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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통부문 한국판 뉴딜,
이렇게 추진하자

예충열 단장
한국교통연구원
국정과제지원연구단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대전환
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을 토대
로 디지털 뉴딜사업과 그린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된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한 번에 완성되
어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구체적인 세
부사업을 만들어 가는 진행형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부문별로 관련 전
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물류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판 뉴딜
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과
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교통부문의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방
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필수 모빌리티가 유지되고 노동과 고용이 보호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모빌리티는 크게 억제되고 있고, 위축된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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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한국판 뉴딜, 이렇게 추진하자

교통부문의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서 민간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 물류사업은 거의 민간기업이 이행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뉴딜사업의 구
상 단계에서부터 계획, 시행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수요는 운송사업체의 경영애로와 함께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감염병에 강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운송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종사자
의 안전과 고용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
을 지원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교육, 원격진료,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하는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과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차단, 방역물품의 조달 등에서 시장의 기능
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들은 성공 여부와 수익성이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는 어려우므
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의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 GPS, CPU, 액정화면, 한국형 전전자교
환기 등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었는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동반되었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뉴딜사업이 공간적으로 실제 구현되는 지역의
참여와 협조도 중요하다. 교통부문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는 민간의 역할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스마트 물류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
행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딜사업의 구상에서부터 계획, 시행과 운영의 모
든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지역이 추구하는 산업과
서비스와도 부합해야 하므로 지방정부와 경제주체가 같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정책 및 탄소배출량 관리정책과 조화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사업에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스마트시
티의 교통 솔루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뉴딜사업에는 전기차, 수소차, 그
리고 충전인프라 등의 그린 모빌리티 사업이 들어 있다. 각각의 사업은 구체적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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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에서 교통부문 프로젝트는 특정 기관이나 교통 전문가들만의 노
력으로는 완성하기 어렵다. 에너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과의
긴밀한 융합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통체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의 대전환이 될 수 있는 K-모빌리티
뉴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계별 이행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미래의 모빌리티 구성, 자
동차 관련 산업의 전환정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믹스와 생
산-보관-공급-사용에 이르는 全주기(Well-to-Wheel)에 대한 계획과 부합하여야 한
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통행량 감축과 수단전환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미래의 교통인프라와 차량, 서비스, 에너지, 그리고 노동문제 전체를 아우르
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통부문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반시설과 차량 등 하드웨어 위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빌리티는 결국 이러한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현되
어야 하며 모든 교통수단과 서비스가 이용자 관점에서 결합하는 통합모빌리티 서비
스로 엮어져야 한다. 대중교통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
수단),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대응형 서비스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통합모
빌리티 서비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빅데이터와 AI, 모
바일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모빌리티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
유 모빌리티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대응형 서비스부터 시작하면서
기존 종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특정 기관이나 교통 전문가들만의 노력으
로는 완성하기 어렵다. 에너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과의 긴
밀한 융합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통체계는 코로나19를 계
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의 대전환이 될 수 있는 K-모빌리티
뉴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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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교통 12월호 특집은 지난 10월 한 달간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판 뉴
딜정책 추진방안’ 연속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이번 연속세
미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교통물류 부문 추진방안 논의와 함께 추가과제 발굴을 통한 정
부정책 추진 지원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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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정책 교통물류 분야 추진방안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당면 과제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현재의 승용차 위주
의 소형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에서 중대형 차량으로까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단만이라도 친환경화를 완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의 종합 한국형 뉴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
년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
다. 그린 뉴딜은 사회경제 생태계의 친환경·탈탄소로의 전환을, 디지털 뉴딜
은 디지털 혁신과 사회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경제시스템의 전환을 각각 지향
하고 있다. 수송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그린 뉴딜이며, 그 핵심과
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기존의 보
급전략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통행행태 및 통행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 발병 초기에는 사람들 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모임의 감소, 재택
근무 활성화 등으로 인해 총통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우려로 대중
교통수단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단계별 대응에
따라 통행량은 변화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여
전히 발생 전과 비교해 완전한 회복을 못 하였고, 승용차 통행은 상당량 회복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에서 ‘보건(위생)’은 현
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박상준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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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추세인데, 맥킨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그림 3> 참조)
통행수단 선택에서 ‘감염위험’이 이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집 ➊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당면 과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비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2+1
정
책
방
향

그린 뉴딜

산업·기술
융복합·혁신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사람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제도 개선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재정 투자
新시장·수요 창출 마중물
10대 대표과제

추
진
과
제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➊ 데이터 댐
➋ 지능형 정부
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➍ 그린 스마트 스쿨
➎ 디지털 트윈
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➐ 스마트 그린산단

➑ 그린 리모델링
➒ 그린 에너지
➓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체 28개 과제
디지털 뉴딜(총 12개)

그린 뉴딜(총 8개)
안전망 강화(총 8개)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그림1•그린 모빌리티 확대 전략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많이 배출”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2020년

성과지표
전기차 보급 대수

9.1만대 (2019년)

2022년
43만대

수소차 보급 대수

0.5만대 (2019년)

6.7만대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106만대

172만대

1.5만대

6만대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2025년
113만대
20만대
222만대 (2024년)
15만대

자료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그림2•수송부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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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the risk of infection has become the primary reason for the choice of
a mode of transportation.
Key reasons to choose a mode of transportation, rank
Business and commuting trips

Private trips

Pre-COVID-19

Pre-COVID-19

Today

Today

자료 : McKinsey&Company, Five COVID-19 aftershocks reshaping mobility’s future , 2020.9.

그림3•수단선택 시 감염위험 요인의 중요성

그린 뉴딜 관련 해외 동향

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그린 뉴딜과 관련한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기

인 대응이 가속화하고 있다.

후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Climate Crisis)’라는 용어 사용이 지난해부터 빈

지속해서 기존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관련 정

번해지고 있으며, 2020년에 들어서는 탄소배출 중

부계획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 발표된 정부계획에

립이라고 표현되는 넷제로(Net-Zero)에 대한 주

서 2030년에는 전기자동차 300만 대, 수소전기차

요국들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86만 대 보급이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

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중국마저 2060

고 있다. 정부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

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

급계획은 현재까지는 잘 추진된다고 평가할 수 있

구적 역할에 동참하였고,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

지만, 정부재정인 보조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것

표1•유럽 및 북미 주요 국가 Net-Zero 목표 시기
국가

기준 대상

목표 시기

비고

영국

GHGs

2050

기후변화 법 제정

유럽 연합

GHGs

2050

유럽위원회에 제안

프랑스

GHGs

2050

아직 입법화되지 않음
입법 초안 작성 중

뉴질랜드

To Decide

2050

미국(캘리포니아)

Unclear

2045

행정명령

스웨덴

GHGs

2045

법률 제정

덴마크

Unclear

2050

법률 제정

노르웨이

GHGs

2030

구속력 있음

자료 : Committee on Climate Change in UK, Net Zero–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 2019.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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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국내 친환경차 보급 현황(단위 : 대)
구분

2000

휘발유

7,214,028

59.8%

7,800,253

50.7%

8,907,069

49.6% 9,808,633

경유

3,594,065

29.8%

5,650,004

36.7%

6,483,423

36.1%

엘피지

1,214,079

10.1%

1,889,593

12.3%

2,443,575

6

0.0%

5

0.0%

66

전기

비중

수소

비사업용
총
계

사업용
계

비중

0.0%

하이브리드
기타

2005

0.3%

비중

0.0%

0.0%
37,142

2010

56,860

2015

비중

2020.8

비중

46.7%

11,282,383

46.8%

8,622,179

41.1%

9,970,770

41.3%

13.6%

2,257,447

10.8%

1,995,117

8.3%

0.0%

5,712

0.0%

118,034

0.5%

0.0%

29

0.0%

8,911

0.0%

0.0%

19,167

0.1%

174,620

0.8%

595,412

2.5%

0.4%

88,056

0.5%

121,265

0.6%

159,782

0.7%

11,439,415

14,612,750

16,967,285

19,700,126

619,905

783,965

974,071

1,289,759

22,408,043
1,722,366

12,059,320

15,396,715

17,941,356

20,989,885

24,130,409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이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한

할 것이며, 전국적인 인프라 및 운영기반을 선제

시적인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국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

현재 정부가 설정한 보급계획을 보다 강화해야 하

이다.

는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대중교통수단만이
라도 친환경화를 완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당면 과제

진할 필요가 있다. 즉, 운송시장에서 대중교통수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단 및 인프라에 대한 친환경화를 완료하여 전국적

과제는 현재의 승용차 위주의 소형차량에 대한 친

인 친환경차량 운행 및 충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차 보급에서 중대형 차량으로까지 대상과 범

더 효과적이다. 또한 배출원단위가 큰 화물차량에

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대형 차량으로

대해서도 단계적인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 로드

구성된 화물차와 버스는 아직 기술개발 측면에서

맵을 수립하여 그린 모빌리티 운영 기반을 강화할

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비용에서도 높은

필요가 있다.

장벽이 존재하여 보급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마지막으로, 수송용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이 성

을 고려하여 연계 서비스 창출 및 시장을 형성하

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차량의 내구연한을 고려

여야 한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운행하기 위한

하면 우리가 접하는, 다시 말해 도로에서 굴러다

에너지 생산·수송과 관련해 수송서비스와 연계된

니는 내연기관 차량은 2040년에도 여전히 절반을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은 그린 모빌리티 확대에 크

차지할 것이며, 2050년에도 약 20% 정도가 도로

게 이바지할 것이며, 향후 친환경차 위주로의 전

위에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에서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내연기관차 관련 부

이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정

품업체 및 운송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나름

부는 기술개발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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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일반 자동차의 전기동력화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말하는 e-Mobility는
기존 전기자동차보다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의해 구현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하는 1~2인의 이
동수단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개 이후, 우리 사회는 혁신적인 기술발달과 급변하
는 사회환경으로 마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이
러한 변화는 교통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 속
에서 실제 체험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새로운 변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스마트 모빌리티’이고
‘e-Mobility’이다. 물론 자율주행차,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로
서의 이동수단), 드론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들 요소도 ‘e-Mobility 기
반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주요 기능이면서 구성 요소로도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e-Mobility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교통부문의 새로운 변화를 이
끌어가는 주류 서비스이자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e-Mobility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이해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존의 교통체계와 스마트 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되면
서 더 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된 미래 교통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이다. 또한 일
반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람과 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이동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스마트시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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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인프라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방점이 있다. 본

특집 ➋ E-Mobility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원고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

은 교통시스템은 화석연료 기반의 동력에서 전기

하고자 한다.

및 수소전기 동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일
반 자동차의 전기동력화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 일

“첨단 정보통신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선호도(Preference)에 기반해 맞춤화(Customized)된 교통

있지만,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말하는 e-Mobility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과 효

는 기존 전기자동차보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창출을 통한

(Personal Mobility)에 의해 구현될 것으로 보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 개념”

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지칭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거 및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하는 1~2인의 이동

핵심요소 및 기능을 살펴보면 공유, 전기동력, 자

수단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율주행, 개인맞춤형, C-ITS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크게 4가지 역할(공

있으며 이러한 핵심요소 및 기능의 기본 특성은

유기반의 Fist & Last Mile 통행, 생활권 내부통행,

‘e-mobility’를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단지 내 중단거리 통행, 그리고 공원 및 지

e-Mobility는 미래 교통서비스 및 체계를 구현하

역관광투어와 연계된 레저통행)을 담당하며, 스마

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트 모빌리티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
으로 보인다.

e-Mobility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교통서비스 혹

(2020년 12월 10일 시행) 자전거와 동등한 법적

기존
교통수단

전기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자료 : 서울연구원 발표자료(김원호)

그림1•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스마트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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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 Last Mile 통행

생활권 내부통행

대규모 단지 내 중단거리 통행

공원 및 지역관광투어와 연계된 레저통행

그림2•개인형 이동수단의 역할 및 서비스 형태

정의를 갖게 되었고, 자전거도로 이용, 운전면허

의 미래 교통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면제, 그리고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되

보인다. 또한 e-Mobility는 미래 교통서비스 및 체

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따

계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대여 전동킥보드의 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별한 반납 및 주차 등으로 보행환경이 악화하는

많이 있다.

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우선 e-Mobility 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맞춤화, 선

또 하나의 e-Mobility 기반 개인형 이동수단은 초

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생활권 통행 및 First/

소형 전기차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Last mile 통행수단/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달리 1~2인용 전기차로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다. 또한 e-Mobility 기반 물류서비스 체계 개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연계 및 공유 서비

과 Micro e-Mobility를 위한 인프라 및 주행여건

스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불필요하게 승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승용차와 다

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공공 및 복지서비스, 작은

른 특성을 고려한 e-Mobility의 서비스 체계와 이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우편배달 및 물류서비스를

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며, e-Mobility

담당하기에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서비스이다.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

마치며

당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첨단 정보통신 혁신

마지막으로 e-Mobility 수단/서비스가 증가함에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따라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

(Preference)에 맞는 이른바 맞춤(Customized)

련하고, 전기 생산/충전의 친환경성 확보 및 효율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우리

성 증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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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온실가스·미세먼지
저배출 전환
화물차로 인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노후 정
도,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기술확보 수준과 기술별
특징을 고려하여 소형 노후화물차는 무공해 신차(전기)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
대형 노후화물차는 단기적으로는 CNG, LNG 등의 저공해 신차 전환을, 중장기
적으로는 전기, 수소 등의 무공해 신차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 종종 듣는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생기는 환경오염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호흡
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 섞여 오존층
을 파괴하는 등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있다. 비록 이 둘의 직접
적인 피해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물질을 모
두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변화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는 화물자동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이동 오염원 중 화물자동차의 비중은 15.7%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PM10) 배출량은 68.4%1),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43.7%2)를 차지하고 있
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자동차를 줄이고 전
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점차 늘리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
허성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1)	2017 기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	2017 기준, 유종별 온실가스배출량 비중(교통온실가스관리시스템) 및 자동차등록현황(국토교통부) 활용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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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승용차 부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급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기술이 일찍부터 개발 및 적용되어 하이브리드 →

현재 정부 지원정책의 핵심은 노후화된 경유 화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전기차 등의 단계를 거치

차를 폐차하고 신규 구매자동차 중 전기나 연료전

며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줄어들고 있다.

