 제조업체, 교통사

■

S
 afety Support Car/Safety Support Car S : 일본 자동
차 제조업체는 신차의 약 80%가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90%에 도달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경찰청 등에서는
Safety Support Car/Safety Support Car S를 대상으로 운전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한정된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2019년에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
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검토가 중단된 상황이다.

업자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 1•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사례

자주
운전형

수단과 주요 목적

내용·특징

Safety Support Car/Safety
Support Car S
(선진안전기술을 활용한 사
고방지)

•Safety Support Car : 선진안전기술인 충돌피해경감 브
레이크를 탑재한 차량
•Safety Support Car S : 충돌피해경감 브레이크와 브레
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초소형 모빌리티
(관광산업활성화 등)

•경자동차보다 작은 크기의 이동수단으로 최고속도는
80km/h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영역

•교통약자도 운전이 가능하고, 보통운전면허가 없이 한정면허 등으로 운전이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개발

자율주행카트
(대중교통의 대체수단)

•자율주행카드가 전기유도선 위를 주행

•주행경로가 정해져 있음
•운행시간에 맞춰야 함

•이용자와 차량을 매칭하는 차량배차서비스

•이용지역이 한정되어 있음
•사전예약이 필요함

라이드쉐어
운전 (대중교통의 대체수단)
위탁형 디맨드교통
(대중교통의 대체수단)
합승택시(혼잡완화,
운전기사 부족 해소)

보통면허

보급을 위한 과제 등

필요

•Safety Support Car 한정면허
도입을 검토
•신차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큼
•비교적 고가(약 80만 엔)
•개인소유 불가

불필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서비스(Demand
Responsive Transit, DRT)

•합승하기 때문에 우회가 발생
•사전예약이 필요함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복수의 승객을 매칭하는 서비스
(현재는 불법이지만, 법개정을 검토 중)

•합승하기 때문에 우회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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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소형 모빌리티 : 오토바이 이상, 경차 이하의 크기로 승차
정원이 2명 이하의 차량으로 최고속도는 60~80km이다. 친
환경 차량이지만,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차량 성능과 쾌적성
등을 포함하여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80만 엔
정도). 또한, 실증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제
도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관광이나 업무·공무
목적으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에 전동휠체어(시니어카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
고 연간 약 2~3만 대 정도를 보급해 왔지만, 2000
년을 정점으로 보급대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동휠
체어를 운전하는 데 운전면허는 필요 없지만, 「도
로교통법」상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되어 있고,
경사와 단차가 많은 일본의 도로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이 적어지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 이

초고령사회에 요구되는 이동의 시점

용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로

〈표 1〉과 같이 현재의 자주운전형은 고령자가 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

전면허를 반납한 후에 자유롭게 이동하기에는 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2, 그림 3).

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규격을 창설하여 초소형 모빌리티
의 가격과 법제도 정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발

하다. 초소형 모빌리티의 최고속도는 60~80km/h
이지만, 최고속도를 자전거 수준인 20~30km/h로

로뎀(RODEM)

낮추면 안전장비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차량

전동휠체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쿠오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는

카현 무나카타시에 있는 주식회사 템자크(Tmsuk)

개인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차량 속도를 중속화하

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능력을 보조하는 모빌

여 버스 전용차선과 자전거 전용차선을 주행할 수

리티 로봇 로뎀(RODEM)을 개발하였다. 로뎀은 처

있게 하면 안정감도 높아질 것이다.

음에 병원이나 간호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검
토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용자층을 확대하여 건

전동휠체어의 보급 현황

강한 사람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자주운전형 이동수단으로 초소형 모빌리티 이외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 있다(그림 4).

35,717
대
27,366
대
21,597
대 19,449
대

21,230
대
14,800
대

24,772
대

3,400
대
1985

그림 2•일본의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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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그림 3•일본의 전동휠체어 출하 대수

2010

2015

2020

일본의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침대에서 내려 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이용자가 쉽게 탑승할 수 있게 좌석을 낮추고, 주행 중에는
보행자와 같은 눈높이가 되도록 좌석의 뒷부분을 높게 설계
•앞바퀴에 붙어 있는 작은 바퀴를 옆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하
여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회전이 가능하도
록 설계
•차량에 관광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탑재하여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
•전면부에 조이스틱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
도록 설계
•자율주행기술도 적용하여 장애물을 검지하여 자동으로 멈
추거나 신호가 있는 곳에서 적신호를 인식하여 정지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설계

