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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 자율주행차
n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플랫폼, 센서시스템 등 ICT
첨단기술의 집약체
n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지원 등 인류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로 기대되며 각국은 자율
주행차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
n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미래상과 편익은 부분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
주행서비스 형태로 대중에 보급되는 것이 전제되어 주행환경에 대한 변수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가 존재
n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주요 쟁점을 공급/기술 및 수요/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국가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기술/공급 측면
1. 부분 자율주행 vs. 완전 자율주행
n 자율주행차는 특정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에 따라 레벨
1~3(부분 자율)과 레벨 4~5(완전 자율)의 구분을 짓고 있으며, 각 레벨 간 기술 난이도와
편익의 차이가 큼
n 부분 자율주행은 구현이 용이하고 소비자 행태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최소화되지만
‘인간-로봇 협력 오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편익이 제한적인 반면에, 완전
자율주행은 고난이도 기술과 다양한 테스트가 요구되어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지만 미래
이동 환경에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창출
n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그 과정은 부분 자율주행을 경유하는
진화적 경로와 완전 자율주행으로 직행하는 혁명적 경로로 구분되며 각 발전 경로는 자율
주행차를 통한 사회적 편익 달성 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지므로 각기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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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형(stand-alone type) vs. 연결형(connected type)
n 자율주행차는 정확한 인지능력이 필수적이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GPS 등
개별 센서는 인지한계가 존재하므로 인프라 측면의 보완이 필요
n 차량 부착형 센서 및 시스템의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독립형(stand-alone type) 자율
주행과 통신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연결형(connected type) 자율주행 중 선택 가능
n 독립형 자율주행은 비교적 적은 투자비로 구현이 가능하지만 센서 및 인지 판단 기능의
기술적 한계 극복이 관건이며, 연결형 자율주행은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보다 많은 데이
터를 활용하므로 안전성은 높일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의 인프라 투자 및 항상성의 유지,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과제
n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지역내 연결형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독립형 자율주행 중심과
최소화된 연결형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유력

III.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사회/수요 측면
1. 대중시장 vs. 목표시장
n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형태에 따라 자율주행의 기술 난이도와 잠재시장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상 시장의 범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n 대중시장(mass market) 지향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다양한 탑승 및 운전자의 주행형태,
그리고 교통환경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개인 소비행태의 근본
적인 변화가 필요하여 시장 형성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n 특정 용도로 제한된 구간이나 범위를 대상으로 한 목표시장(target market)지향의 자율
주행차는 현재의 기술적/사업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좁힐 수 있고,
완전자율주행차의 조기 사업화를 이루고 자율주행차를 통한 정책목표 및 사회적 편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
n 단기적으로는 공공 목적의 특정 목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시작하고 점차 목표 시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대중 시장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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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정비 이전 추진 vs. 제도 정비 이후 추진
n 자율주행이 실제로 활용되려면 다양한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제도 정비 범위와 사업화 시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n (제도 정비 이전 추진의 장단점) 조기에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응이 곤란
n (제도 정비 이후 추진의 장단점)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 후에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실상 불가능
n 제도 정비 이전 또는 이후 중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IV. 결론 및 정책 제언
n 자율주행차는 편익규모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감소 및 기
술·산업·사회의 잠재적 파급효과만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
n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산업별 요소투입 지원 정책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기타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한 패키지(Package) 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n 자율주행차는 지배적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영역
이기 때문에 리얼 옵션(Real Option) 기반의 S&D(Seed & Development) 지원체계가
적합
n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 종합 가이드
라인 제정, 자율주행 사업성 검토, 자율주행 분쟁 조정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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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 자율주행차
n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1),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alc HW 플랫폼, 센서시스템 등 ICT 첨단기술의 집약체
l 자율주행차는 인지(sense), 판단(think), 제어(act)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플랫폼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
- (인지) 주변 차량, 보행자, 차선, 교통신호 등의 교통시설물, 장애물 등의 주변 상황, 위치,
속도, 바퀴 등의 차량 상태 같은 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 관련 기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LIDAR) 등 센서, 전용 프로세서(GPU), GPS, 고정밀/3D 지도, 검출
및 인식 소프트웨어, 차량 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2) 등