지(수소) 화물차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

현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2019년을 기준으

해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

3)

로 전기 승용차 등록 대수가 9만 대를 넘었으며

이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수소 승용차도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하지

화물자동차의 보급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 화물자동차 분야는 기술개발 및 보급 환경 구

장기적 관점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

축이 상대적으로 늦어 소형 전기화물차의 양산형

이라는 데에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모델이 이제 시판되기 시작하였고 중대형 수소화

첫째, 이를 위한 기술 대안이 취약하고, 둘째, 시장

물차는 개발 완료와 함께 시범 운행하며 시장 출

의 60~75%4)를 차지하고 있는 非노후 화물자동차

시를 엿보고 있다.

(2008년 이후 생산, EURO4 수준 이상)로 인한 미

친환경 화물트럭의 기술적 대안은 에너지원에 따

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

라 <표 1>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술별로

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LPG, LNG/CNG와 같

할 수 있다.

은 기술은 온실가스보다 미세먼지 저감이 우수하

특히 非노후 화물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 문제를

지만, HEV(하이브리드) 기술은 미세먼지보다 온

해결하기 위해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더 높고 EV, FCEV 기술

불구하고 무공해 화물자동차로 전환하게 되면 거

들은 둘 다 저감이 가능하다. 가격과 인프라 측면

시적 관점에서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에서도 기술별로 차이가 있어 각 대안의 시장 보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량의 생

표1•친환경 화물트럭 기술대안별 주요 장·단점 및 기술현황
구분

장점

단점

기술현황
소형(~1톤)

중형(~5톤)

대형(5톤~)

LPG(액화석유가스)

미세먼지 저감 우수

온실가스 저감 상대적 미비

○

○

×

LNG·CNG(액화천연
가스, 압축천연가스)

미세먼지 저감 우수

연료 인프라 필요

○

○

○

HEV(하이브리드)

미세먼지, 온실가스 동시 저감

저감량 상대적 부족

○

△

△

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운행 부문 배출 제로화 일부 실현 차량 중량, 비용 증가

○

△

×

EV(전기)

운행 부문 배출 제로화 실현

충전시간, 완충주행거리 생산단계 배출

○

△

×

높은 비용 생산단계 배출

×

△

○

FCEV(연료전지(수소)) 운행 부문 배출 제로화 실현
주 : ○(기술개발 완료/실용화), △(기술개발 중), ×(확인 불가)

3)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2019), 2019년 12월 말 보조금 접수대수기준, https://www.ev.or.kr/portal/localInfo
4)	소형 75%, 중형 58%, 대형 59%, 자동차 등록 대수(2020.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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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t CO2-eq)
40
35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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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5
0

전기차

내연기관

HEV

Vehicle cycle - components and fluids
Vehicle cycle - assembly, disposal and recycling
Vehicle cycle - batteries (65kg CO2-eq/kWh)
Well-to-tank fuel cycle
Tank-to-wheel fuel cycle
Additional emissions with 100kg CO2-eq/kWh battery manufacturing

PHEV
Variability relative
to vehicle size

FCEV

생산단계
배출량

자료 : IEA, Global EV outlook 2020 , 재가공

그림1•주요 친환경트럭 기술대안별 생애주기 중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표2•온실가스·미세먼지 저배출 전환을 위한 복합적 대응방안
구분
소형

중대형

노후

非노후

정책 지원

무공해 신차(전기) 전환 유도

저공해 개조
(하이브리드, LPG) 지원

•차량 전환 지원
- 구매비용, 개조비용 지원
- 무공해트럭(전기, 수소) 양산기술확보 지원

[단기] 저공해 신차(CNG, LNG) 전환 유도
[중장기] 무공해 신차(전기, 수소) 전환 유도

저공해 개조
(CNG, LNG) 지원

•인센티브/규제 마련
- 운송용 전기, 수소 등 연료비용 세제 및 보조금 개편
- 물류기업, 화물차주 저배출화 관리 및 지원

산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온실가스, 미세먼지가 있

전기, 수소 등의 무공해 신차로의 전환을 유도해

는데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무공해 차량을 생산하

야 한다. 또한 아직 노후화하지 않았거나 장래에

기 위해 다시 생산단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팔리게 될 화물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나 LPG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공해 개조(소형), LNG/CNG 개조(중대형) 등을

따라서 향후 화물차로 인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

지원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최선을

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다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

같이 차량의 노후 정도,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

에서 구매비용, 개조비용 지원과 함께 좀 더 나은

책을 펼쳐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술확보를 위한 지원, 연료비용에 대한 세제 및

기술확보 수준과 기술별 특징을 고려하여 소형 노

보조금 개편, 화물차 구매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

후화물차는 현재 정책 방향과 같이 무공해 신차

한 관리 및 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전기)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대형 노후화물차는

래야만 화물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기술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CNG,

배출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속가능한

LNG 등의 저공해 신차 전환을,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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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도로 SOC 디지털화
도로 SOC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자율주행 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에 장
착된 레이다, 라이다, 비전센서 등 고가의 센서들에 의존하는 자율주행차량
(Autonomous Vehicle) 형태에서 벗어나, 도로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협력주
행체계(CADS) 구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차량과 주행제어, 운행제어, 교통
운영관리,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통
합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추진되고 있다. 그 핵심은 코
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
화로 인한 저탄소 친환경 사회 진입, 즉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다. 한국판 뉴
딜은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해보자
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시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존 교통물
류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과제, 즉 그린 뉴딜로 추진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
티 과제와 디지털과 그린의 융합적 뉴딜로 추진되는 국민안전 사회기반인프
라(SOC)의 디지털화다. 이는 국가의 주요 시설인 도로·철도, 공항·항만 등

표1•뉴딜 사업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
뉴딜 사업 분야

문영준 단장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혁신클러스터R&D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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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경~2022(조 원) 2020 추경~2025(조 원) 일자리(만 개) : 2022/2025

디지털 뉴딜(국비)

23.4(18.6)

58.2(44.8)

39.0/90.3

그린 뉴딜(국비)

32.5(19.6)

73.4(42.7)

31.9/65.9

안전망 강화(국비)

11.8(10.8)

28.4(26.6)

17.8/33.9

출처 :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020. 5.

특집 ➍ 한국판 뉴딜의 도로 SOC 디지털화

을 소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

운전자가 잠시 졸음운전을 해도 도로 인프라가 차

반의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표적

량과 협력하여 대형 사고를 막아 사망이나 치명상

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출발지에서

(C-ITS)을 2025년까지 고속국도 전 구간에 구축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는 그동안 운전자가 직접 수행한 수많은 제약조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을 차량이 도로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것

녹색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

이다. 도로의 기하구조 문제(노면상태, 차로상태,

지 감축과 미래차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

도로안내표지 등)를 인식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동안 보급확산이 쉽지 않았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율주행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운전자에게 권한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을 넘길 것이다.

113만 대와 충전인프라 4만5천 기, 수소차 20만

도로 SOC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인프라, 디지털 인

대와 충전인프라 450기가 확대 보급되고, 노후 경

프라 및 논리적 인프라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는 자율
주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가 안전하고 편리

도로 SOC 디지털화 구성의 3요소

하게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 도로의 종단선형,

SOC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정보통

횡단선형, 차로폭 및 차선표시, 노면상태 등을 결

신망, 전력망 등 국민 생활에 기반이 되는 모든 시

점 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을 포괄하는 사회기반 인프라다. SOC의 디지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는 자율주

털화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이 교통인프라

행차를 비롯한 미래형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에서

인 도로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퍼스널 모

현재의 도로상황과 교통상황, 기상상황, 돌발상

빌리티(PM) 등 다양한 차세대 자동차가 주행하게

황, 고정밀지도 및 측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

될 공간이 바로 도로이기 때문이다.

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사람이 아닌 기계, 즉 차량

논리적 인프라(Logical Infrastructure)는 미래형

이 운전자가 수행한 모든 인지와 반응을 대행한

차량들이 기존의 차량들과 혼재하여 주행하는 다

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마다 수억 원의 센서를

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해당 도로 구간 혹은 전

부착해야 한다. 그 대신 디지털 인프라가 되면 도

체 도로체계에서 교통류가 안정화되도록 빅데이

로 인프라가 차량이 해야 할 기능의 상당 부분을

터와 인공지능으로 도로운영제어 및 교통관리시

협력, 지원할 수 있다. 도로에 센서를 부착하고 도

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로 표지나 교통정보, 고정밀지도 등을 차량-도로
간 통신(V2X) 기반 초연결성을 통해 디지털로 전

도로인프라와 연계한 자율협력주행체계 구현 가능

송하면 수백만 원 정도의 단말기만으로도 모든 차

이렇게 도로 SOC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자율

량이 수억 원대의 제3, 4단계 자율주행차와 유사

주행 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 라

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다, 비전센서 등 여러 가지 고가의 센서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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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도로 SOC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자율협력주행체계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존하는 자동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형

년까지 고속국도 약 4천km에 차세대 지능형교통

태에서 벗어나, 도로인프라와 연계한 자율협력주

시스템(C-ITS)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행체계(Connected Automated Driving System,

만 이는 도로 SOC 디지털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CADS) 구현이 가능해진다. 차량과 주행제어, 운

여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체 구간인 약

행제어, 교통운영관리,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기

6천km와 일반국도 1만4천km를 포함하는 약 2만

술들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통합이

km의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C-ITS 구축 계획을

필요하다.

보완해야 한다.

또한 도로 SOC 디지털화의 핵심으로 차세대

디지털화 비용으로는 그동안 기존 ITS 사업에서

ITS(C-ITS)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과 도로의 초연

경험한 평균적인 단가인 2억 원/km에 비교해서

결성(V2X)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WAVE(IEEE

예상할 수 있는데, 최근 전문가들이 예측한 약 3억

802.11p) 기반의 전용망 중심 통신 기능이 필요하

원/km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총 6조 원의 재정

다. 향후 수년 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이 요구된다. 이를 2025년까지 해마다 평균 1

5G 기반의 이동망 중심 통신기능인 C-V2X를 상

조 원씩 추가로 투자하면 도로 SOC의 구축이 가

호 연계하는 전략적인 기술 및 서비스 기능의 연

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교통

계도 준비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지출 중 도로건설 등으로 줄어드는 부

도로 SOC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구축 비용과 예

문을 전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산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한국판 뉴딜에서 2025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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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➎ 통합 C-ITS 체계 구축 방향

통합 C-ITS 체계
구축 방향
C-ITS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넘어 통합 모빌리티 구현을 목표로 정책
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할 일은 국가기간망 중심의 모빌리티를 디지털
모빌리티 → 협력형 모빌리티 → 통합 모빌리티 등으로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
는 스마트 도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유형을 복합도시, 협력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모빌리티 모델을 수립
해야 한다.

C-ITS의 중요성

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2020년 7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19년 10월) 등 국가 주요 정책에서 교통분야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
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C-ITS 또는 차세대
ITS)이 최대 화두이다. C-ITS의 목적은 ①) 협의 측면에서는 차량과 도로상
황 정보를 상호 연계·교환(Connected)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②) 광의 측면에서는 교통체계 구성요소 간 연계(Connnectivity) 기반 스마
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공유화(Sharing) 및 자동화(Automation) 수준을 고
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C-ITS의 핵심은 기능 측면에서 연계성과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커넥티드카, 자율
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안전 및 편의, 나아가 교통체계 효율성과 관련
이 깊다. 이를 바탕으로 C-ITS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TS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연방교
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챌린지(Smart City Challenges)의 슬로건
이 ‘Connected Streets are the CORE of SMART CITIES’이다. 즉, 스마트
강경표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시티의 모든 경제 및 교통활동 스마트서비스는 도로 기반의 연계기능이 핵
심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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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는 기능 면에서 연계성과 디지털 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효율성 면에서 커넥티드카, 자
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안전 및 편의, 나아가 교통체계 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C-ITS는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 인프라로서 교통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중추로서 미래 도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기도 하다.

둘째, 교통체계 고도화의 핵심이다. 도로교통체계

계, 건설 및 운영·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동

구성요소(수단, 이용자, 인프라 등)의 고도화(자동

차를 위한 도로망(Road Network)이 아니라 TaaS

화, 공유화, 연계성) 수준은 개별적/독립적으로 발

를 위한 디지털망(Digital Connectivity)으로 패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간 끊김 없는 상호

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도로에서 서비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스 도로의 기능과 목적은 차량 중심(per Vehicle)

지능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연계성이 중요하다.

의 속도, 교통량이 아니라 거리당(per Mile/

셋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이다. 스마

Kilometer) 주변 서비스와 연계기능이 핵심이다.

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의는 상기한 교통체계
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행 과정과 목적이 공

해외 추진 동향

유화/자동화되는 교통서비스(Transport as a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TS의 도입 배경은 교

Service, 이하 TaaS)이다. 즉, TaaS에서 연계성이

통안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와 연계

빠져 있다면 공유화 및 자동화의 기능이 저하될

하여 자동차 센서 기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아

넷째, 미래 도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다. 도로

가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한 스마트 도로시스템

는 이제 자동차의 물리적 이동공간으로만 계획, 설

으로 확대되고 있다. 몇 가지 해외 추진 동향을 살

수
단

전기화
첨단안전장치

자동차

EV, AV

빅데이터
IoE, 클라우드

로봇카(Robot Car)

Connectivity

Automated

이
용
자

운전자
사용자

운전자 제어(L3)
네비게이션

AI운전 모바일 오피스(L4+)
AI매니저
탑승자
MaaS, TaaS

인
프
라

도로
시설

도로상황 정보
V2X

협력형
인프라

Sharing

차량-이용자-인프라
공유 필요
MaaS 필요

운영, 관리, 제어
V2E

스마트 인프라

Intellectual Intelligent
Interactions

도로교통체계 구성요소 간 지능적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위한
연계(Connectivity) 필수

그림1•C-ITS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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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Automation

끊김 없는
공유서비스 제공
통합 모빌리티
자동화기능 미흡

혼재 시 효율적(신속/안전)
공유기능 미흡

Sharing

특집 ➎ 통합 C-ITS 체계 구축 방향

펴보자.