국어 번역을 해주는 태블릿을 탑재하였다. 다음 해
에 실시된 도쿄의 실증실험에서는 동영상이나 음
성 대화를 통해 마루노우치의 유명 건축물과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하여 레스토랑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하였다(그림 5).
교토와 도쿄에서 실시된 실증실험에서 로뎀
(RODEM)의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승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서비스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

로뎀(RODEM)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은 2018년
7월에 교토의 대표 관광지인 아라시야마와 2019
년 3월에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실시되었다. 교토
의 실증실험에서는 수학여행단과 외국인 관광객

•응답자의 60∼70%가 1∼2시간 정도의 단거리 이동에 이용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는 AR(증강현실)의 주변 명소 안내
및 경로 안내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은 One-way 이용기능, 자율주행기능,
화물운반기능
•이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은 귀여운 색의 원형 차량

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하고, 주변 지리를 잘 알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 명소, 경로 안내, 다

주식회사 템자크(Tmsuk)는 이번 설문조사의 의견

그림 4•모빌리티 로봇 로뎀(RODEM)

그림 5•로뎀(RODEM)의 실증실험(교토,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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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고령자용 전동 킥보드와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의 월정액 서비스

을 반영하여 조작성과 승차감 등을 더 낫게 하면

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서 One-way 이용 후 충전장소까지 자율주행으로

수 있도록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과 공유 퍼스널

반납하는 기능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

모빌리티의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의 최고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교토시와 함께 국

MOU를 체결하였다.

가전략특구인 「퍼스널 모빌리티 특구」를 신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도와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영역 창

대표하는 이동수단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일본에

설,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EU 기준을 참고로 하여

서는 〈그림 6〉과 같이 고령자를 위한 전동 킥보드

시속 15km까지 상향, 차량보안기준의 간소화를

를 개발하고, 월정액 요금제를 적용한 자율주행서

추진하고 있다.

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층을 넓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 지자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업계가 협력하여 퍼스널 모

맺음말

빌리티의 종류와 요금제를 다양화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차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에 노

일본의 퍼스널 모빌리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

출처
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2.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3. 내각부 『고령사회백서』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index-w.html/
4. 주식회사 템자크(Tmsuk) 홈페이지, https://www.tmsuk.co.jp/
5. LUUP 홈페이지, https://luup.sc/
6. ZMP 홈페이지, https://www.zmp.co.jp/
7. 공익재단법인 일본자동차교육진흥재단, Traffi-Cation, No.5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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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축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
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

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설법」 개정, 2010.8월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

인증이 취소될 경우,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

고시하도록 하였다.

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2020.10.5.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
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109년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탈바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11개 철도노선을 중심으

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로 하루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통의 허브이자 일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노후화된 물

자리·문화 등이 어우러진 수도권 동북부 최대 광역중

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

심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

센터로 인증받으면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

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

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합구상안”을 발표했다.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 금융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은 GTX(수도권광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역급행철도) B, C노선 개통과 함께 광역교통의 핵심 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절점이 될 청량리역의 위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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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획기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문화·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

거가 어우러지는 동북권 광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마

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 일반

련됐다. 본 구상안은 GTX의 개통을 계기로 이러한 문

국도 약 1만4천㎞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

제점들을 해결하고, 동북권의 교통·경제·생활 중심지

획이라고 밝혔다.

로 성장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

동북권 유일의 ‘GTX-환승Triangle’인 청량리역에 혁

하였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

신적인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GTX B,

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은 노선 간 별도의 이동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없이 동일 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골격인 GTX의

주요 도심 등 약 6천㎞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GTX를 중심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

한 혁신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한다. 1호선, 지상

가 구축되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

철도(분당선 등),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GTX로

으로 기대된다.

의 환승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량리역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의 대중교통 체계는 GTX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

다. 광역환승센터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의

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

균형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광역교통·경제·생활 중

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기능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
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
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
이터(Point Cloud), 사진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 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

자료 |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109년 청량리역, 수도권 광역
교통 허브로 탈바꿈”, 2020.10.27.

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
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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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

앞당긴다

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

2019년 말 고속국도 전구간 구축완료, 올해부터 일

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반국도로 구축범위 확대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

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였다.

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2018년 3월부터 국

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자료 |	국토교통부, “정밀도로지도’구축 확대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긴다”, 2020.10.2.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
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
공 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

국토교통부

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세요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
or.kr)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
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
인하세요”, 2020.10.9.