- (판단)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지도, 교통량, 도로 상황 등 환경 데이터를 종합하여
최적의 주행경로와 속도를 결정
· 관련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경로 계획 및 생성 알고리즘 등

- (제어) 엔진, 브레이크 등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제어하여 실제로 움직임을 구현
· 관련 기술: 조향, 가감속, 제동 등 기존 자동차 전자제어 기술

그림 1 자율주행차의 개념: 기존 자동차와 작동원리 비교 및 주요 사례

자료: Roland Berger(2014)를 토대로 구성
1)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의 3호)
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예: 구글)에서는 차량 통신이 필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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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지원 등 인류 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로 기대되며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
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BCG, 2016)
l (교통사고 감소) 교통사고의 90%는 음주, 운전미숙, 피로, 과실 등 운전자가 원인이므로 자율
주행차 이용이 확대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물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
-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는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연간 약 130만 명이 사망(2015년)3)
l (사회적 비용 감소)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적은 수의 차량으로 동일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전체 차량 수가 감소하여 교통혼잡도, 연료사용량, 오염배출량도
줄어들고 도심의 공간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일반 승용 자동차의 경우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약 90% 이상의 시간동안 유휴 상태
이지만4), 자율주행차는 다수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이 증가
- BCG(2016)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경우차량 수, 교통사고, 오염배출량, 주차공간이
각각 8-59%, 55-87%, 23-35%, 5-5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표 1
구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예상되는
변화

자율주행차 보급 시나리오별 예상되는 변화 전망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나리오
(자율주행차 수송분담률: 37%)

“자율주행차 + 공유경제 대중화” 시나리오
(자율주행차 수송분담률: 54%)

개인 일반 자동차

14 %

개인 일반 자동차

5 %

개인 자율주행차

31 %

개인 자율주행차

1 %

일반 택시

4 %

일반 택시

0 %

자율주행 택시

6 %

자율주행 택시

53 %

대중교통

38 %

대중교통

32 %

도보·자전거

7 %

도보·자전거

9 %

차량 수

- 8 %

차량 수

- 59 %

교통사고

- 55 %

교통사고

- 87 %

오염배출량

- 23 %

오염배출량

- 85 %

주차공간

- 5 %

주차공간

- 54 %

주: 자율주행차의 수송분담률은 개인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 택시를 합산
자료: BCG(2016), pp. 17~21을 토대로 구성

3) World Health Organization(2017.1.), Fact Sheet no 310, “The Top Ten Causes of Death”.
4) 2010년 일 평균 차량 이용시간은 한국은 86분, 미국은 75분(이성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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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용자 편익 증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의 비용
대비 편익(cost/benefit)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개인) 운전에서 해방되어 이동 중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주차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차량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
- (기업) 인간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낮고 24시간 365일 업무가 가능한 자율주행 트럭
이나 로봇을 물류, 배송 등에 활용하는 무인화·자동화를 통해 투자 대비 비용 절감
l (교통약자 지원) 자율주행차를 활용할 경우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스스로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5)와 인구 저밀도 지역 주민의 이동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
- 일본은 교통약자(700만 명)와 면허 미소지자(4천만 명)의 이동성 제공, 도서지역(32만 명)
생필품 유통 등에 자율주행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経済産業省, 2016)
n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보급 및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l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생산성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향후 20년 내 국가적
으로 수십~수백 조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
- AT Kearney(2016)는 2035년 자율주행차로 인해 미국이 얻게 될 편익을 약 1조 3천억
달러(약 1,460조 원)로 전망
- KPMG(2015)는 자율주행차 보급이 203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편익 620억 파운드,
비용 110억 파운드, 순 편익 510억 파운드(약 74조 원)로 분석
l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개발 투자, 실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세부 내용은 [첨부 1] 참조)
l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존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자율주행차의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는 화물, 공공서비스 등에 자율주행을 도입할 계획
n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미래상과 편익은 부분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
주행서비스 형태로 대중에 보급되는 것이 전제되어 해결해야하는 환경 변수와 난제 존재
l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인간이라면 대응할 수도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곤란하여(“모라벡의 역설”6)) 자율주행차 보급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미흡
5) 원래는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질병, 음주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자율주행차로 보편적 이동성을 확보 가능.
6)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는 로봇/인공지능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문제는 로봇/인공지능에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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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대형 트레일러의 하얀색 면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2018년 3월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횡단하는
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된 상품으로 소비자의 수용 여부가 보수적이므로 다수의 무사고
또는 우수 운전자들이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려면 인간 운전자보다
‘평균적으로’ 사고를 적게 낸다는 것보다 한층 까다로운 품질 수준이 필요
l 자율주행차가 자가용보다 도보나 대중교통을 더 많이 대체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이동한다면7) 사회 전체적으로는 차량의 총 주행거리가
길어져 교통혼잡, 연료사용량, 오염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
- 자율주행차의 이용률이 일반 자동차보다 높다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차량당 주행거리도
일반 자동차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
l 자율주행차로 이동하며 여가를 즐기거나 교통약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개발되지 않으면 불가능
표 2