교통량 개선 효과가 크다.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하

첫째, 자율주행과 C-ITS 기반 스마트 인프라

고 있는 웨이모(Waymo)가 미국 애리조나주 메트

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

로 피닉스(Metro Phoenix)에서 서비스 상용화를

서 ITS 정책은 Cooperative, Connected and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범서비스(Early Rider

Automated Mobility이다. 즉, 단순 자동차만의

Program)에 머무는 이유는 교통안전의 불확실성

자율주행(자동화)이 아닌 차 내외 협력기반의 모

외에도 기존 대중교통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염

빌리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도 자율주행차(Automated Vehicle, 이하

셋째, 도시유형별 모빌리티 모델 연구가 필요하

AV) 지침(Guidance)의 업데이트 상황을 살펴보

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높은 밀도로 개발 중

면 기존의 자동차 중심(AV 1.0, AV 2.0)에서 육상

인 도시(Dense, Developing Cities)는 Clean &

교통(자동차, 화물, 대중교통, 도로)의 통합연계,

Shared Model(친환경 전기차 및 대중교통과 공

즉 Cooperative Automation, Connected and

유 모빌리티 서비스)이 적합하고, 소득이 높고

Automated Vehicles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밀도가 낮은 도시(High-income, Low-density

둘째, 자율주행이 기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먼

Cities)는 Private Automated Model(AV에 대

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한 확대 및 기반의 공유서비스), 그리고 이미 개발

Economy Forum)에서 발표한 보스턴시 대상 자

되었지만 밀도가 높은 도시(Dense, Developed

율주행 정책 시나리오를 보면, 기존 개인 소유의

Cities)는 Seamless Mobility Model(대중 AV의

자율주행차보다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무인택시

공유 차량 및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의 정보

자율주행서비스가 전체 교통체계의 통행속도와

공유)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전

유형Ⅰ: 복합(종합) 도시

유형Ⅱ: 협력(형) 도시
정책목표

유형Ⅲ: 중소 도시

추진방법
유형Ⅳ: 농어촌 도시

그림2•C-ITS 기반 통합 모빌리티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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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C-ITS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넘어 통합 모빌리티 구현을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합 C-ITS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상기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2020년 7월), 「미래자동

과 사업은 기존 「도로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

차 산업 발전 전략」(2019년 10월) 등에서 제시한

가 있다. 「디지털도로정책기본법」에는 C-ITS 기반

C-ITS의 구축 로드맵을 바탕으로 교통체계 측면

디지털 및 스마트 도로시스템 구축·운영 종합계획

에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립을 비롯하여 디지털 도로인프라의 안전기준,

첫째, C-ITS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넘어

디지털 도로인프라 정보의 구축·운영 및 제공, 보

통합 모빌리티 구현을 목표로 정책과 사업을 추

안·인증, 교통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이 포함되

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기간망 중심의 모빌

어야 한다.

리티를 디지털 모빌리티 → 협력형 모빌리티 →

끝으로,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은 국내로는 경제

통합 모빌리티 등으로 단계별 연계성(Levels of

체제의 대전환과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선점이

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로시스템이

라는 비전을 갖고 제시한 것이라 반드시 성공해야

그것이다. 그리고 도시유형을 복합(종합)도시, 협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미

력(형)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으로 구분하여

래 교통을 단순히 이동성뿐만 아니라 TaaS라는 스

이에 맞는 모빌리티 모델을 연구, 수립해야 한다.

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 모빌리티

둘째, C-ITS 기반 통합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가장

구현으로 재탄생시키려면 앞으로 치열한 논쟁과

시급한 기반인프라가 디지털 도로인프라 정책을

연구를 통한 계획수립, 그리고 추진전략이 구체적

위한 법, 가칭 「디지털도로정책기본법」 제정이다.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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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➏ R&D 혁신을 통한 철도 SOC 디지털·그린 뉴딜

R&D 혁신을 통한
철도 SOC 디지털·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철도 R&D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뉴딜
에서 ‘철도교통 D.N.A.(Digital, Network, A.I.)화 추진’이고 둘째, 디지털·그린
융복합 뉴딜에서 ‘철도 SOC 융복합 디지털화 추진’이다. 세 번째로는 그린 뉴딜
에서 ‘친환경 미래 철도교통기술 개발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20년 4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
용 및 사회안정망 강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민간과 지자체 포함 160
조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대표과제
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뉴딜이라는 큰 구상 아래 필자가 소속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R&D
혁신을 통한 철도 SOC의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세계철도 교통기술을 선
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판 뉴딜 내 철도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내 철도 관련 주요 이슈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의 ‘데이터 댐’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10*→30개), 공공데이터 14.2만 개를 신속하게 개방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철도교통 분야에서도 빅데이
박정준 센터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철도연구센터

터 플랫폼 및 데이터 개방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의 ‘디지털 트윈’은 자율차, 드론 등 新산업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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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동시에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한 도

트워크 및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운영제어 핵심기

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

술 개발을 통해 1) 5G/LTE-R 기반 철도운영 데이

하는 데 있다. 즉, 가상 공간에 현실 공간, 사물의

터 확보와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2) 딥러닝 기

Twin을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 및 예

반 철도 운영 제어기술로 운영효율 향상을 추진하

측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며, 3) 철도운영 제어환경을 집중형 통합운영방식

디지털 그린 융복합 분야의 ‘국민안전 SOC 디지털

으로 개선하여 철도교통 운영효율성 향상을 추진

화’는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한다. 또한,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활용하여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

미래 Mobility 신기술 대응을 위한 D.N.A.화 기술

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개발 및 검증, 이를 토대로 스마트 철도 시스템 시

철도는 모든 철로에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

험체계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하고,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 번째는 디지털·그린 융복합 뉴딜에서 ‘철도

하고 있다.

SOC 융복합 디지털화 추진’이다. 머신러닝 기반

그린 뉴딜 분야의 ‘그린에너지’는 태양광ㆍ풍력(육

의 지하구조물 재난 예측 기술 개발은 지하구조

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

물 건설정보 데이터로 상태를 평가하여 재난 발생

하기 위해서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가능성을 예측하고, 지하구조물 건설 중 정량적

을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특히 수소

인 지반 상태 평가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철

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을 개발하

도 인프라 BIM 설계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기

1)

고 수소도시 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술 개발을 통해 3D 모델기반 철도 인프라 전생애

또 다른 그린 뉴딜 분야의 ‘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주기(계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통합운영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철도 인프라에 대한 BIM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선

기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철도레일 상시

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는 미

진단을 통한 수명 연장기술 개발을 통해 IoT와 AI

래차의 핵심 R&D인 미래형 전기차 부품, 수소차

등을 활용한 레일 관련 데이터 취득과 유지관리

용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의

로 장대레일 수명을 50% 증대하는 것을 추진함으

기술개발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로써 철도 레일 SOC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뉴딜 사업과 철도 R&D

세 번째로 그린 뉴딜에서 ‘친환경 미래 철도교통기

철도 관련 뉴딜을 토대로 기술 관점에서 한국판

술 개발 추진’이다.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

뉴딜에 대응하는 철도 R&D를 소개해 본다. 첫 번

개발은 1,000km/h 이상 아음속 캡슐 트레인 핵

째는 디지털 뉴딜에서 ‘철도교통 D.N.A.(Digital,

심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선도 미래교통

Network, A.I.)화 추진’이다. 초연결 철도 통신네

시스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

1)	(2020~2022)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2025) 3개 도시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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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➏ R&D 혁신을 통한 철도 SOC 디지털·그린 뉴딜

철도산업의 각 주체는 우선 R&D 기술 개발 측면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 핵심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
하고, 민-관-연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연 R&D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뉴딜 혁신을 위한 연구 및 확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테마별 기술 단계에 따라 협업체계
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업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및 유지보수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그린

자 한다. 친환경 수소철도 핵심기술 개발은 액체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소 기술 등 신기술에 대

수소 기반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유휴전력을 이

한 적극적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용한 수소생산기술 및 수소 인프라 기술개발을 통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에

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소철도 인프라 관련 원

종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인 미래 인재를 육성해

천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철도 기술을 주도하는 것

야 할 것이다. 디지털 그린 뉴딜 신산업 창출을 통

을 목표한다. 또한, 열차자율주행제어 핵심기술개

해 고급 인력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Post-코로나

발은 5G 기반 열차 간 상호통신으로 열차를 제어

시대 철도 뉴딜 사업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

하는 자율주행기술로 사고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하고, 법제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자율주행기반 철도신호 제

국제전략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산업혁신-인재육

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 위상

성-국제진출의 선순환을 통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축해야 할 것이다. K-뉴딜의 정책 아젠다 성과
를 바탕으로 국제협력모델 사례를 창출하고, 터

철도산업 주체들의 역할

키, 베트남, 페루 등 민-관-연 해외협력 모델(K-모

끝으로 철도산업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델) 개발을 통해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자 한다. 우선 R&D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디지털

할 것이다.

그린 뉴딜 핵심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민관-연 R&D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민-관-연 R&D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마련하
고, 뉴딜 혁신을 위한 연구 및 확산 활동을 강화함
으로써 핵심 테마별 기술 단계(TRL)에 따라 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 혁신 측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모빌리티의
변화(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따른 철도 운영제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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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항부문
디지털 뉴딜
전통적으로 항공기 및 공항 운영정보는 항공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로서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한국형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통합적 공항관리시스템(TAMS) 구축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이
해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항 자원의 배분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공산업은 디지털 뉴딜 이전에도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었으며, 디지털 뉴딜
이후에도 필연적으로 첨병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 공항, 위성항행시
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진행돼 왔으며, 드론 택시
등 새로운 수단을 통하여 도심 교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이미 디지털 뉴딜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혁신성장 등을 목표로 적
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비접촉 보안
검색 시스템만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은 정보의 가치를 더해 국가 경제의 가치를 창조하는 정책이다.
미국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1차 뉴딜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
으로 하는 정보 공유가 중요한 정책이었다. 숨겨진 정보들을 현실 경제체계
에 하나의 가치로 반영하였으며,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의미는 변함
이 없다. 일례로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서 추진하는 SOC 디지털화는 인프라
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D.N.A 생태계 강화는 디지털에만 담긴 정보를 국가
경제 가치로 실현하는 방안이다.
통합적 공항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송기한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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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문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공교통 이용자들
이 만들어 내는 개인정보, 항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

특집 ➐ 항공·공항부문 디지털 뉴딜

뉴딜의 효과

여러 세대가 지나야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의 단기적 구축(신속한 위기극복)
미국 실업률 변화(1920년~1940년)

경제 대공황 초기, 예금 인출을 위해 뉴욕의
아메리칸 유니온 은행에 모여든 사람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은행 개혁(Banking Reform)
증권법(Security Act of 1933)

사회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뉴딜 정책 도입 시점

라과디아 공항 건설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사회보장법(SSA)
공공사업청(WPA)
미국 GDP 변화(1920년~1940년)

1차 뉴딜, First New Deal

2차 뉴딜, Second New Deal

뉴딜정책 이후 GDP 증가 및
실업률 감소효과

자료 :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 :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대공황과 뉴딜 정책’(1929~1941) https://kr.usembassy.gov/ko/education-culture-ko/
infopedia-usa-ko/history-ko/great-depression-new-deal-1929-1941-ko/
미국 실업률 변화(1920년~1940년) By Pharexia- ftp://ftp.bls.gov/pub/special.requests/lf/aat1.txt,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
org/w/index.php?curid=78474781
미국 GDP 변화(1920년~1940년) By Nessa los- Own wo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0242751

그림1•미국 뉴딜 예시

정보, 국민 참여로 생성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자발

템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를 수집하고 관리

적 정보로 구분된다. 개인정보는 탑승정보부터 통

하기 위한 체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한국형

행과 보건정보까지, 운영정보는 항공기 출·도착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정보부터 항공기 운항 데이터까지, 자발적 정보는

들을 통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통합

항공과 공항 관련해 개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적 공항관리시스템(Total Airport Management

사례로 볼 수 있다.

System, TAMS) 구축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이동정보, 보건정

해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함

보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다.

으로써 공항 자원의 배분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

항공부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보안 등

는 것이 핵심이다.

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국가 간 공유되는

더불어 공항과 공역에서 디지털 트윈 추진을 제안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한다. 안전, 보안 등을 위하여 현재에도 많은 부문

비접촉 보안검색 시스템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다른 교통시스템과 다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One-ID를 이용한 프로세

게 폐쇄되고 복잡도가 낮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 간소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하

공항과 공역은 디지털 트윈 추진 용이성과 성공

여 One-ID를 생성하고, 출입국 신원확인, 보건정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항공부문에서는 이미 수하

보 추적, Door to Door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검

물 처리 시스템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토할 필요가 있다.

트윈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

전통적으로 항공기 및 공항 운영정보는 항공 시스

전통적인 자료 이외에 새롭게 제안하는 자발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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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 “정보의 가치를 통해 국가경제의 가치를 창조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선도적 방역
및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

Emerging 경제 선도
공항 내 생산성
증가 및 효율화
정보의 전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

기존 편익 증대
잠재가치 창출

그림2•항공부문 디지털 뉴딜 콘셉트

보는 다른 분야에서 수집되는 자료와 국민이 참여

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이다. 자발적 정보는 창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공항 연계교통 상황, 공항

발적인 잠재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획기적인

주변 상황, 안전이나 보안 관련 돌발 상황 등 주요

도약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본다.

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치화하는 작업을

제안한 항공과 공항부문 디지털 뉴딜 목표를 달성

제안한다. 공항과 관련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

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만 공항 주변 소음 체감도 등을 자발적으로 수집

확실하게 효과가 나도록 크게, 변화에 빨리 적응

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하도록 유연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체
계 구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

‘정보체계 구축’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보수집 및 가공과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앞서 말한 3가지 정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

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과감

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암

것이다. 운영정보를 기반으로 공항 내 생산성 향

울한 하루하루이지만, 항공부문 혁신성장과 디지

상과 효율화를 달성하여 기존 편익을 키울 수 있

털 뉴딜의 연대와 협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다. 개인정보 활용은 코로나19 시대의 선도적 방

에 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역 및 신규 시장 개척 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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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스마트시티
교통 솔루션 실행방안
최근 발표된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분야는 그린, 디지털 및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뉴딜 종합계획 내 다른 분
야 과제와 스마트시티 분야가 어느 부문에서 융·복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추진사업 재검토 및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이 요구된다.

