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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영국, 'ALKS' 기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참고ｌ‘UK government green lights ‘self-driving’ cars on motorways’, Reuters, 2021. 4. 28. ; ‘'Self-driving'
cars to be allowed on UK roads this year’, BBC, 2021. 4. 28.

개요
영국이 '자동 차선유지 시스템(ALKS)' 기반, 자율주행 장려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영국 정부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ALKS 아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방침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35년까지 국내 판매 신차의 40%가 자율주행차로 이루어지
면서 최대 3.8만 개의 신규 숙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주요 내용
영국 정부가 '자동 차선유지 시스템(Automated Lane Keeping System, ALKS)'에 기반해 안전
한 자율주행을 장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박차
 ALKS는 고속도로 유사도로 환경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을 안전하
게 유지·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시스템
 운전자는 ALKS가 작동하는 동안 운전대를 잡거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나 ALKS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제어권을 발휘, 개입
 이는 운전자 보조장치로만 사용되는 기존 '자동주행시스템(Automatic Driving System, ADS)'
과 구별되는 특징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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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형식 승인을 위한 국제 규정으로 채택
 영국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목적이
나,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포석도 내포

영국 정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저속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할 계획, 이르면 올해 안
가능할 전망이나 보험회사들은 사고 증가 우려를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영국 정부는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시속 37마일(약 60km) 이하로 단일
차선을 운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035년까지는 국내 판매 신차의 40%가 자율주행차로 이루
어지면서 최대 3만8,000개의 신규 숙련 일자리가 창출, 또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에서 6%의 비중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
 마이크 하위스(Mike Hawes) 영국자동차산업협회(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SMMT) 회장은 정부 계획이 안전과 차량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환영12)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기술의 '현재적 한계(current limitations)' 극복
방안이 없다고 지적, 사고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기
 이들은 또한 ALKS를 '자동(automated)' 혹은 '자율주행(self-driving)' 이라는 용어와 유사
혹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면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실제로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명백하게 오해하는 위험성은 테슬라와 관련된
20여 건의 충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논란

영국 정부 계획이 운전자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진 않지만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운전자의 피로와 교통사고 피해를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
 차량과 교통 시스템이 상호 통신할 수 있는 '차량사물통신(C-V2X)'이 구현되면 도심 혼잡도
를 줄이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35년까지 410억 파운드(약
58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

12)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4.7만 건 이상의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고 3.9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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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베이징시, 무인배송 차량 코드
부여
참고ｌ 'コロナ禍で注目される無人配送車 北京市が特定エリアで3社の運営を許可', 36Kr Japan, 2021. 6. 1. ; '最前线｜
无人配送车首次“持证上岗”，京东物流、美团、新石器率先在京合规上路', 36Kr, 2021. 5. 26.

개요
베이징 시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주목받는 무인배송 차량에 대해 특정 구역 내 징둥물류 등 3사
의 운영을 허가, 무인차를 이용한 배송 시대가 도래할지 관심
 시정부는 국제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 연차총회 '무인배송 차량 관리실시 세칙' 발표 자리에서
징둥물류와 메이투안 및 네오릭스에 자율주행 시범구역 무인배송 차량 코드를 부여
 이들 3사는 인건비 급등 속에서 무인배송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 배송에 박차, 베이징
시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에 무인차를 이용한 배송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 관심

주요 내용
중국 베이징 시정부가 제8회 국제 스마트 커넥티드카 기술 연차총회(CICV 2021)13) '무인배송
차량 관리실시 세칙'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징둥물류(京东物流), 메이투안(美团), 네오릭스(新石
器) 3개 사에 자율주행 시범구역 무인배송 차량 코드를 부여
 이번 조치로 징둥물류 등 3사는 베이징 시정부가 지난해 4월 지정한 '고급 자율주행 시범구역'
내 무인배송 차량을 이용한 배송 사업이 가능
 그러나 특수 상황이 아닌 한 추월과 후진은 금지되고, 최고 속도도 시속 15km로 제한

13) 자동차의 스마트화와 커넥티드화를 주제로 AI 기술, 고정밀 지도· 측위 기술, 전기전자 아키
텍처 기술, 시험· 평가 기술, 기술기준· 법규 등 논의. 중국자동차공정학회, 국가스마트커넥티
드카혁신센터, 칭화대 쑤저우자동차연구원,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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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정부는 차량 코드를 부여하는 것 이외 시범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무인배송 차량 전용
조례를 공포, 주행 규칙과 교통관리 방법 등 명문화
 조례에는 무인배송 차량 규격, 번호판 의무화, 가입 가능 차량보험 종류와 금액, 담당 기관
등에 관한 규정 포함
 무인배송 차량 규격은 하중과 주행속도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합격한 기업에만 차량 코드를
부여, 주행 중인 무인배송 차량은 경차로 간주
 무인배송 서비스 기업은 서비스 현장과 원격지에 있는 본사 모두에 전담 인력이 상주해야
하며, 시범 구역 내 주행 차량은 자율주행 관리 플랫폼 등록이 의무화14)

중국 당국은 무인배송 차량에 대해 처음에는 규제 위주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인배송 차량이
주목받으면서 공공도로 시험운행과 차량 코드 부여 등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
 중국 당국은 당초 규제에 초점, 2018년 4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안부·교통운수부가 공동
으로 '스마트 커넥티드카 도로주행 테스트 관리규범(시행)'을 공표하면서 무인배송 차량의
공공도로 주행을 금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접촉형 비즈니스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라스트마일 배송에 효율
적으로 대처 가능한 무인배송 차량이 차세대 물류수단으로 부각 되면서 입장이 선회
 메이투안과 징둥 및 바이두(百度)와 알리바바 산하 물류기업 차이냐오(菜鸟)는 2020년 3월,
무인배송 차량 실용화를 위한 정책과 법· 제도 정비, 산업 육성, 규격 제정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 업계의 단합과 규제 완화를 촉구
 공동 이니셔티브 발표 1개월 후인 4월 베이징 시정부는 교외 이좡뉴타운(亦庄新城)을 중국
최초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시범 구역으로 선정, 신기술· 신제품 테스트를 장려
 중국 무인배송 산업은 징둥· 메이투안· 차이냐오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주도, 네오릭스
같은 스타트업, 로봇과 드론 개발 업체도 기술력을 무기로 도전
 각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베이징 시정부가 무인배송 차량의 법적인 입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향후 수년 내 무인배송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신제품·신업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

14) 베이징 시정부가 자율주행 운영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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