자율주행차의 기대 효과, 주요 가정 및 예상과 다른 가능성

자율주행차의 기대 효과

주요 가정

예상과 다른 가능성

교통사고 감소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

이동 효율성 증가
(교통혼잡, 연료사용, 오염배출 감소 등)

차량의 총 주행거리가 감소한다
(사회의 전체 교통수요 불변)

이동이 편리해져 교통수요가 늘거나
미탑승 자율주행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적인 주행거리는 오히려 증가

개인 편익 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
교통약자 지원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개발된다

주행 중 수시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여 여가를 즐기기 어려움
주행 중 수시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여 기존처럼 운전자 탑승 필요

자료: 연구팀 작성

l 자율주행차가 사업화될 때 기술 개발, 사업모델 선택, 인프라 지원, 제도 정비 등이 유기적
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장기간 동안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 현재 기대되는 자율주행차의 미래상과 편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7)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가족 중 한 명이 자동차로 출근하면 그 차는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었지만 자율주행차는 다시 다른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므로 차량당 주행거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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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주요 쟁점을 공급/기술 및 수요/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국가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l 공급/기술 측면에서는 어떤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즉 자율주행차의 기술
방식이 관건
- (차량/운전자 관점) 자동차가 인간의 운전 활동을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도록 할 것인
가에 따라 부분(partial) 자율주행과 완전(full-scale) 자율주행 중에서 선택
- (환경과의 연계 관점) 자율주행 구현을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독립형(stand-alone type) 자율주행과 연결형(connected
type) 자율주행 중에서 선택
l 수요/사회 측면에서는 어떤 소비자를 위한 자율주행차를, 어느 시점에 제공할 것인가, 즉
자율주행차의 사업모델이 관건
- (차량/운전자 관점) 일반 대중을 위한 범용적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인가, 특정 목표
고객을 위한 전용적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인가 중에서 선택
- (환경과의 연계 관점) 사업화를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추진할 것인가,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 추진할 것인가 중에서 선택
그림 2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주요 쟁점

l 기술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사업화의 복잡성, 소비자의 수용성, 국가사회적 편익 등이
결정되므로 자율주행차 사업화 추진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 선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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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기술/공급 측면
1. 부분(partial) 자율주행 vs. 완전(full-scale) 자율주행
n 자율주행차는 특정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에 따라 레벨 1~3
(부분 자율)과 레벨 4~5(완전 자율)의 구분을 짓고 있으며, 각 레벨 간 기술 난이도와 편익의
차이가 큼
l 자율주행은 사람-자동차간 운전 활동 분담 및 자율주행 시점에 따라 6개 레벨로 구분8)
- (레벨 0) 사람이 모든 운전 활동을 담당
- (레벨 1) 운전자를 보조하여 손이나 발을 뗄 수 있는 기능이 작동9)
- (레벨 2) 두 개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손과 발을 동시에 뗄 수 있는 경우10)
- (레벨 3) 자율주행 모드중 스스로 운전하나 돌발상황 발생시 사람이 개입 하는 경우
- (레벨 4) 자율주행 모드중 스스로 운전하며 돌발상황에서도 개입 없이 시스템 주행
- (레벨 5) 별도의 자율주행 모드 없이 상시적으로 경로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율주행
그림 3 자율주행의 레벨 및 완전 자율주행의 개념