스마트시티 부문 한국판 뉴딜정책 현황

지난 2020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2020년 9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분야별 보고를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뉴
딜사업은 크게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다.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CCTV 등 정보시스템을 경찰청·소방청 등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교통·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2015〜2019년간 49개 지자
체에 보급하였다. 올해에는 본 사업을 지자체 30곳에 추가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보급 지자체 29곳을 추가 선정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주
요 서비스로는 8개 서비스1)를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여성안심귀가, 군작전
훈련지원 등 신규 서비스를 착수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이다. 국가시범도시 및 챌린지 등의 스마
트시티 사업을 통해 현장 효과가 검증된 우수 솔루션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교통, 안전, 항공 분야 등의 확
산 솔루션 리스트를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하는
김태형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교통연구팀

1)	112·119 긴급출동, 긴급재난 영상지원,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 전자발찌·수배차량 단속, 어린이·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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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뉴딜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뉴딜정책에 맞춘 스마트시티 분야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하고 타 분야와의 연
계·융합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교통부문의 구체적인 뉴딜정
책 및 추진과제의 발굴·추진이 요구된다.

방식이다. 재정·인력 부족으로 자체 사업 추진이

국판 뉴딜정책에 맞추어 3개 분야의 스마트시티

어려운 소규모 지자체도 혁신 솔루션을 도입할 수

뉴딜사업을 제시하였지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있도록 도입절차·예산·기술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

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뉴딜

획이다. 단위 사업기간은 1년으로 사업비는 연 1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천억 원(국비 500, 지방비 500) 규모로 지원할 예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춘 스마트시티 분

정이다. 기존 도시에 스마트 혁신 솔루션을 접목·

야의 방향성 재검토 및 타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

확산하여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개선,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스마트시티의

및 일자리 창출(약 2,100명)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교통부문의 구체적인 뉴딜정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이

책 및 추진과제의 발굴·추진이 요구된다.

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를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환경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실증 및 다양

과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한 도시문제 해결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국

에 부응하는 스마트시티 교통부문의 뉴딜을 실현

가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 선도기술

할 다양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이 절

및 서비스(솔루션)를 융·복합적으로 도입·운영할

실히 요구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

예정이다. 다양한 도시 데이터 상호연계를 통해

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된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

실시간 감지·분석·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도시운영

을 지원할 개도국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한국형

체계 구축과 시민의 니즈 및 민간의 혁신성 반영

뉴딜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

을 위해 SPC(특수목적업인) 기업공모와 혁신기술
공모 등을 통해 시민·혁신기업 참여를 확대할 예

스마트시티 부문 뉴딜정책 추진방안

정이다.

첫째, 스마트시티 뉴딜 추진계획(그린+디지털) 및
실행방안 수립을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춘 스

스마트시티 부문 뉴딜정책 진단 및 평가

마트시티 부문 정책 및 추진전략의 재검토가 요구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 부문

된다. 최근 발표된 뉴딜 종합계획의 스마트시티

의 뉴딜사업을 진단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과

분야는 디지털 뉴딜/SOC 디지털화로 분류, 현재

향후 추진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확대 차원의 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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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되어 있어 그린, 디지털 및 안전망 강화를 아

요구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그린+

우르는 스마트시티 뉴딜 추진계획의 필요성이 대

디지털)의 종합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추진

두된다. 또한 뉴딜 종합계획 내 다른 분야 과제와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효성 평가, 시민과 지

융·복합추진이 가능한 부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역사회로의 실질적인 효과 검증, 이를 통한 검증

검토해야 한다(예,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

된 신기술의 글로벌 해외진출 도모를 꾀할 필요가

마트 그리드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

있다. 사업기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의

티 보급 확대 등).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

인프라 및 활동의 근간이 되는 모빌리티를 중심으

티 관련 사업(통합플랫폼, 솔루션 확산, 국가시범

로 환경, 에너지, 주택/건물, 교육, 육아 및 보건 등

도시 구축 지원)을 포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차원

을 단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추

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추진사업 재검토 및 뉴딜

진 중인 리빙랩 확대 적용(예, 국가시범도시 스마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이 요구된다.

트모빌리티 리빙랩)을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둘째, 한국판 뉴딜 리빙랩 종합실증사업의 추진이

판단된다.

스마트 교차로

차량공유

자율주행 대중교통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주차

통합모빌리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스마트 횡단보도

리빙랩형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예)

자율주행 대중교통

퍼스널모빌리티

차량공유

스마트 주차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통합모빌리티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그림1•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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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재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

교통수단, 노선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인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사업은

•시범사업(예) : 아파트 단지 무인 배송로봇서비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물류분야의 그린 뉴딜과

스 시범사업

디지털 뉴딜 신기술을 폭넓게 적용, 검증 및 평가

- 시범사업 배경 :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도래

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

함에 따라 무인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아파

한 다양한 분야의 한국판 뉴딜 효과 전시 및 홍보,

트 단지 택배서비스의 시범사업 적용을 통한

다양한 시민체험공간(VR/AR, 디지털 트윈 등)을

소비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증대

갖춘 뉴딜 체험관 또는 전시관 구축도 추진 가능

- 시범사업 내용 : 무인 배송로봇서비스 시나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 개발, 무인 배송로봇서비스 서비스 및 시스

셋째, 스마트시티 교통부문 뉴딜 연구개발 및 시

템 개발, 실증구간 물리적 인프라 정비 및 관

범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련 규제 개선

온라인·비대면 환경의 전환 가속화로 교통부문의
디지털 뉴딜 투자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
며,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친환경 모빌리
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
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한 그린 뉴딜/에코 스마트시티(모빌리티) 실현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예) : 확장 통합모빌리티(MaaS) 서비스
개발·지원

- 연구개발 배경 : 고밀도 대중교통 이용 회피
를 위한 개인 기반 이동 선호 확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관리
필요
- 연구개발 내용 : 언택트/저밀도형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PM), 수요응답형 수단을 포
함하여 검색·예약·이용·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개발, 대중교통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저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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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무인 배송로봇서비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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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사례 및 시사점
판교제로시티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자율주행
실증 및 인프라 운영’, ‘자율주행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경기도·산학연 자율주
행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자율주행 실증지원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발굴, 자율주행 기술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
성, 그리고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을 시험하고 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개요

판교제로시티(PANGYO ZEROcity Autonomous Driving Pilot City)는 사
고제로/비용제로/규제제로/탄소제로 등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
로 구축된 자율주행 실증단지이다.
판교제로시티는 국내 최초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및 데이터 수집이 가
능한 실증단지’로 일반차와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는 실제 환경의 자율주행 테
스트베드이다. 판교제로시티는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안전한 실증테스트를 위해서 모든 도로
구간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통한 실시간 관제 중이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IoT 인프라 서비스는 보행자케어 서비스, 자율주행
도로감시 서비스, 도로환경 감시 서비스, 신호현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판교제로시티 제로셔틀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11인승(입석 6인)
전기차 플랫폼으로 자차 다중센서, HD Map,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V2X 연
계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자기인증 및 임시운행허가가 완료
김형주 선임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된 차량으로 자율주행 Level 4(제한속도 25km/h) 기준 모빌리티 서비스 실
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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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개요

판교 도심 자율주행 Lv.4 실증

그림2•판교제로시티 제로셔틀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

판교제로시티 내 5.8km의 일반도로를 일 4회(오

총 탑승인원 685명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과

전 2회/오후 2회)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시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

기준 총 운행시간 9,493분, 총 운행거리 1,424km,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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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협력실증 현황

연구지원 실증 현황

그림3•판교제로시티 기반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노력이

판교제로시티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필요하다. 4차 산업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 자율주행 실증 및

변화와 이에 따른 독립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인프라 운영, 2) 자율주행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통해서 지방정부 중심의 실증사업 확대가 필수적

3) 경기도·산학연 자율주행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

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하고 있다.

둘째,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 및 민간기업과의

세부적으로 자율주행 실증 지원을 통한 데이터 수

협력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관

집 및 서비스 발굴,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통한 비

련 스타트업은 법적 규제 및 비용적 한계 등의 높

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도민 체감형 모빌

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어

리티 서비스 구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발

자율주행 협력실증의 경우 2020년 10월 기준 참

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협력적 거

여기관 21개, 총 자율주행 실증 100개 분야로 판

버넌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교제로시티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산업

셋째, 자율주행 관련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수적이다. 공공데이터
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시사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향후 자율주행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을 통한 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수적

사점은 다음과 같다.

으로 요구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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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성능검증
인증체계 조기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성능검증 인
증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주
행자동차의 안전성 개념 정립과 안전 기준 마련이다. 둘째, 안전성과 성능체
계 마련이다. 셋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디지털 트윈 구축과 활용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뉴딜정책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
부는 지난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
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1월에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신청한 14개 지자체 중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
버 보안, 완전자율주행(레벨 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내년부
터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1.1조 원 규모의 범부
처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한 뉴딜 사업에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자율주행자동차와 관
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모빌리티 서비스 확
대, 그리고 운행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
털 뉴딜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와 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강화가 포함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 내용은 디지털
뉴딜의 5G 기반 융합 서비스 확산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분야에 자율주
김규옥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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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기술(레벨 4) 개발, 테스트베드
(K-city) 고도화, 셔틀배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특집 ➓ 자율주행 성능검증 인증체계 조기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뉴딜사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성능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계적 성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돌발상황 대응 및 제어권 전환 등 도로 주행상
황에서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SOC 디지털화 분야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이 있

해 운행되고 있으며, 세종시를 포함해 선정된 6개

다.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질 계

을 위한 정밀지도 구축 계획이 그것이다. 자율주행

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뉴딜은 자율주행자동

자동차 운행을 위한 디지털 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성능 인증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전체(4,767km), 2022년까

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시

지 국도 전체(13,865km),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스템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지방도(2,240km)에 정밀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계적 성능

이러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국 주요 도로에 완

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돌발상황 대응 및 제어권

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디지털 도로망(C-ITS)

전환 등 도로 주행상황에서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필요하다. 현재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

상용화를 위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시

율주행 서비스를 실도로에서 제공할 계획이나 성

험환경 및 자동차 보안체계 확립으로 자율주행 기

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운행 가이드라인이

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고, 자율

없어 안전과 성능 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

주행 시범운행지구와 연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뉴딜 정책이 도로 디지털

통해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주행 기업성과

정보 수집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데이터 수집

창출로 인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에 집중되어 있는데,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을 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관련 뉴딜 보완 방향

뉴딜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간

자율주행자동차 성능검증 인증체계 구축 방향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 측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

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과 운행의 안전을

율주행자동차 성능검증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인다. 도로 이

며, 이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용자와 일반 차량이 혼재된 일반 도로에서 운행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개념 정립과 안전

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

기준 마련이다. 현재의 자동차 안전은 차량과 부

질 수 있다. 지금은 임시운행 면허를 받은 약 120

품 단위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연구개발과 실증을 하기 위

주행자동차의 3단계 이상에서는 외부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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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차량 간 통신,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통신으로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해진다.

연계되어 운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의 범

화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마련하

위가 자동차 시스템 안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포함해

셋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디지털 트윈 구축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

과 활용이다. 디지털 트윈의 뉴딜사업은 고속국도,

차 안전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

국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

차와 자동차 부품의 성능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

할 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 구

정하고,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실증이 이루어지고

현이 가장 빠르게 예상되는 도심지역의 정밀도로

있는 자율주행 셔틀의 제작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

지도 구축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도심지역의 차

기준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선과 경계선, 터널과 육교,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둘째, 안전성과 성능체계 마련이다. 지자체에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자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운송 서비스와 화

율주행자동차 성능검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물운송 서비스 실증이 구체화하고 있으나, 서비스

록 하고, 우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도

제공에 필요한 기술과 성능 점검 체계가 미비한

시부터 디지털 트윈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실정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 특례

한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데이터 활용 및 관

를 적용받아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리체계가 미비하다.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관련

나 운행 안전성 확보와 성능검증을 할 수 있는 체

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

계가 부족하다. 또한 도심도로에서 도로인프라와

발과 실증,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등의 목적과 도

차량의 상호 협력을 통한 운행 안전성을 확보할

로운영 및 관리개선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즉 도심도로에서 도로와 차량의 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실증 빅데이터

력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때, 차량의 성능과 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

로의 성능 요구 조건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할 수

상용화 촉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게 유상의 여객서비스와

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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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
생활물류산업 발전은 택배사, 플랫폼사만의 책임과 의무로 될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산업지원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국형 뉴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시장에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 매출액 부담금,
서비스 요금 가산부담금, 수수료 등 자체 부담금과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생
활물류상생 발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뉴딜정책과 물류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커지면서 국내외 사회·경제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요
구가 거세지고 경기침체, 일자리 충격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
립이 절실한 시점에 한국형 뉴딜정책이 발표되었다.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적
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올해 발표된 한국형 뉴딜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총 160조 원에 달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
망 강화 3단계 등 부문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류산업은 디지털 뉴딜
부문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항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물류 R&D 추진 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뉴딜정책에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 뉴딜정책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및 수소 화물차 보급,
충전소 설치·확충, 노후 경유차 전환 및 조기 폐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물류 부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산재보
험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 있
민연주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연구센터

다. 특히 한국형 뉴딜정책의 성공에 있어 비대면 산업육성이 강조되면서 생
활물류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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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시장에서 물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문이 도시 내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이다. 따라
서 정부는 도시형 택배 터미널·화물취급소 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좁은 부
지에서 생산성이 높은 화물처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친환경 수단을 이용한 공동 배송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 발전방

생활물류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

안」을 발표하여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국토교통

생활물류산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류 서비스

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

관련 시설장비 인프라, 정보, 법·제도를 포괄하는

으로 5가지 정책적 대응 방향을 살펴보자.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1) 구리·화성·의정부 e-Commerce 물류단지 조

확대로 급성장하는 택배, 배달 플랫폼 산업을 발전

성, 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전국

시키고 고용과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조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등 첨단 물류인프

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

라 확충, 2)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

서 발표된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생활

성, 통합물류서비스 개발,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

물류산업 지원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래 플랫폼 구축, 첨단물류 R&D 추진 등을 통한 물

우선 스마트 생활물류 디지털 혁신 기반마련을 위

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3) 2030년까지 수소화물

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차 1만 대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

진흥원(2019)1)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IT 활용지수

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 친환경 포

가 39.6점 수준으로 발전 단계상 ‘기업 내 협업’ 수

장재 개발 등 그린물류 체계 구축, 4) 택배·배달종

준으로 타산업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전자운송

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표

장, 전자인수증, 전자영수증 등의 문서/정보를 디

준계약서·택배종사자 권고안 등 연성 노동기준 마

지털화하고 디지털 정보 표준에 기반을 둔 거래

련, 산업 실태조사 추진 등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및 정보공유·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한 거래

조성, 5)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유통관리법」 연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DB를 민간

내 제·개정, 유망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입지규제

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물류 솔루션과 행정처리를

개선 및 산업 상생 생태계 마련 등 산업육성 기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물류 디지털 정보

마련 및 지원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을 개발하여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의 기반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을 마련하여야 한다.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공

고용안전망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한 한국형 뉴딜

공차원에서 관리하며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통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먼저 「생활물류산업 발

합·관리할 수 있는 물류산업 공단/공사 형태의 기

전방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년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 결과보고서(NIP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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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시장에서 물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생활물류사업

는 부문이 도시 내 라스트마일 배송서비스이다.

