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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자율주행, '상업적 운영자'
한정 시 위험 대비 편익 최대
참고ｌ 'Study : Benefits Outweigh Risks for Autonomous Vehicles – As Long As You Regulate Them', NCSU,
2021. 8. 23. ; 'Toward a rational and ethical sociotechnical system of autonomous vehicles : A novel
application of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PLOS ONE, 2021. 8. 13.

“ 자율주행은 '상업적 운영자'로 한정해 허용될 때 위험 대비 편익이 최대, 이는 상업적 운영자가
일반 개인보다 책임있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 ”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을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 ”

개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자율주행 허용 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과 편익을 분석
 주립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을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
 그 결과 4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이 작고 편익은 큰 것으로 파악, 연구팀은 규제 당국이
이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권고

주요 내용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연구팀이 정부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을 허용했을 때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risk)과 편익(benefit)을 비교 분석
 자율주행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해 교통과 물류 등 경제·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공방14) 등 부정적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공공도로 자율주행차 운행은 윤리에서부터 교통공학과 AI 기술 등 다양한 부문이 복잡하게

14) 사고 책임이 차량 소유주, 자율주행 SW 개발업체 혹은 차량 제조사에 있는 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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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사회 문제로, 예컨대 인명 피해가 확실시 될 경우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도록 프로그
램을 설정할 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

연구팀은 '다중기준 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방식15)을 채
택,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윤리·교통·컴퓨터 공학 등 전문가들에게 자율주행 허
용 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13개)과 편익(8개)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
 비교분석은 규제 당국의 자율주행 허용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4개 시나리오는 자율주행 (1) 전면 불허 (2) 전면 허용 (3) 제한적 허용 (4) '상업적 운영자
(commercial fleet operator)'에만 허용
 잠재적 편익에는 인력·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
잠재적 위험에는 사고 책임 공방과 트럭 운전사 일자리 감소로 인한 고용 축소 등 포함
 연구 결과 위험 측면(0~5점, 높을수록 부정적)에서는 상업적 운영자에만 허용하는 (4)번
시나리오에서 약 1.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3)번 시나리오 1.5점, 전면
허용하는 (2)번 시나리오에서는 1.8점으로 평가
 편익 측면(0~5점, 높을수록 긍정적)에서는 (4)번 시나리오에서 4점을 상회해 가장 높았으며,
(3)번 시나리오 3.6점, (2)번 시나리오에서는 2.5점
 NCSU 연구팀 논문 제목은 '자율주행 차량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을 향하여
(Toward a rational and ethical sociotechnical system of autonomous vehicles)'로 국제
과학· 의학 저널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

자율주행을 상업적 운영자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이 위험 대비 편익이 최대인 이유는
이들 사업자가 일반 개인보다 책임있는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
 상업적 운영자는 자율주행 차량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제 때 업데이트하는
등 작업을 다른 시나리오 아래의 일반 개인보다 더 쉽게 수행
 NCSU 연구팀은 정부 규제 당국이 이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이번 연구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자율주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진전하도록 뒷받침하
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

15) 최적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아닌 여러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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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고서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참고ｌ'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スーパーシティ」の物流像とSDGs／再エネ／IoT・スマート物
流~', CRE, 2021. 7. 5. ; '脱炭素・デジタル時代の物流ビジョン Part② 再エネ供給の爆速拡大から始めよ
う！', CRE, 2021. 8. 31.

“ 일본 내각부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보다 나은 미래를 포괄적으로 구현하는‘슈퍼시티'를 구상 ”
“ 슈퍼시티 구상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디지털 사회 물류 비전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제 조건 충족이 요구 ”

개요
일본 내각부가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사회를 포괄적으로 구현하는 '슈퍼시티'를 구상
 이를 위해 슈퍼시티 구상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 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전제가 '에너지 전환'으로, 슈퍼시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 에너지'여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도 개관

주요 내용
일본 내각부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이후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포괄적
으로 구현하는 도시인 '슈퍼시티'를 구상
 슈퍼시티는 디지털 전환(DX)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16)가 결합된 개념, 기존 '스마트시티'가 에너지와 교통 개별 분야에서의 대응에
머무르는 반면 슈퍼시티는 생활 전반이 대상
 슈퍼시티 구상에는 건강, 교육, 에너지, 경제성장과 고용, 인프라· 산업 혁신, 지속가능 도시,
16)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
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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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소비· 생산, 기후변화 대책 등 다수의 SDGs 목표가 포함
 내각부는 슈퍼시티 구상의 SDGs가 실현되는 탈탄소· 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보고서를 발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표>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 비전

구분

설정 목표·과제

대응

- 자동차(승용차·상용차) 자율주행
-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통량·주차 관리

모빌

물류·

리티

교통

데이터
연계
물류·
상류

공급
사슬
해사·
항만

-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자율주행차, 셰어링 차량, 대중교
통 등 서로 다른 이동수단 간 데이터 연결
로 인간과 사물의 원활한 이동을 실현하는
멀티모드 수송
- 생산·구매, 입출고, 적재 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별 회사와 업계를 넘는 데이터
연계· 활용
- 자동화 추진으로 공급사슬 전체 효율화 제
고, 화물정보 및 상품정보 가시화 구현

- 항만 관련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 다이내믹 맵(공사, 정체 등 정보를 결
합한 3차원 정밀 지도) 기반 정비

- 물류, 상류(商流)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취약지역 드론 배송
- 자동배송 포함 물품 이동 전체 데이터 연
결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 해사산업의 IoT화/블록체인 기술 활용
으로 컨테이너 수출 화물 상거래 정보
를 관련 사업자들이 공유하는 '무역 절
차 테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출처 : CRE, '脱炭素・デジタル社会の物流ビジョン'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전제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 EX)'으로, 슈퍼시
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 에너지'여야 의미
 현재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 2030년도에는 전원(電源) 구성 중 재생 에너지
비중을 36~38%까지 높일 계획,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
 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생 에너지 전력을 소비지에 과부족 없이 제어하
면서 송배전· 공유하는 광역망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 또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과
함께 송배전 시스템 정비에도 상당한 투자가 요구
이 외 보고서는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과, 물류 DX/SD
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도 개관
 (탈탄소·디지털 사회의 물류/모빌리티 DX) MaaS, 자율배송차·드론, 수소전기차 등 소개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 물류 기능이 차량, 교통 인프라와 '네트
워크 및 비즈니스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계속 변모해 나갈 전망, 물류 DX/SDGs를 통한 바람직한
탈탄소·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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