자료: 미국자동차공학회(SAE)(https://www.sae.org/news/3544/)를 토대로 연구팀 구성

8) 이 글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를 사용했으며, 참고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미국자동차공학회 분류의
레벨 4와 레벨 5를 통합하여 레벨 0~4로 구분.
9) 레벨 1 사례 : 항속 운행(cruise control), 자동 정지(automatic braking) 기능 등
10) 레벨 2 사례 : 차간간격유지 항속운행(adaptive cruise control) + 차선유지(lane keep assist) 결합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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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율주행은 “Hand off” (레벨 1~2) → “Eye off” (레벨 3) → “Mind off” (레벨 4~5)
순서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ktb투자증권, 2017.4: 1) 레벨 1~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 4~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 가능
- 완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모드동안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Mind off)
전 구간을 주행하거나(door to door) 특정 구간의 이동을 완결(point to point)
- 부분 자율주행은 엄밀하게는 주변 환경 감지를 자동차가 담당하는(Eye off) 레벨 3로만
정의할 수도 있으나 넓게는 레벨 1~2도 포함
l 부분 자율주행이 진화(evolution)라면 완전 자율주행은 혁명(revolution)으로 볼 수 있고
후자가 전자 대비 편익이 큰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
n (부분 자율주행의 장단점) 구현이 용이하고 소비자 행태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최소화되지만
‘인간-로봇 협력 오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사회·경제적 편익이 제한적
l 인간과 로봇이 번갈아가며 운전의 책임을 맡는 협력 운전이 필연적으로 인간의 주의 태만
으로 이어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실제 사건도 발생11)
인간과 로봇 간 협력 운전의 사고 위험성
- (구글 연구) 자율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연구에서, 개발 중인 자동차임을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기능이 어느 정도 동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 (Google, 2015)
- (GM 연구) 지능형 크루즈컨트롤이 운전자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관찰한 결과, 운전자 58%가 DVD를 시청하고
22%가 책을 읽었으며 운전하는 3시간 중 33%동안 도로가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저하 (Lipson & Kurman, 2016)
- (테슬라 사고) 2016년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을 하다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사고 전
오토파일럿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고, 주행 중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어야 했지만 37분 주행하면서
실제로 핸들은 잡은 시간은 25초에 불과했으며, 소프트웨어가 운전자에게 '핸들에 운전자 손 감지 불가능' 경고를
7차례 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음(NTSB, 2017)

l 부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전자는 항시, 운전을 맡을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율주행서비스로 기대하는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어려움
-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인간-로봇 간 협력 오류로
인한 사고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미지수

11) 책임 분할(spilt responsibility), 전환오류 (failed handoff), 자동화 의존(automation bias) 등으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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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공하는 안전운전지원 기능은 차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연료사용량/오염배출량
저감, 이동 중 여가시간 확보, 교통약자 지원 등의 가치는 기대하기 어려움
n (완전 자율주행의 장단점) 고난이도 기술과 이를 검증하는 다양한 테스트가 요구되어,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지만 미래 이동 환경에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
l 이용자 수요가 큰 기능은 “자동 주차”, “이동 중 멀티태스킹” 등이며(BCG, 2016) 이는
완전 자율주행만 온전하게 제공 가능 (표 3 참조)
표 3

자율주행차 이용의향 이유(BCG, 2016) 및 부분/완전 자율주행차의 제공가능 여부 비교
향후 자율주행차 이용의향 이유

응답비율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나를 내려주고 스스로 공간 찾아서 주차

43%

×

○

이동 중 멀티태스킹 가능

40%

△

○

신기하니까

36%

△

○

차가 막힐 때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

35%

○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

33%

○

○

안전하니까

31%

△

○

배출가스 저감으로 환경에 기여

31%

?

?

전용차선으로 주행

31%

?

?

정부기관으로부터 높은 안전등급을 받아서

26%

?

?