자와 관련 관리 업체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부여

따라서 정부는 도시형 택배 터미널·화물취급소 공

하고,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및 차량

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급 제한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정한

는 좁은 부지에 생산성이 높은 화물처리 기술이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신고운임제

개발되어야 하며,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친환경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수단을 이용한 공동 배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

생활물류산업 발전은 택배사, 플랫폼사만의 책임

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 내 자동차가 없는 탄소

과 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산업

제로존과 같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어야 앞서 제시한 정책

정책과 함께 국산 친환경 배송 수단의 보급, 도심

적 방안이 시장에 수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

공동 배송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추

부는 사업자 매출액 부담금, 서비스 요금 가산부

가로 이륜차,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 배송

담금, 수수료 등 자체 부담금과 정부 재원을 활용

수단의 국내 기술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여 생활물류상생 발전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충전 인프라가 공급되어야 하며, 물류센터 인증

다. 이 기금으로 생활물류 산업 지원과 일반물류

제, 신기술 지정제에 따른 기업의 기술지원 기금

에서 생활물류로 전환하는 인력 지원 프로그램 등

마련 등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택배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시장 간의 갈등이 아

수요 밀집 건물·주거단지 내 생활물류 공동구 설

닌 상생의 길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치를 의무화하여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택배기사

2020년 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

들의 노고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회에 발의되어 논의하고 있다. 기존 법·제도의 한

서비스 취약지역·계층 보호 및 생활물류 서비스

계를 넘어 발의된 이 법은 차제에 물류산업이 더

다양화를 위해 농어촌, 산간 등 택배 배송 불편지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산

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버스 등과 연

업의 발전지원과 근로현장의 안전망 강화라는 두

계한 공유형 택배서비스와 임대사업 허가 등을 고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기에 법이 통과되어도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배달 서비스의 소

시행하는 데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

비자 보호 및 서비스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행복

배달대행 서비스 표준약관을 신설하고 고객 대면

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서비스 특성상 성범죄, 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

인 등 중범죄자의 종사자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

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물류상생

최근 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발전기금 마련, 스마트 물류기술 및 인프라 도입

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사업자의 안

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확대, 공공 부지를

전책임을 강화하여, 운수종사자 및 터미널근무자

이용한 공동물류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 혁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기업 스스로 안전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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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과 물류 에너지
관리 개선방안
콜드체인 모니터링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여 온도 민감성 식품물류시장을
포괄하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콜드체인 모니터링 사업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과 마이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하면서 저비용의 TCL(Temperature
Controlled Logistics) 전용 블록체인 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보공유 문제와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 2025년까지 3천억 원 투입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 계
획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1천억 원
그리고 2025년까지는 3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예산은 많지 않지만,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투입예산 1천억 원당 일자리 창출 5.5만 개로서 디지털
뉴딜사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두 번째 순위가 ‘소상공인 온
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인데 예산 1천억 원당 1.2만 개의 일자리를 기대하
고 다음 순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사업으로 0.5
만 개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일자리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은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물류 분
야에서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11개소),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의정부, 화성, 구리),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이 있으며 해운 분야에
서는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와 항만 통합블록체인 플랫
폼 확대가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관리 통합플랫폼 및
김용진 교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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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이 있다. 그리고 물류 R&D 사업으로 2018
년 말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서 2020년 6월 전체 1,461

특집

콜드체인과 물류 에너지 관리 개선방안

억 규모로 타당성조사 시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부

하청 운송업체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

가 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개발 사업’

악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를 연계하여 온

이 있다. 본 사업은 생활물류를 중심으로 2021년

도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우

부터 7년간 계획되고 크게 2개 분과 13개 세부사

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 ‘콜드체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물
류산업 자원관리 및 운영기술’에 대하여 설명하

물류산업 자원관리 및 운영 기술

고자 한다.

두 번째 ‘물류산업 자원관리 및 운영 기술’은 최근
콜드체인의 급성장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모니터링 기술

량의 등장으로 물류센터가 에너지 허브로서 역할

최근 독감백신이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사

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공장에너지관리시

건이 있었다. 10월 22일 현재 상온노출 의심 백신

스템(FEMS)과 유사한 개념의 기술을 물류산업에

접종자는 1,910명에 이르고 13명이 사망에 이르

도 적용하여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LEMS)을 구

렀다. 물론 백신접종과 사망의 연관 관계가 입증

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물류

된 것은 아니지만 독감백신의 상온노출로 인하여

센터는 근로자보다 물류 시스템을 우위에 두고 기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

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물류산업이 혁신 서비

실이며 이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근로

콜드체인 모니터링은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을 포

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근로환경

함하여 온도 민감성 식품물류시장을 포괄하여 대

조성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관리하

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시

는 것을 포함한다.

장 규모는 2022년 2,000억 원 수준으로 기대되며

이 사업을 통하여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COVI-19 사태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

물류 에너지 통합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라인 식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이 더욱 가속

통합플랫폼의 활용을 통한 물류 에너지 효율성 증

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를 기대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본 사업의 특징은 블록체인기술과 마이 데이

개선으로 인한 전력요금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터 모델을 활용하여 안전하면서 저비용의 TCL

량과 미세먼지 저감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기대할

(Temperature Controlled Logistics) 전용 블록

수 있다.

체인 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보공유 문제
와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식품, 의약품
등이 전달될 때까지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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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실
행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모델의 전파·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류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생산 기반 수출입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산업구조가 다양화하는 현재에도 이런 정책은 유
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물류, 기업물류, 제조·생산물류 등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산업정책과 매우 밀접하다. 물류산
업의 구조는 최근 10~2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도시
물류가 있다.
도시물류는 이미 보편화된 택배를 필두로 전자상거래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도시
물류서비스의 주요 대상(고객)이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도시물류가 일상생활의 한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
시물류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물류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따라
서 도시물류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어느 관점에서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
라 정책 수립의 대상과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도시물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기업물류(B2B)에서 생
활물류(B2C)로 개념을 확장해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수월하다. 최근 생
활물류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도시물류를 생활물류 관점
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권혁구 팀장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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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물류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판 뉴딜사
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특집

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 방안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도시물류환경 변화와 전망, 국내외 사례, 한국판

의 3개 부문에서 28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뉴딜 종합계획, 생활물류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

물류부문은 디지털 뉴딜의 SOC 디지털화 중에서

로 고려하면, 물류시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은 인간 중심, 융복합 혁신, 일자리 전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관련 세부 사업은 스마트 공동물류

안전 중심과 같이 5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센터,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스마트물류센

물류시범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물

터 인증, 물류R&D 등으로서 대부분 도시물류와

류인프라, 물류네트워크, 물류서비스, 안전·환경,

관련성이 높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생

공공물류, 해당 도시의 특성 반영, 실증·실행 등의

활물류 발전방안」(2020.09.24) 중에서 물류시범

요소를 매우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물

도시와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의미하는 K-스마트

류시범도시는 전통적으로 적용해 왔던 기존의 도

물류모델 발굴이 도시물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

시물류정책 외에도 사회경제·물류여건 변화와 해

고 할 수 있으며, K-스마트 물류도 한국판 뉴딜사

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라스트마일, 공유물류,

업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물류시범도시는 도시

융복합 물류, 생활안전, 지하물류, 디지털 물류 등

및 물류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가

새로운 이슈를 고려한 다양한 설계 요소를 맞춤형

주요 대상이고, 물류실증단지는 이미 도시가 형성

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되어 있으나 각종 여건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

물류시범도시 정책을 먼저 수립하게 되지만 향후

게 개선이 필요한 기존의 도시 또는 도시 내 특정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실증단지에도 접

지역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물류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시·

물류시범도시는 도시물류의 중요한 요소인 기업

도 단위로 설정해 왔으며,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

물류와 생활물류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류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범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이

가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의 도시물류정

를 실행하는 것은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물류의

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물류시범도시는 미래지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라스트마일 배송

향적인 첨단기술이나 서비스와 같이 디지털 기반

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이보다도 작

의 물류체계를 고려해야 하나, 성공적인 도시물류

은 단위(읍·면·동)의 지역에 대한 물류서비스가 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융복합이라

요해졌기 때문이다.

는 공동의 목표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류시범도시

광역단위의 공간적 범위는 기존의 물류정책 수립

에 대한 공동의 가치(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방식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치

고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서비스 요

단체 규모 이하의 지역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다소

소를 접목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우리나라 물류정책은 정부 또는 지자체와 같이 공

위해 도입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나 물류실증단

공부문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실행 단계에서도 공

지와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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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 방향

그림2•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 단계

투입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실행

물류산업 대부분이 민간영역이라는 구조적 특성

단계라 할 수 있다. 다만 계획과 구상 과정에는 다

때문이다.

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의 여건과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공공부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문은 마중물과 같이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한다. 따

기존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

라서 물류산업의 핵심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민간기

획」은 공간적 범위가 매우 넓어 기업의 참여를 전

업의 참여와 활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

제로 한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지만, 기초자치단

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체 또는 이보다 면적이 작은 지역은 기업뿐만 아

있다. 결국 물류시범도시와 물류실증단지를 중심으

니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계획

로 한 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수립 및 실행력 향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

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를 구현하

서 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은 계획 수립 단계부

거나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상을 넓혀야 한다.

터 기업이 참여토록 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성

디지털 도시물류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가장 중요

공모델의 전파·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한 요소는 공공부문이 수립하는 계획 단계가 아니

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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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물류환경 변화와 스마트 물류
물류센터를 포함한 시설과 화물 운송과정에서의 스마트 물류가 비용 측면
에서 효율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보안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
아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자동화(Automation)와 로봇화
(Robotization)에 따른 인력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법정 근
로시간을 준수함으로써 인력감소는 피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
조의 개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의
부족과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며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세계화, 자유화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하
게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무역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긴급물품에 대
한 항공운송 운임의 급격한 상승과 3대 컨테이너 얼라이언스의 노선 서비스
축소로 해운 운임도 올라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물류정책과 계획의 주요 변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환경 변화를 말하기에 앞서 국내 물류정책과 계
획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 물류 관련 법의 신설 및 계획 수립이 체
계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의 물류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물
류시설의 확충, 기계화, 정보화, 자동화,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대규모 인프라시설의 계획과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
속전철, 부산, 광양, 인천 등의 항만,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중반까지의 특징으로 김대중 정부는 IMF 구제금
안승범 교수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융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였고 당시 세계적인 추세인 신자유주의에 따른 민
영화, 민간자본 유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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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등 세계화의 추세에 동참하였고 기존의 제조

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되고 민간에서도 근거리

위주 일변도에서 서비스산업으로서 물류중심화

배송에 대한 효율화가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정책과 계획을 진행하였다.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적개발원조

로 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시

(ODA) 자금의 확대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각의 차이는 있으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 본격화하는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글로벌 환경에서의 보안,

적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 환경오염원에 대

안전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환경, 지구온

한 국제공조,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 등을 포함한

난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대두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물운송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
환되는 등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환경 변화

류기업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대형 물류자회사가

코로나19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한계에 직면하

등장하면서 다단계 구조와 갑을문화 개선에 대한

자, 낮은 지가와 임금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사회적 요구가 물류 분야에서도 본격화하고 화물

의존하던 다국적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게 되

시장에서의 근로자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었고 낮은 가격이 최우선시되었던 제조와 유통,

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물류의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물류 분야 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 수요의 감소와

요 변화는 무선통신과 IT의 발달에 따른 소비자 및

공급망 축소, 생산량 조절로 인해 컨테이너, 원유,

기업의 환경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전자상거래의

LNG, LPG, 화학, 자동차 등이 영향을 받고 거래량

활성화와 저온물류(Cold Chain), 해외직구/역직

이 감소하고 있다.

구의 크로스보더 물류, 소셜커머스에 따른 근거리

세계적으로 제조는 유연생산(Flexible Manufac

배송(Last-mile Delivery)과 음식배달업 확대를

-turing), 무인 스마트팩토리, 공장공유 등 생산 형

들 수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화물차휴게소,

태가 바뀌고 있으며, 지역과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유가보조금, 화물공제 및 적재배상책임보험, 산재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재고의 재배치, 그리고 자

보험과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근로자 환경 개선

국 내 생산기반의 강화인 리쇼어링(Reshoring)이

이 두드러진다.

가속화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유통과 물류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커머스의 확대

상당 기간 공급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온라인의 구매상품 확대와

몇 년 택배 차량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추가 공급

신규 이용자 및 비대면 이용자의 확대, 직구/역직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 환경은 이전보다 못

구의 크로스보더 물류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

한 상황이 지속하여 현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합한 옴니채널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를 통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거점 물류시설의

사람의 이동은 전면적인 제약이 있으나 개인의 소

계속된 공급 외에도 도시 내에서의 배송센터, 물류

비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아 택배, 음식배달업 시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장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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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물류환경 변화와 스마트 물류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

스마트 물류 R&D 사업에 대한 몇 가지 당부

하고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디지털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 R&D

뉴딜’, ‘그린 뉴딜’,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의 틀에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한다.

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도시 및 산업단지의 디지

정부가 추진하는 R&D의 경우 공공성과 범용성을

털화, 노후 차량과 선박의 친환경화 전환, 고용 및

강조하다 보니 정보의 공유가 어렵거나 많은 기업

사회 안전망 확대를 물류 분야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 참여를 꺼리면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그 이후에도 정부의 역할은 불가

한 무리하게 상업화에 따른 실적을 요구할 경우

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4차

기업은 가상의 실적을 만들거나 개발비용에서 혜

산업혁명이 가속화하여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

택을 보더라도 그 이후 정부에 대응해야 하는 행

할 경우 더욱 그러하리라 본다. 이미 세계적인 변

정 및 관리비용이 부담돼 참여를 꺼릴 수 있다. 이

화로는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있고 물류

런 측면에서 사업이 마무리되어 상업화가 어려우

산업에서는 규제완화(De-regulation)에서 재규

면 퇴출이 가능한 시스템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

제(Re-regulation)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

여야 한다. R&D 사업을 기획하여 만들어 나가는

로자 보호, 안전, 보안 측면에서의 재규제는 일본

과정에서 관련 관리기관,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

의 화이트물류 추진 운동과 미국 연방도로국의 화

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명확하나 일부 참여기

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근무시간 규정, 전자로깅

관과 기업이 독점하는 카르텔 형성은 공정한 환경

장치(Electronic Logging Devices, ELD) 의무화

조성에 역행하게 된다. 기술 개발 및 상업화의 성

가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선박, 차량 등에 대한 에

공에 대한 무리한 요구(사업선정 시 및 사후관리)

너지 소비와 오염, 항만, 공항 등 거점시설에서의

는 기 개발된 해외의 핵심기술에 의존하여 사업을

소음, 환경 규제의 강화가 두드러진 변화이다.