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
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추가 운행

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
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

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

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협업하여 지난 9

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월부터 지방비 편성, 전세버스 수급 등 증차운행 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가 완료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시

먼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작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남 분당에서 서울로 운행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하는 6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9월 14일부터 증차운

을 주기 위하여 구매예정 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

행을 시작하였으며, 수원 영통·호매실, 용인 수지에

을 표기하였다. 또한,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서 서울로 운행하는 4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0월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하였다.

부터 증차운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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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

도 증차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

지난 9월 증차운행을 시작한 화성시·성남시 사례의

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평균 배차간격이 증차운행 이

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

전과 비교해서 6분가량 감소(20분 → 14분)한 것으로

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상습

분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11개 노선 전체로 보면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출퇴근 시간대 좌석 공급량이 약 30% 증대될 것으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이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

로 예상되는 등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통하여 적은 비

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용으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

등 광역급행버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

기대된다.

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자료 |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
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2020.10.16.

국토교통부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
외하기로 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
년 연장한다”, 2020.10.7.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

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부천·

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

인천서 실증테스트

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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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전기·수소차 감면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

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이다. 전기·

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

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

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

적으로 도입(2017. 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

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

나,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

기 위하여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인 도

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

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에

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하여 주차할 수 있

둘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

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

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이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

발ㆍ제작되었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

받았다.

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에서 2

정부는 이 전략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주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

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4대 목표는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2025년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국내 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

급을 위한 수요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

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만 대, 이차전지 매출 50조 원 달성 ▲2022년 세계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024년 레벨4 일부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실증특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천 개를 미래차로 전환

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

(~2030년) 등이다.

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 차량이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

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

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

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

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하는 문콕 문제도 해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주요내용을 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인

자료 |	국토교통부, “스마트 무인 주차시대가 온다”, 2020.10.16.

사회시스템을 실현한다. 편의 면에서 전기차 충전기
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

산업통상자원부

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

5년 뒤 전기차 가격 싸진다, 휴대폰처럼 쉽게 충전

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콘센트 중심

정부,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발표, 전기·수소

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 133만 대 보급 목표

수소충전기는 2020년 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운
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가격이 2025년

축·운영하며, 기타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행될 예정이

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다.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
게 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130만대 이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 원 싸진다…
휴대폰처럼 쉽게 충전”, 2020.10.30.

의 수요를 창출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경제부총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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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오륙도선은 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도시철도 2호
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

에 이르는 총연장 5.15km에 달하는 노선으로 이번
앞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에 승인된 오륙도선(실증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 경

있게 된다. 버스 후면에 설치된 거치대에 자전거를

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까지

실을 수 있어 자전거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버스를

1.9km이며, 정거장 5개소와 부산환경공단 내 차량

탈 수 있게 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크게 향상

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사업으로 오륙

서울시는 10월 26일부터 2개 월간 차량 자전거 거치

도선(실증노선)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총사업비는 487

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

억 원, 2023년 준공 예정이다. 부산시는 오륙도선(실

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노선을 탑승하는 자전거 이

증노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

용자는 버스 후면에 장착된 자전거 거치대를 통해 자

하였다. 국토부는 전문연구기관 검토와 중앙 관계부

전거를 거치하거나 차량 내에 자전거를 반입하여 시

처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

내버스에 승차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한강·청

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

계천·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요관광

는 첫 트램사업 기본계획으로 부산도시철도 오륙도

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시

선이 ‘대한민국 1호 트램’일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가

민 이용 편의를 위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폐지된 1968년 이후 약 50년만에 다시 도입되는 트

전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모든 시간대

램 건설계획 승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020.10.29.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내버스 5개 노선 자전거 승차 시범
운행…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2020.10.23.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실증노선) 기본계획

영종국제도시에 ‘I-MOD 버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국토부 승인
인천광역시가 영종국제도시에 앱으로 호출하는 실

074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과 이기대어귀

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I-MOD(아이모드) 버

삼거리를 잇는 저상트램 오륙도선(실증노선)이 본격

스’를 10월 26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

‘I-MOD(아이모드)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이 원

역교통위원회가 오륙도선(실증노선) 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호출하여 버스노선과

했다고 밝혔다.

관계없이 가고 싶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다.

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가 11

인천시는 민간의 주도로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월 수원·용인·화성에서 운행을 개시했다. ‘경기 프리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확산을 효

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이용객의 대중교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0년 국토교통부 스마

통 이용 전환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신개념 교통서비

트시티 챌린지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현대자동차

스다.