보험료가 낮아져서

25%

△

△

주: ○ 제공 가능, △ 부분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불가, ? 현재는 판단 불가
자료: BCG(2016), p. 7을 토대로 연구팀 구성

l 개인, 산업, 국가사회 차원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부분 자율주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편익을 제공 (표 4 참조)
표 4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이 제공하는 편익 비교

자율주행 구분

개인

산업

국가사회

부분 자율주행

 운전 편의성 증대
 안전 증대(인간-로봇 협력
오류 등 추가 위험도 존재)

 자동차산업
고부가가치화

 사회간접자본감소
(교통사고 감소)

완전 자율주행

 운전 편의성 증대
(운전 부담에서 해방)
 안전 증대
 교통약자 편의 이동
 일·가정 양립 가능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무인차 기반의
공유차량
서비스 등이 가능)
 다양한 이동 플랫폼
산업 창출

 국민 안전 증대
 교통문화 선진국
 물류/운송 생산성 증대
 자원 활용 최적화(차량 수
감소, 가동률 증가)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성
보장(생활 독립성 보장)

자료: 연구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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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그 과정은 부분 자율주행을 경유하는 진화적
경로와 완전 자율주행으로 직행하는 혁명적 경로로 구분
l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운전보조기능(ADAS)을 토대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고
구글, IBM 등 ICT기업들은 완전 자율주행차에 도전하는 양상(그림4 참조)
- 아우디,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는 일반도로 등 넓은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운전보조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접근법을 선택(레벨 2~3)12)
- 구글, 네이버 등 ICT 기업은 고가의 라이다 센서나 시범지역의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여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진행 중이며 아직 상용화보다는 연구개발 단계
l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자율주행 활용 가능 범위와 자율주행 레벨이 서로 교환관계(trade
–off)이며 기존 자동차에서 출발해 자율주행 레벨을 높여나가는 진화적 경로나 처음부터
높은 레벨을 목표로 개발하는 혁명적 경로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
그림 4 주요 자율주행차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발전 경로

자료: 연구팀 작성

l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진화적 경로와 혁명적 경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나
국가는 자신의 전략에 맞게 병행 가능
12) 아우디 A8의 ‘AI Traffic Jam Pilot'은 “고속도로”와 “교통체증(시속 60km/h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스스로 주행을
하며, 이후 운전자가 인계하지 않으면 갓길에 자동 주차하는 레벨 3 자율주행을 최초로 상용화함. 단, 사전에 정한 구간의 이동을
완결(point to point)한 것은 아니므로 레벨 4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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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형(stand-alone type) vs. 연결형(connected type)
n 자율주행차는 정확한 인지능력이 필수적이나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GPS 등 센서의
특성상 한계가 존재하므로 융합센서 기술이나 인프라 측면의 보완 필요
l 인지는 자율주행(인지-판단-제어)의 첫 단계로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상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
- (시간) 주간, 야간, (날씨) 눈, 비, 안개, (공간) 지하, 고층빌딩 근처, (상황) 도로 공사,
차선 유실, 갓길 주차, (대상) 난반사 표면, 철사 등 물체, 물체 색깔 등
l 개별 센서별로 장단점이 상이하여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상황과 대상을 인지하기는 곤란
- GPS, 라이더, 카메라는 악천후에 취약하나 레이더는 사용 가능한 반면. 레이더는 물제
종류를 인식하기 어렵고 난반사에 취약
- 악천후에서 교통신호 인식, 장거리에서 물체 종류 파악, 표지판 변형에 따른 인식 오류
등, 계절에 따른 정확도 개선 여전히 난제가 산적
· 구글(2016.1.), 테슬라(2016.6.), 우버(2017.3.) 등 최근 발생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도 센서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