진행하거나 기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정부

향후 감염원 관리 등 작업장과 작업자에 대한 보

의 자금을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건, 안전 측면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고

또한 실적을 위해 R&D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민

용 안전망 확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

간에게 무리하게 이용을 강요할 경우 시장에서는

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생활물류법」도 그

R&D 사업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물류센터를 포함한 시설과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민간기업에 국한되는 경

운송과정에서의 스마트 물류가 비용 측면의 효율

우라도 해외시장에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과감하

화 외에도 안전, 환경, 보안 측면에서 대상이 확대

게 투자하는 혁신적인 모델 제시를 기대해 본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자동화(Automation)
와 로봇화(Robotization)에 따른 인력감소는 불
가피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
수함으로써 인력감소는 피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수반되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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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촘촘하게 짜인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서울 면적의 1.5배, 인구는 400만 명이 채 안 되는 독일 수도 베
를린. 올해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변을 맞는 베를린
은 문화·정치·미디어·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급행전철
(S-bahn), 지하철(U-bahn), 트램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사진과 함께 베를린 교통을 스케치해본다.

글·사진 _ 정병두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도시와 교통』(크레파스북, 202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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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박물관 섬을 끼고 흐르는 슈프레 강의 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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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은 면적 891.1㎢, 2020

를린을 중심으로 함부르크나 뮌헨, 쾰른, 프랑크푸

년 기준 인구 366만9천 명(도시권 614만4천 명)으로

르트 등 주요 도시와 주변 인접 국가와 연결해 여객

런던 다음으로 가장 많고, 올해로 베를린 장벽이 무

은 물론 화물수송 네트워크에 있어서 유럽 철도교

너진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문화·정치·미디어·과

통의 요충지로 발전했다.

학 분야의 세계적인 도시로서 급행전철(S-bahn), 지

베를린 중앙역은 2006년 FIFA 월드컵 개최에 맞

하철(U-bahn), 트램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수단이

춰 완공된 유럽 최대의 입체 교차형 철도역이다.

잘 정비되어 있다.

독일과 유럽 인접 국가의 빈, 프라하, 취리히, 바

이런 배경에는 독일철도(DB)가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와 연방정부가 도시를 재정비할 때 철도 인프라

➋ 세계적인 철도 역사규모를 자랑하는 베를린 중앙역(Berlin

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철도가 중심이 되었다. 베

➌ 유럽 최대 철도 입체 교차역인 베를린 중앙역 복합환승센터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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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ptbahnhof)

독일 베를린(Berlin)

➍

르샤바, 부다페스트 등 주요 도시와는 고속철도
ICE(InterCityExpress), IC(Intercity), EC(EuroCity) 등 하
루 1,800여 대의 열차를 통해 3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역사 규모를 자랑하는 베를린 중앙
역은 메인 콘코스가 두 개 타워를 연결한 것인데,
동서 메인 플랫폼 길이는 321m의 아치형 글라스가

➎

덮여 있다. 약 44,000㎡ 복합 상가를 갖춘 유럽에
서 가장 근대적인 철도역 환승센터 건축물로 유명
하다.

➍ 알렉산더 플라츠 주변의 트랜짓 몰, U-bahn과 환승연계

베를린 주 교통수단은 S-bahn과 U-bahn이며, 이

➏ 베를린 중앙역 북측 게이트, 광장 앞 버스정류장 모습

➎ 구 동독지역에 많이 분포된 베를린 트램 노선도

시스템의 하루 전체 수송인원은 273만 명에 달한
다.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S-bahn은 16개 노선, 노
선연장 331㎞, U-bahn은 10개 노선, 노선연장 146
㎞이다. 트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선망(1865
년)을 갖고 있다. 현재 베를린교통주식회사(BVG)에

서 운행하는 9개 메트로 트램(Metro Tram)과 13개
노면전차(Straßenbahn), 총 22개 노선으로 운행거리
는 194km에 이른다.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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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➑

사진의 트램 노선도에 보듯이 2차 세계대전 분단
이후 서베를린은 메트로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체
계로 변환해 대부분 트램 운행을 중단하였지만, 동
베를린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재 동베를린 지
역에 대부분 노선이 분포하고 있다.

➒

독일 정부는 수소를 탈탄소 전략과 2050년 탄소
중립국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
➐ 베를린 시내의 중심의 역사적인 포츠담 광장(Potsdamer Platz)
➑ 포츠담 광장에 있는 세계 최초 신호등(1924년)
➒ 주택지구 도로의 최고속도 규제, ZONE 30

미 2015년 6개의 자동차와 에너지 기업(Air Liquide,
Daimler, Linde, OMV, Shell, Total)이 공동 출자하여 H2

➓ 202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을 맞았다.
⓫ 도로 노면포장을 달리한 노상주차장, 파킹미터(Parking Meter)

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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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Berlin)

⓬

마침 지난 2월 이곳을 방문해 현장 견학한 적이 있
다.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독일은 78개의 수
소충전소를 설치하였고, 2023년까지 400개소
의 수소충전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은 H2
⓭

Mobility가 수소 인프라를 구축·확장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육

⓬ 베를린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용자전거, 리들 바이크(Lidl-Bike)
⓭ 자전거 도로망은 620km(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100km)에 이른다.

박해 재 확산세가 유럽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니

⓮ 노외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 일부 융합주유소에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안타깝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

⓯ 베를린 Total 주유소, 수소충전시설이 가솔린과 디젤 주유기와 인접하

면서 올해 마지막 원고를 마친다.

⓮

여 설치돼 있다.

⓯

2020 12 VOL.274

055

KOTI NEWS

원내 행사

「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서」
체결
한국교통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11월 27일(금) 「빅데이터 생태계 활
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 간
에 유기적인 빅데이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 산업
의 발전을 꾀하고, 선순환적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 모두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21 교통·물류 발전전망 세미나」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2020년 11월 24일(화) 2층 대회의실에서
「2021 교통·물류 발전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
는 2021년도의 교통·물류·항공부문 주요지표 전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의 사업계획 지원 목적을 위한 원내
세미나로 오재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원의 싱크탱크 역
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김주영 본부장, 김찬성 팀장, 모창환
선임연구위원, 이태형 본부장, 송기한 본부장, 신희철 본부장
①

등이 참석하여 발제 및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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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론 중인 참석자들
②	발제 의견을 경청 중인
참석자들

기고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도시의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마트 도시에도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
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과 시민불편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동킥보드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 그리고 이용객들이 서로 노력해 바람
직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글

신재용 쇼핑몰 운영자

어디서나 보이는, 차고 넘치는 전동킥보드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전동

요즘 거리에서 언제부터인가 전동킥보드 이용자

휠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모두 9만7,500대,

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킥보드는 애들이나 타는 것

2019년 19만6,200대가 판매됐다. 그리고 2022년

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직장인들도 출퇴근에 전

까지 20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전동킥보드

다.

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대중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과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서

교통 이용이 꺼려지고,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는

비스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애매한 거리일 때, 그리고 자전거보다 빠르고 이
용하기 편리한 장점 때문이다. 특히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리는 물론이고 아
파트, 단독주택 할 것 없이 골목 곳곳을 전동킥보
드가 점령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전동킥보
드가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퍼스널 모
빌리티는 이용 편의성과 휴대성으로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 성장률도 매년 20%가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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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만 찍으면 바로 빌릴 수 있고, 정해진 주
차구역이 없어 도착지 주변에 세우면 바로 반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점이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 스타트업 아이템으로 시작
된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에 네이버, 카카오, 현대
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으며, SKT도
우버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이유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급팽창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운행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올해 8월 말 기준 16개 업

다. 2016년 290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7월에는

체, 약 3만5,850대에 이른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951건으로 치솟았다.

7,500여 대였고, 3개월 전인 5월(1만6,580대)에 비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시각장애

해서도 배 이상 늘고 이용 건수도 늘었다. 서울시

인들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위협적이다.

가 주요 12개 업체의 이용 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

점자블록 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을 때

해 3∼8월 6개월 동안 1,519만 건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단독보행을 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는 350만 건이었다. 2018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년 150대였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수가 올해 이렇

이런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서울시는 지난 7

게 급격히 증가했으니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

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16곳과 협

다.

약을 맺고 주차 질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통
행이 잦은 곳이나 진입로에는 주차를 제한하며 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시민불만’ 폭발

로수, 벤치 등 상대적으로 통행 불편이 적은 곳에

그러나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이용자의 에티켓은

주차를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홍보가 부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족하고 전동킥보드 수와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 업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다는

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만

장점도 있지만, 이는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은 계속되고 있다.

보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차장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송파구와

을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

서초구는 관내에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 중

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보행에 장애가 되며

이라고 한다. 서초구는 지난 2월부터 공유형 전동

더러는 가게 앞에 세워져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킥보드 전용 주차장 50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유로 주정차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데,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주차 존을 사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할 수 있다. 또한 송파구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 확립을 위해 관내 12개소에 킥보드 주차구역

5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7배 이상 증가했

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킥보드 전용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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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나!

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 주차

민들에게 위협이며 불안감의 요인이기도 하다.

장에 주차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다 보니 잘 지켜
지지 않고 여전히 주택가 골목길에 세우는 경우가

이용자 많아진 만큼 전동킥보드 사고 빈번

많다고 한다.

내년 4월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무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무단방치

허운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

금지 조항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음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다는 방침

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작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이지만 법·제도 정비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

500만 원 이하 벌금, 크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

로 보인다.

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 불법 난무

킥보드 사고 후 그냥 간 경우에도 일반적인 교통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

사고 뺑소니와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킥보드 사

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

않고 도망갔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

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이 0.59kW 미

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만)를 단 차가 포함된다. 전동킥보드는 정격출력

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의 이

0.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볼 수 있다

용자들은 오토바이와 비교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 한다.

낮다 보니 위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드를 운전하면 불법이다.

보니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공유형

전동킥보드 하나에 둘이서 타기도 하고 헬멧 등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 2

안전 장비 없이 여기저기를 누비기도 하는데, 이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중 한 명은 결국 숨졌다.

역시 불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사고 위험이

또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동킥보드를 타

커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 데도 헬멧을 쓰고 이

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있었다. 기사가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해 청소

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남성의 킥보드를 미

년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주말이나 등하교

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한다.

시간대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들이 전동킥보드

이 외에도 골목길에서 대학생 2명이 타고 가던 공

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유 전동킥보드를 피하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휴대전화를

주부의 사연,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요

이용하면서 운행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

추 골절로 입원을 했다는 할아버지의 사연 등 기

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행동은 시

사를 보면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소식은 물론 전동

2020 12 VOL.274

059

기고

킥보드를 피하다가 다친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을

시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대부분 개별적으로 사고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하고 관련 사고로 지급

처리를 해왔으나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연령이 낮

된 보험금도 누적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아 일부는 사고를 낸 이후 피해보상도 제대로 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

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사고가

그나마 올해 11월부터는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집계됐다.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부딪혀 다치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고

있게 된다고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한다. 사고가 늘면서 지급된 관련 사고의 보험금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이동

규모도 2017년 215억 원에서 지난해 1,128억 원

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

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

독업무시행세칙’을 예고했다.

금은 총 2,193억여 원에 달했다. 사고 강도도 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보행자가 킥보

심해지는 추세로 2017년 건당 평균 5,930만 원이

드에 치여 다칠 때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었던 보상액은 지난해 1억4,380만 원으로 늘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지급받

그러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

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

한 경우는 집계에 빠져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많

더라도 부모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

은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한

험차 상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교통연구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설문조사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

한 결과 사고 경험자 중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

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리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이 62%였고 보험회

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차

사에 신고 처리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한

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사

경우는 10.3%였다고 한다.

각지대로 남는 것이 문제다.
한편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상이 어렵다?

는 가운데 사고와 민원은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앞으로 이용자가 많아지면 사고가 더 잦아질 수

관리 능력을 뛰어넘고 이용자들의 의식 또한 급팽

밖에 없는데, 철저한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

창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법 역시 규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제 방법, 또 단속 근거 조항도 매우 취약하고 보험

이 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논의도 본격화

적용도 안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인 소유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

주차 단속 근거를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법」

고, 공유업체가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기

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기 결함이 아니면 공유업체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을 수 없어서 그동안에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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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나!

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완
화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
이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규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장구 착용이라든지 도로 운
행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
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받는 것이 최소
한의 안전장치로 필요하다는 것
이다.

©KIM DONGHO / Shutterstock.com

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 문화도 만들어져야

만 아니라 안전문제, 무질서한 주차문제, 보험 등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전

의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로 등 사회기반 시

동킥보드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

설에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업체들은 지금보다

하고 있다.

관리를 더 해야 하지만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 민원 증가로 향후 특

문화도 만들어져야 한다.

정 구역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방식이 도입될지 촉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도시의 교통·환경 문제

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동킥

를 해결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에도 필수적인 이

보드를 반납하게 되면 이용에 제약이 생겨 소비자

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가 자유롭

반대로 안전과 시민불편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는 전동킥보드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

는 것도 사실이다. 처음 전차가 나왔을 때 사고가

에 전용주차장 문제는 전동킥보드 업계에서 중요

발생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현재 도시 내 이동을

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전동킥보드가 차세대 이동

자칫 규제 강화 흐름이 총량제 등 수량 규제까지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 그

이어지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용한 신산업 자체

리고 이용객들이 서로 노력해 바람직한 이용 문화

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샌프란

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스코의 경우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과 사고가 늘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이 이루

자 4개 업체가 4,000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관련 산업

하고 있다.