컨소시엄과 함께 기존의 I-MOD(Incheon-Mobility On

프리미엄버스의 첫 번째 특징은 ‘좌석 예약제’다. 철

Demand), I-ZET(Incheon-Zero Emission Transportion)

도나 항공, 시외버스처럼 ‘모바일 예약전용 앱(APP)’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한 대

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환승가능)로

중교통 여정계획 정보와 통합결제 서비스를 제공하

현장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근 시 불

는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 서비스」 구

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입석 없이 편안히 앉아

현을 위해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등형 차

하고 있다.

량 도입’이다. 노선별로 2대의 28~31인승 우등형 버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스를 투입해 더 넓은 좌석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영종국제도시의 불편한 대

동할 수 있게 했다. 세 번째 특징은 ‘급행화’다. 보다

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자동차 컨소시엄과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류소를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 I-MOD,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소화,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스킵 앤 스탑(Skip &

I-ZET 서비스를 실증한 바 있다.

Stop)’ 방식을 도입했다. 네 번째 특징은 포스트 코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개 월간의 실증

나 시대를 대비해 비접촉식(Untact) 요금결제가 가능

기간 동안 영종 시민의 12%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한 ‘태그리스(Tagless)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은 5분, 이

광역버스에 이 같은 비대면·비접촉 서비스를 제공하

동시간은 15분이 줄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

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설

자의 91%가 서비스에 만족하여 새로운 스마트 모빌

치된 비콘(Beacon)이 승객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

리티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

호를 감지해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 교통카드 단말

인할 수 있었다.

기에 별도의 태그 행위 없이 자동으로 버스 요금이

자료 |	인천광역시, “영종국제도시에 ‘I-MOD 버스’가 다시 돌아옵
니다!”, 2020.10.25.

결제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회원제로 운영한다. 모바일 앱
미리(MiRi)를 내려받아 회원 등록 후 탑승하려는 노선

경기도

어플로 좌석 예약하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과 좌석을 미리 예약하면 된다. 매월 25일마다 다음
달 예약좌석이 풀릴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
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출근 오전 6~9시, 퇴근 오후

일반 광역버스보다 넓고, 빠르고, 편리한 더 높은 수

5~10시)대에만 운행한다. 운임은 평일 출퇴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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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한다는 점,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 1

서비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까지

회 당 3,050원이다.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환

의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인식에 의존하고 있어 우회

승요금제가 적용된다.

전 시 보행 신호 인식 문제, 비보호 좌회전ㆍ유턴 정

자료 |	경기도, “‘어플로 좌석 예약’ 경기 프리미엄버스, 내달 2일부
터 운행 개시”, 2020.10.28.

도로교통공단

보에 대한 부재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실시간 신호등 교
통신호 정보만으로 교차로 주행 성공”, 2020.10.28.

자율주행차, 실시간 신호등 교통신호
정보만으로 교차로 주행 성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래 최초로 주차장 예약서비스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이동통신(LTE) 방법으로 신호등 실
시간 상태를 전달받은 자율주행차가 카메라 도움 없

11월 1일부터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이 교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실증했다고

여객들은 ‘장기주차장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주차

밝혔다.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는 주차편의 개선을 위해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초로

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방법과 제공받은 정보를

주차장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용해 자율주행차가 교차로에서 직진, 비보호 시 좌

장기주차장 사전예약 서비스는 3일 이상 주차하는

회전, 유턴 그리고 우회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

여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주차

는지를 검증했다.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은 교차

장 이용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주차예약서비스 홈

로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에서 LTE 모뎀을 통해

페이지(http://parking.airport.kr/re90serve)에서 가능하

공단의 신호허브센터로 전송한 뒤, 이를 다시 자율주

다. 예약 가능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예약 서비스 운

행차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예약 후 주차장을 이용하지

실증 결과 교통신호 정보 전송 시 최대 오차는 0.1

않는 경우가 1년에 2회 이상 반복되면 3개월 동안 예

초 이내였으며, 자율주행차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

약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사전

으로 교차로 모든 통행경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

예약 가능한 주차면수는 제1여객터미널 1,381면, 제

을 확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공단은 자율주행차가

2여객터미널 935면 총 2,316면이다.

LTE 환경에서 지연시간 없이 신호정보를 활용해 주
행, 신호등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달해 한계가 많
은 영상인식 방법보다 완벽한 주행 가능성을 확인했
다. 우리나라는 전국 LTE망이 상용화돼 있어 이를 통
해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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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11월 1일(일)부터 개항이래
최초로 주차장 예약서비스 실시!!”,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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