그림 5 주율주행차에 사용되는 센서별 역할 및 장단점

자료: OECD(2015), 문용권 외(2017) 등을 토대로 연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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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차량의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 자율
주행과 통신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연결형 자율주행이 대안
- 독립형 자율주행은 차량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방식
- 연결형 자율주행은 차량간 연결(V2V), 인프라와의 연결(V2I)13)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차량센서로 부터 인진된 데이터를 확장 보완하며 운행하는 방식
- 구글, 네이버 등은 특정지역의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통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형 자율
주행기능을 개발 중이며 IBM Olli, KT 5G 자율주행버스 등이 연결형 구현 사례
n (독립형 자율주행의 장단점) 사전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지만 센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사업모델 설계로 우회하지 못하면 사업화가 곤란
l 통신 등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어떤 지역에서나 구현이 가능
- 모든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독립형이 넓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의 거의 유일한 대안
l 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고정밀지도 확보, 고차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이 사업화의 선결과제이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센서 비용 발생 가능
l 현재 센서 기술만으로도 기능 구현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하거나 활용 범위(고속도로,
전용차로, 기업 물류창고 등)를 규정하여 복잡도를 낮추는 비기술적인 해법도 고려 가능
n (연결형 자율주행의 장단점)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보다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의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발전속도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되는 인프라 재투자와
최신성과 항상성 유지의 어려움,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과제
l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려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 센서 사각지대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인프라나 다른 차량과 통신하는 연결형이 독립형보다 안전할 것으로 전망
-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넘어 도심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지도를 넘어 실시간
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적지도가 필요(문용권 외, 2017)
- 2016년 11월 테슬라 사고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통신기술(V2X)의 접목이 필요
l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도로에 유도선을 매설하는 등 사전에 대규모 초기투자가 소요되고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 트래픽 실시간 전송, 통신 두절 방지 등의 관리도 필요
13)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등을 통칭하여 V2X (Vehicle to Everything)로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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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가 긴급한 상황 판단을 위해 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빠른 응답속도와
낮은 지연율을 제공하는 5G 등의 통신망 인프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OLEV14) 사업 사례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통신에 의존
하는 자율주행은 순간적인 통신 두절이 사고를 유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우려
- 정밀지도 방식과 같이 기 구축된 정보에 의존하는 연결형 자율주행의 경우 자동차 자체
센서를 통해 판단하는 것보다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져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l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의 주도권 경쟁, 수익 분배 등도 부담
n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지역내 연결형중심에서, 장기적으로는 독립형 자율주행 중심과 최소화된
연결형을 선택하는 서비스가 유력
l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독립형의 구현이 어려우므로 연결형을 선택하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지정된 경로 등 제한된 지역 추진 필요
l 센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연결형 자율주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의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독립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그림 6 독립형/연결형 자율주행차의 가능한 발전 경로

자료: 연구팀 작성

14) OLEV(On-Line Electric Vehicle,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도로 밑에 무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이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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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사회/수요 측면
1. 대중 시장(mass market) vs 목표 시장(target market)
n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형태에 따라 자율주행의 기술 난이도와 잠재시장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상 시장의 범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l 대중 시장(mass market)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인 등 불특정 다수가 출퇴근, 등하교,
여가 활동 등 범용적인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
l 목표 시장(target market)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업들이 물류 등 특정한 용도에 이용
하거나 공공기관이 교통 소외지역 해소, 교통 취약계층 지원 등의 목적에 활용
l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잠재시장도 커지지만 그만큼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복잡해
지므로 대상 시장을 선택할 때 교환관계(trade-off)에 직면
n (대중 시장의 장단점) 다양한 주행환경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개인
소비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장 형성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l 개인 등 불특정 다수가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율주행이 구현되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안전성이 필요
- 다양한 시간대와 날씨에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각종 형태·색상의 대상을 만나게 되고
장애물, 도로환경 변화 등 다양한 돌발상황에 직면
- 승객 탑승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용보다 높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요구
l 기존 자동차의 부가기능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율주행에 비해 완전 자율주행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구매하고 이용방식도 상이하므로 소비자의 심리적인 저항이 높음
- 단,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자율주행이 접목될 경우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차의 확산도 촉진될 전망
l 소비자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이하로 가격이 낮아지려면 시장이 커져야 하지만
안정성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시장 확대가 어려워 ‘닭과 달걀의 문제’에 직면
-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는 약 5천 달러로, 자율주행 기능 구현에 소요
되는 비용인 1만 달러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BCG, 2015; 이백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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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안전성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일반 소비자의 자율주행차 구매 결정은
다른 상품에 비해 보수적일 가능성
- 일반 소비자들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운전을 직접 통제하려는 욕구, 운전
자체의 즐거움 등을 이유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표 5 참조)
표 5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자율주행차 이용의향 이유

응답비율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

50%

언제나 자동차를 통제하고 싶다

45%

자동차가 어떤 실수를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43%

운전은 내게 즐겁다

30%

자율주행기능을 위해 돈을 더 지불하고 싶지 않다

25%

자율주행차가 해킹 될까봐 두렵다

23%

자료: BCG(2016) 참조

n (목표 시장의 장단점) 자율주행 구현의 난이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기업
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특정 용도 시장을 단기간에 형성 가능
l 목표 시장은 대중 시장에 비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주행환경이 단순하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이 용이
- 특정 용도를 목표로 하므로 현재 개발된 센서를 활용하거나 일부만을 새로 개발하여
구현할 수 있고 통신 인프라, 정밀지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
l 기업은 교통사고 감소, 운영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버스, 트럭, 택시 등을
업종별로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
- 운전기사의 피로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버스와 트럭의
도입은 다른 영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트럭들을 밀착시켜 운행하는 군집주행(platooning)의 경우 물류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공기저항을 최소화시켜 연료 절약과 환경오염 감소도 가능