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업계에 대한 규제뿐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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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다
- 교량의 역사

이상우 문화평론가

교통 인프라의 발전 과정에서 교량은 강·하천·계곡 등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운
송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교량은 끊어진 지역을 서로
연결하면서 더 빠른 육상 수송을 가능하게 했다.

교량으로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다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

교량은 오랜 역사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로서 인간

인 가드교는 로마 시대의 교량 중 하나로, 3층의

의 사유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로마인들

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량과 수로의 기능을

은 ‘교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라고 믿

동시에 갖고 있다.

었으며, 실제로 많은 교량이 신부(神父)들에 의해

서로마제국 멸망 이후에는 대규모 교량 건설이 드

건설되었다. 이는 ‘교량가설자’라는 의미의 라틴어

물었다. 각 국가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대규모 도

‘폰티푸(Pontiff)’가 교황(敎皇)을 의미한다는 것으

로와 교량 건설의 추진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이

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동양의 불교에서도 교량

시기에는 페르시아·중국·인도에서 교량이 건설된

을 건설하는 일은 현세에서의 세 가지 공덕 중 하

기록이 남아있다. 7세기경 인도에서는 철 체인으

나라고 믿었다. 또한 사찰 앞에 놓인 다리는 속세

로 연결된 현수교가 건설되었고, 비슷한 시기 중

로부터 무지개를 타고 불국(佛國)으로 들어간다는

국에서도 현수교가 출현했다. 마크코폴로는 『동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교량은 인간이 자

방견문록』에서 당시 중국인들이 상당한 수준의

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실용적·정

교량을 건설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신적 구조물이었다.
초기의 교량은 돌이나 통나무를 이용하는 단순한

세계 최초의 철교, 아이언브리지

형태였다. 계곡 같은 곳에서는 로프와 바구니를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을 대표하던 교량은 영국

사용해 마치 케이블카처럼 사람과 물자를 옮기는

의 런던교였다. 이 교량은 1176년에 공사가 시작

방법도 사용되었다. 일종의 원시적 형태의 현수교

되어 33년 만에 준공되었는데, 19개의 거대한 교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량은 여러 개의 케이블과

각과 285.3m의 길이를 자랑했다. 런던교는 당시

바닥틀 구조를 갖는 형식으로 발전했다. 문명 시

런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역사상 수많은 전투가

대의 대표적인 교량 형식은 아치교였다. 특히 도

이곳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화재·홍수·마

로가 발달한 로마제국 시대에 많은 아치교가 만들

모 등으로 인해 때문에 여러 차례 다시 건설되어

어졌는데, 현재도 당시의 흔적들을 유럽 곳곳에서

야 했고, 결국 1831년 완전히 철거되었다. 런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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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럽에서는 석재 아치교 형태의 교량들이 다
수 건설되었다. 플로렌스의 베키오교(1345년), 베
니스의 리알토교(1591년), 파리의 퐁네프교(1607
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베키오교와 리알토교

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지금도 이탈
리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술과 기계의 발명 덕분에 교
량 기술도 크게 발전했다. 최초의 철교는 제련소
가 처음 세워진 영국 콜브룩데일에 가설되었다.

인 존 로블링과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 등 20여

이곳은 당시 전 세계 철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했

명이 사망했고, 결국 워싱턴의 아내인 에밀리 로

던 대표적인 제철 도시였다. 생산된 철은 영국 전

블링이 남편을 대신해 브루클린 브리지를 완성했

역으로 수송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다. 오늘날 브루클린 다리 위에는 세 명의 로블링

다리가 필요했다. 나무나 돌로 만든 다리로는 무

모두를 기리는 명판이 있다.

거운 철을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부서진 교량을

서 세계 최초의 철교인 아이언 브리지가 건설되

복구하고,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

었다. 이 교량은 총 길이 42.7m에 철제 부분만

에서 많은 교량 건설이 이뤄졌다. 1948년 이후 10

30.6m에 달하는 대형 교량으로, 산업혁명의 역사

년 동안에 교량의 설계와 시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했는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PC) 공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리 콘크

강철 케이블로 매달아 연결하다

리트에 압축 응력을 가해서 인장 강도를 크게 키

19세기에는 강재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적

우는 방법으로,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

인 형태의 현수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현수교

양한 PC교량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강상판

는 여러 기둥을 세우지 않고 강철 케이블을 이용

교량도 개발되어 보다 강재량을 크게 절약할 수

해 교량을 지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강철 케이

있게 되었다. 또한 고장력 볼트가 개발되고 용접

블을 사용한 최초의 현수교는 미국의 브루클린 대

기술이 좋아지면서 더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을 만

교다. 맨해튼섬 남단에서 이스트강을 가로질러 뉴

들 수 있게 되었다.

욕시의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가 무

사이먼 앤 가펑클은 1970년 그들의 마지막 앨범

려 1,825m에 이른다. 엔지니어였던 존 로블링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를 발표했다.

1841년 강철을 꼬아 만든 케이블을 고안했고, 이

“어둠이 밀려오고 고통이 닥쳐올 때 거친 물결 위

를 사용해 교각 없는 교량을 설계했다. 브루클린

에 놓인 다리처럼 다리가 되어 드리겠어요.” 이 노

대교는 1869년 착공해 14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

래의 가사처럼 교량은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여 1883년 완공되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도구이자, 단절된 공간,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연

우여곡절도 많았다. 다리가 건설되는 동안 설계자

결하는 은유로서 우리 곁에 놓여질 것이다.

2020 12 VOL.274

063

해외통신원 소식

디지털화가 교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서론

디지털 발전에 발맞춰 최근 교통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화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이 교통분야에 적용되어 사람들의 통행을 바꾸고 있다. 이
장성훈

러한 변화에 대해 세계적인 디지털 전문가인 앤서니 타운센드(2013)는 스마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공대
교통계획학 박사

시티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도시교통시스템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이 다른 분
야보다 빠르고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시간 다수단 통행
플래너에서부터 Mobility-as-a-Service(MaaS)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
한 접근을 제공하는 GPS 및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화는 사람들
의 통행을 단순화하고 통행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한 제어 및 선택권을 더 넓혀
주고 있다(Aguil ra, 2019; Manders & Klaassen, 2019).
이와 함께 관련 학계는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16세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은 숫자와 읽고 쓰는 능력이 낮으며, 디지털 세계를 경험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Algemene, 2016). 이에 더하여 Baay et al.(2015)과 Bijl
et al.(2017)는 정보 격차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격차는 사람들의 통행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모바일 기기 발전 이전에 네덜란드 교통 전문가와 디
지털 불평등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도 통행에 미치는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미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디지털화는 단순히
아날로그 정보를 비트 및 바이트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가져온다(Benkler, 2006).
이러한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여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모빌리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교통서비스에서 디지털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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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의 접근 가능
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빌리티, 디지털화 및 사회적 통합의 연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20세기 전반에 걸친 전자기술의 진화는 정보 디지
털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는 1980년대 초 전화망이 디지털화하면서 시작되
었다. 1980년대 초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상용

Bureau voor de Statisticiek, 네덜란드 통계청)가 발표

화하면서, 가정에서도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

한 유럽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18년 가구

게 되었다. 조작이 간편해지면서 비전문가도 컴퓨

당 인터넷 보급률이 98%로 가장 높았다.

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Windows를 통

특히 개인용 휴대 단말기의 개발은 비교적 낮은 비

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네트

용으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첫

워크망이 구축되기에 이르렀고, 1999년 ‘웹 2.0’이

터치스크린폰이 나온 지 15년, 첫 블랙베리가 나온

등장하면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사용성을 강조

지 8년 만에 ‘포켓 PC’ 터치스크린폰이 통신사가

한 온라인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아닌 개인에게 시판될 정도로 정보처리와 디스플

취하게 되었다. 같은 해, Mac 신제품의 Wi-Fi 프

레이 기능의 진화가 이루어졌으며, 디스플레이 기

로토콜은 일반 가정에서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가

능의 진화는 스마트폰 사용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능하게 했다. 이때 네덜란드 인구의 26%가 인터

2007년 네덜란드 가정의 19%가 인터넷 검색을

넷에 접속하였다(그림 1 참조). 참고로 CBS(Centraal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2013년에는 6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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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네덜란드인의 인터넷 접근성 변화

그림 2•네덜란드 가정 및 개인단위에서의 스마트폰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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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CBS, 2014). 2019년을 기준으로 네덜

착한 네트워크 의존성과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듀

란드 인구의 92% 이상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

푸이의 설명 모델(Dupuy, 1999)을 살펴볼 필요가

터넷에 접속한다(그림 2 참조). 스마트폰은 3G 이동

있다. 듀푸이는 이 모델을 자동차 의존성과 이후

통신망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후 더 빠른 네트워

디지털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교통

크인 4G에 자리를 내주었다. 2019년 아시아에서

분야에 적용 시,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

최초로 상용 5G 네트워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능하다.

최근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점점 더 진화하였고,

•클럽효과 :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카드 등 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 음성 작동 보조 장치와

지털 기기를 통해 디지털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같은 혁신을 이루어냈다.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클럽 효과’
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의 장점으로는 보험료

교통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

를 지불할 필요 없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접

교통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것은 1970년대

근하거나 현금 없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 등이 있

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서

다.

출발한다. 사업자나 계획자와 같은 교통서비스 산

•함대효과 : 교통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업의 전통적인 운영자들은 교통분야 전략 계획, 인

에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수록, 이러한 사람들에

프라 관리, 자원 관리와 같은 운영 업무, 행정 업무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서비스와 제

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

품들이 개발된다는 점에서 ‘함대 효과’가 있다.

추었으며, 교통분야 디지털화 구현의 주요 전략을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개발, 정제, 신속한 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절감

객지원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이다.

통행자에게 미치는 ICT 영향을 Amp las(2001)와

•네트워크 효과 : 이러한 효과들은 ‘네트워크 효

Aguil ra 및 Rallet(2016)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과’를 야기한다. 즉, 사람들이 교통서비스에서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사업자와

•새로운 티켓팅 방법의 개발, 개선된 통행 정보,

사용자 모두에게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하는 것

다양한 통합정보의 제공

이 더 유리하다.

•새로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발
•통행 중에 다양한 활동의 수행, 텔레워킹을 할
수 있는 도구 사용

정책적 관점
ICT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는 국

교통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 확대

제기후협정을 준수하려면 교통부문이 더욱더 친

통행자 관점

환경적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30년

앞서 언급한, 통행자 관점에서의 디지털 기술 발전

과 2050년 사이에 ‘클린 모빌리티’가 ‘서비스’로 구

과 의존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통신 연구에 천

현되어야 하고, 관련된 교통서비스는 ‘쉽게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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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자동차 소유는 최

분을 의존하는 주요한 교통서비스일 수 있다. 이들

소한 도시 지역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을 대중교통 ‘피랍자(Beimborn et al., 2003)’라고 부

것이다(Rijkoverheid, 2018). 네덜란드는 이러한 친

를 수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과 나이, 장

환경적 교통으로의 전환을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애 또는 과거 운전 행위로 인해 자동차나 운전할

전환’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Chia et al., 2016). 전
체 대중교통 통행의 2/3가 이러한 ‘피랍자’들에 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교통서비스

해 이루어진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교통수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중

단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통합

교통 피랍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의 가치는 사람들이

고 있다. Clark and Curl (2016)에 따르면, 공유 모

목적지로 이동하거나 사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

빌리티 서비스는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정

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적 불이익을 줄여준다. Atkins(2015), Mayas and

포용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Kamargianni(2017), Jittrapirom et al.(2018) 등

Musselwhite와 Haddad(2010)는 노년층에서 교

이 발표한 것처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통은 실제적인 필요(예 : 이동의 도구적 가치)뿐만 아

가 사회적 약자의 교통분야 소외 위험을 크게 낮출

니라 사회적 또는 정서적 필요(예 : 독립성의 필요성)

수 있다는 기대도 많다.

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모
빌리티 가치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Shliselberg & Givoni, 2018).

맺음말

자동차 의존 사회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교통
에서 커다란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차 없는 사람들

교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교통 분야에서 점진적

이 돈과 같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말

으로 적용되는 수십 년간의 현대 기술 개발의 결과

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은 통행의 상당 부

물이다. 인터넷과 개인 및 연결 기기의 통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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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통서비스도 디지털화를 점차 수용해 왔다.

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디

있다. 디지털화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불평

지털화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등과 그것으로 초래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체

정보 격차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불평

계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1. Aguil ra, A. (2019). Smartphone and Individual Travel

relevant to transport – understanding what drives them.

Elsevier.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35,

2. Algemene Rekenkamer. (2016). Aanpak van
laaggeletterdheid. Presen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April 20th, 2016.
3. Atkins. (2015). Journeys of the Future: Introducing Mobility
as a Service.
4. Baay, P., Buisman, M., & Houtkoop, W. (2015).

80-95. doi:10.1016/j.tra.2020.03.002.
16. Dupuy, G. (1999). From the “magic circle” to “automobile
dependence”: measurements and political implications.
Transport Policy, 6(1), 1-17. doi:10.1016/S0967070X(98)00028-6.
17. Groth, S. (2019). Multimodal divide: Reproduction of

Laaggeletterden: achterblijvers in de digitale wereld?

transport poverty in smart mobility trends. Transportation

Vaardigheden van burgers en aanpassingen door overhede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25, 56-71. doi:10.1016/

Stichting Lezen & Schrijven & ECBO.
5. Banister, D. (2019). Transport for all. Transport Reviews,
39(3), 289-292. doi:10.1080/01441647.2019.1582905.
6. Beimborn, E. A., Greenwald, M. J., & Jin, X. (2003).
Accessibility, Connectivity, and Captivity: Impacts on Transit
Choice.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1835(1), 1-9.
doi:10.3141/1835-01.
7.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8. Bijker, W. E., & Law, J. (1992).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9. CBS. (2014). ICT, kennis en economie. Den Haag/Heerlen:
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
10. CBS. (2018). The Netherlands leads Europe in Internet
access. Retrieved from https://www.cbs.nl/en-gb/
news/2018/05/the-netherlands-leads-europe-in-internetaccess.
11. CBS. (2019a). ICT, kennis en economie. Retrieved from
https://longreads.cbs.nl/ict-kennis-en-economie-2019/ ictgebruik-van-huishoudens-en-personen/.
12. Chia, J., Lee, J., & Kamruzzaman, M. (2016). Walking to
public transit: Exploring variations by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10(9),
805-814.
13. doi:10.1080/15568318.2016.1156792.
14. Clark, J., & Curl, A. (2016). Bicycle and Car Share Schemes

068

15. Cohen, T., & Jones, P. (2020). Technological advances

Behavior Urban Mobility and the Smartphone (pp. 1-37):

j.tra.2019.04.018.
18. Jittrapirom, P., Marchau, V., van der Heijden, R., & Meurs,
H. (2018). Future implementation of mobility as a service
(MaaS): Results of an international Delphi study.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doi:10.1016/j.tbs.2018.12.004.
19. Lucas, K. (2004). Running on empty: Transport, social
exclusion and environmental justice: Policy Press
20. Manders, T., & Klaassen, E. (2019). Unpacking the Smart
Mobility Concept in the Dutch Context Based on a Text
Mining Approach. Sustainability, 11(23). doi:10.3390/
21. su11236583.
22. Mayas, M., & Kamargianni, M. (2017). A Holistic Overview of
the Mobility-as-a-Service Eco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Transportation Research Conference, Gyor, Hungary.
23. Musselwhite, C., & Haddad, H. (2010). Mobilit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later life. Quality in Ageing and Older Adults,
11(1), 25-37. doi:10.5042/qiaoa.2010.0153.
24. Rijksoverheid. (2018). Ontwerp van het Klimaatakkoord
-hoofdstuk Mobiliteit.
25. Shliselberg, R., & Givoni, M. (2018). Motility as a policy
objective. Transport Reviews, 38(3), 279-297. doi:10.1080/
0144.1647.2017.1355855.
26. Townsend, A. (2013). Smart Cities: Big Data, Civic Hackers,
and the Quest for a New Utopia: W. W. Norton & Company.
27. Zijlstra, T., Bakker, P., Harms, L., Durand, A., & W st,
H. (2018). Busgebruikers door dik en dun. The Hague:
Netherlands. Institute for Transport Policy Analysis (KiM).
28. Zijlstra, T., Durand, A., & Bakker, P. (2019). Reizigers in

as Inclusive Modes of Travel? A Socio-Spatial Analysis in

het sociaal-recreatieve doelgroepenvervoer. The Hague:

Glasgow, UK. Social Inclusion, 4(3). doi:10.17645/si.v4i3.510.

Netherlands. Institute for Transport Policy Analysis (KiM).

월간 교통

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11월 7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
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
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 고

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

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4~6차로 도로로, 지

로, 국토교통부가 20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

난 ’15년 11월 착공 이후 총투자비 약 21,190억 원

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을 투입하여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의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

약 30% 구간을 교량 및 터널 구조물로 건설하여 주

로, 통일로의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

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요지점에 8개 나들목

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

(IC)과 3개 분기점(JCT), 2개 휴게소를 설치하였다.

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로(파주 월롱~구파
발)의 경우 하루 8천여 대, 자유로(고양 장월~김포대

자료 |	국토교통부, “7일 00시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2020.11.6

교)는 2만 7천여 대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이동시간은 통일로 대비해서 40분(8km↓), 자유로

국토교통부

대비해서 10분(10km↓)정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실제도로서

된다. 특히,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와 지난 3

최초시연

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에서 보다 편
리하게 수도권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또한, 수도권 제1, 제2순환망을 연결하는 방사형 노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

선으로 수도권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하여 한 단계 발전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선보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서울~

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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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행 차량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선행 차량을 자

차량제원·경로정보 등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군집주

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행 참여희망 차량을 매칭하고, 합류지점까지 안내하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교통물류연구 사업으로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화물차 군집주행 시
연은 공용도로(서여주IC~여주JCT, 8km 구간)와 시험

자료 |	국토교통부, “화물차 자율협력 군집주행 실제도로서 최초시
연”, 202011.26

도로(여주시험도로)에서 이뤄졌다.
먼저 공용도로 시연을 살펴보면 일반 차량이 운행

국토교통부

중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대가 군집 대열을 형성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한 후, 대열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행을 실시했

하위법령 입법예고

다. 차량 간 통신(V2V)을 통해 주행 정보를 받아 후

070

행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페달에 발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

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행 차량의 뒤

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를 따라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주행했다. 다음은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시험도로 시연이다. 시험도로에서는 가상의 위험 상

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

황을 설정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를

법령 개정은 개정 「여객자동차법」을 이행하고 올해

노변기지국을 통해 차량에 전달하는 차량-인프라

11월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

간 통신(V2I) 기술을 활용해 차로변경, 긴급제동 등

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신·구 모빌리티가

의 안전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연차량이 가상의 안개

상생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기상정보를 받아 차량 간격

공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을 넓혀 주행하고, 공사 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을 피

위원회에서 권고한 여객자동차운송시장기여금, 플

하고자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 야생동

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물이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여 선행 차량이 긴급하게

있다.

차량을 멈추게 되면, 전방 차량의 감속 정보가 후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

차량에 동기화되어 후행차량도 동시에 긴급제동이

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이루어져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도 시연했다.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

이번 시연은 작년보다 화물차가 한 대 추가되었고,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

시험도로뿐만 아니라 공용도로에서도 시연했으며,

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

운행 속도도 높이고(70→80km/h), 차량 간격을 줄여

업기업인 경우 적용)에 대한 납부비율을 차등화하도

(16.7m→15.6m)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였다.

록 규정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기준

내년에는 4대의 화물차가 시속 90km로 더 넓은 범

으로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

위의 공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며,

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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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허가심의 기준(새로운 운송

발 및 교육을 통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

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종사자 보호, 수

상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

우리나라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주행차(레

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

벨3)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

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

기능이 탑재된 자율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

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UN 자문기구인 국제자

였다.

동차검사위원회아시아 의장국으로 임명되어 해외

자료 |	국토교통부, “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
령 입법예고”, 2020.11.19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검사기술의
세계 선도를 위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의 역할
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자동차, 전

자료 |	국토교통부, “18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본격
출범”, 2020.11,18

국토교통부

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orea Advanced Vehicle

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Inspection R&D Center, KAVIC)가 11월 18일 본격 출

2년 연장

범하였다고 밝혔다. 5년 전 6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
기차가 현재 12만 대로 급증하고, 차량 스스로 차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

변경과 추월 등이 가능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자

이 2022년 11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

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첨단자동차의 주행 안전을

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

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

다. 이에 2017년부터 약 230억 원을 투입하여 김천

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

혁신도시 내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사업’

(2020.12.1.〜2022.11.30.)하기로 의결하였다.

을 추진하여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

운영한다. 향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차세대

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및 안전정책

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

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첨단자동차의 운행단계

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

보급하고, 첨단자동차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

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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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

체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2023~2025년경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상용서비

는 5,317대가 감소(2014.12월 47,935대→2020.8월

스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

도심항공교통의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기체

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개발과 함께 정부에서도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

자료 |	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
한”, 202011.30

다. 도심항공교통은 기존 항공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주도권·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
은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 어

국토교통부

느 나라보다도 앞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여 국

K-드론관제시스템, 서울 하늘로 드론 택시

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도시,

띄운다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도심항공교통 서

여의도서 K-드론관제시스템 활용 드론배송·택시

울실증’에는 작은 드론과 함께 드론택시용 국내외

종합실증

개발기체도 다수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1월 11일 K-드론시스

자료 |	국토교통부, “K-드론관제시스템, 서울 하늘로 드론 택시 띄
운다”, 2020.11.11

템을 활용하여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행사명: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국토교통부

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K-드론시스템은 다수 드론의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으로 드론배송 및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R&D 과제이며, 올해 인천·영

072

월에 이어 최초로 도심 내에서 종합 실증을 실시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다.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은 대도시권

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

지상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하

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

받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이란 도심지 내 수직

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하여 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

시권역(30～50km) 교통수요를 정체 없이 수용 가

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능한 차세대 3차원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세계적

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인 수준에서의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기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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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

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

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

먼저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 및

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

별표 15)이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

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

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우선 자동차 통

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정비책임자

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

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

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3)이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기·수소·자율

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

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습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마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

지막으로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

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131조 및 별표 21의2)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

있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때 정비업

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
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6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 내‘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
화”, 202011.26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행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국토교통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 검사기준 마련

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
행하는 M2341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

하였고,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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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333 노선이 11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염 확산 방지 등 승객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

마지막으로 12월 1일에는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

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한다. 둘째, 항공기에 사용하

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이 운행에 들어갔다.

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이번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

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

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이 투입되었다. 우

셋째,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

선,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비해 앞뒤 좌석 간 간격

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

이 최대 54mm(800→854mm)가 넓어졌거, 일부 차

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량은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하여 편안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고·준사고 유

승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

위하여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였

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고, 공기청정필터 등이 설치되었다. 준공영제 시행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

으로 이용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

노선별 이용수요에 맞춰 충분한 좌석을 공급하는 한

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처

편,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인

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다섯째, 공공목적에

증차·증회운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

자료 |	국토교통부,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
행", 2020.11.

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
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
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 여

국토교통부

섯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1회 안전교육을 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온라인

「항공안전법령」 개정·시행

이면 3만 5천 원으로 인하한다. 마지막으로 그간 카
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
성 확보와 일반 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시행령·규칙이 1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
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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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항공안전법
령 개정·시행", 2020.11.2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국무조정실, 환경부

획은 지난해보다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

운행 금지

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중점 추진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
량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
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계획이다.
자료 |	국무조정실, 환경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2월∼내년 3
월 수도권 운행 금지” , 2020.11.2.

는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도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탄력요금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절관리제 대책을 수립하기

가능해진다

로 함에 따라 충남도지사와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
터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 도착지, 거리에 따

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

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

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

해주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택시 운전

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

사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

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가기후환

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시행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

고, 올해는 지난 3월 31일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으며,

행으로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 특례 및 1건의

다.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 효

다.

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

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

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18㎍/㎥로 최근 3년 동기

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

대비 25% 감소해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겨울철

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

대기정체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미세먼

정 기준’ 부합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

지 상황은 악화될 수 있고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

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

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

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정확한 요

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

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될 필요가 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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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

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

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

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

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

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지자체와

로 나타났다.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년간(2018·2019) 20%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 특

수준의 감소세를 보이고,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

례를 부여했다.

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

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

다.

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

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

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

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

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

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

소하였으나,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 우선 서울지역

경기(3.9%), 경남(0.4%)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가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

관계부처 협의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는 911명으로 전년 동기(1,035명) 대비 12.0% 감소,

가맹점으로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2%를 차지하였으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탄력요금제
등 가능해진다” ,2020.11.19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
고는 28.5%(26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
망자는 1,122명으로 전년 동기(1,245명) 대비 9.9%

경찰청

감소하였으며,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는 21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19.2% 감소한 것

5.5% 감소

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24명

보행자(12%), 고령자(9.9%), 음주운전(10%)

으로 전년 동기(249명) 대비 10.0% 감소하였으나,

등 감소, 이륜차(9.0%) 증가

국민 모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
절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버스·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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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1~10월, 2,739명)에

470명으로 전년 동기(522명) 대비 10.0% 감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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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다. 한편,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

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409명) 대비 9.0% 증가

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다.

하였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2013년에 체결한

자료 |	경찰청, “‘20년 10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
비 5.5% 감소”, 2020.11.26.

「변경실시협약」 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PIMAC 등 유관기관의 검토·협
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협상 타결,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협상
타결… 720억 재정절감”, 2020.11.2.

720억 재정절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메트로9호선㈜와 9호선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

서울특별시

새싹따릉이 달린다, 송파·강동·은평 우선 도입

금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
근 5년 사이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

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새싹따릉이’가

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이익을

11월 30일부터 달린다. 기존 따릉이보다 크기와 무

공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

게를 줄여 청소년과 체구가 작은 성인도 편리하게

이는 데 기여하고,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윈-윈’

이용할 수 있는 20인치 따릉이다.

방안이다. 서울시는 2038.10월까지 약 720억 원의

서울시는 ‘새싹따릉이’ 500대를 자전거도로 인프라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9호선

에 우선 배치해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총 2,000대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4.02%(2019.12

를 차례로 확대·배치한다. 이용수요, 만족도 등 시민

기준)에서 2.40%로 1.62%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새싹따릉이 확대를 검토할

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

계획이다. ‘새싹따릉이’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

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

기는 4인치(24→20인치) 작고, 무게는 2kg(약 18→약

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

16kg) 가볍다. 작년 12월 「2019 아동참여 정책토론

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으며, 교보생

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현재 따릉이는 성인이 이

명·한화생명·신한은행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

용하기 적합한 사이즈로 획일화돼 있어 어린이도 탈

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

한 아이디어를 서울시가 수용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

‘새싹따릉이’ 도입과 동시에 오늘(11.30.)부터 따릉

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

이 이용연령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

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

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 누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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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게

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탑승하고자 하는 정류

상해, 후유장애, 치료비, 배상책임 등 보험을 적용한

소의 직전 정류소 도착 전에 승차벨을 신청한 경우

다. ‘새싹따릉이’가 도입되고 이용연령이 확대되면

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승차벨 신

그동안 나이 때문에 따릉이를 타지 못했던 청소년들

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하고자 하면

도 학교나 학원 통학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친환경

기존 승차벨 취소 후 재신청하면 된다. 동시에 경기

교통수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신고’ 기능을 신설, 승차벨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새싹따릉이’ 오늘부터 달린다…송파·
강동·은평 우선 도입”, 2020.11.30.

요청한 버스가 무정차 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시
간, 발생정류소, 노선번호,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수
집되도록 했다.

경기도

버스 무정차 걱정 뚝, 시내버스 승차벨
시험운영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번쯤 경험해 보는 시
내버스 무정차. 이달부터 경기버스에서는 이러한 불
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정류소 무정
차 통과를 예방하기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
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11월 30일부터 경기버
스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
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
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
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
르면, 자동으로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
(음성/그래픽)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

음을 알리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
를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 및 버스운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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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도, “경기도에선 버스 무정차 걱정 뚝, ‘시내버스 승차벨’
30일부터 시험운영”, 2020.11.25.

교통 SPOT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비양심들
보행처럼 안전하고 쉬운 운전이 없다.
가고 싶은 곳으로 아무 때나 가면 된다.
하지만 보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양심 교통수단과
여러 적재물들이 여전히 많다.
김건영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아무렇게 놓고 간
쇼핑카트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한 차량

보도 한가운데의
풍선 광고물

횡단보도 앞에 두고 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도 위에 적재해 놓은
상점의 물건들

보도 위
배달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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