- 제한된 지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택시로 활용할 경우 이동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 탑승 인원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수준으로까지 인하 가능
· 기존 택시와 동일한 탑승 인원(1.2명)을 가정할 때 자율주행 택시는 1마일당 이동 비용을 2.8달러에서
1.8달러로 낮추고, 2명 이상 탑승할 경우 대중교통보다도 비용을 낮출 것으로 전망(BC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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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율주행택시 탑승인원에 따른 비용 비교

참조: 대중교통 비용 $1에서 $0.3은 실제 비용, $0.7은 대기시간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의미
자료: BCG(2016) 참조

l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취약 계층의 이동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 달성과
교통 정체, 주차공간 부족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시험과 도입이 지속될 전망
- 일본은 산간지역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해 2017년 10개 지역에서 농수산물 직판장과
산지를 자율주행차로 연결하는 ‘미치노에키’15) 사업을 시행 중
그림 8 일본정부 주도의 ‘미치노에키’ 시범사업

자료: 国土交通省(2017)
15) ‘미치노에키’는 중간 직판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본 정부는 교통소외 지역의 산지와 중간 직판장을 자율주행차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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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 및 주차공간 확보,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피크타임 교통수요의
75%를 자율주행 대중교통으로 보완·활용할 계획을 추진
n 단기적으로는 특정 목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시작하고 점차 목표 시장을 확대하여 장기적
으로 대중 시장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l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시장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나 사업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므로 처음부터 대중 시장 전략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l 대중 시장과 목표 시장은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목표 시장 선택은
사업의 난이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대상 시장을 좁혀, 안전성을 확보
l 목표 시장에 대한 조기 사업화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사업 경험을 축적하여 실증 데이
터를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으며, 범용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적·사회적 준비를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

2. 제도 정비 이전 추진 vs. 제도 정비 이후 추진
n 자율주행이 실제로 활용되려면 다양한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제도 정비 범위와 사업화 시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
l 자율주행이 시장에 도입되려면 품질 인증, 사업자 허가, 사고 책임, 보험 체계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자율주행차의 품질을 어떻게 인증하고 어떤 기업에게 자율주행 판매 및 운행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
· 예를 들어 모든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운전자에게 고지하여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정지하는 등의 대비책(fallback)을 마련해두어야 함

-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사, 부품 공급업체, 통신사 등 관련
주체가 늘어나므로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보상책임 주체, 구상권, 정부의 보상 기준 등 보험 체계의 변화도 필요
· 운전자의 개입 여부, 네트워크 오류 여부, 알고리즘 문제, 핵심부품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모두 고려
· 영국은 최근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전용 재보험 서비스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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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택시 회사 등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실직 운전자에 대한 대책 등 정치적 합의도 필요
- 자율주행차가 자체적으로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기존 택시의 수요를
잠식할 경우 택시 회사의 반발이 예상됨
-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트럭, 물류, 택시 등 많은 운전 노동자의 고용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전망
l 자율주행 사업화를 우선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거나(“제도 정비 이전 추진”),
제도를 모두 정비한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안이 존재(“제도 정비 이후 추진”)
n (제도 정비 이전 추진의 장단점) 조기에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응이 곤란
l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사업 경험 및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국내외 다수 기업 및 지자체가 자율주행차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시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l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화를 추진하다가 교통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시장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2018년 3월 우버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망 사고 이후 우버, 도요타 등 다수 기업이 자율
주행 시험운행을 중단
n (제도 정비 이후 추진의 장단점)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 후에 사업화를 추진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실상 불가능
l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예상하고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도 정비 이후로 사업화를 미루는 것은 제도 정비와 사업화를
모두 지연시킬 우려
- 자율주행이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체별 손익 변화나 갈등 표출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기 어려움
l 자율주행 사업화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교통사고 감소, 이동 효율성 증가, 교통약자 지원
등 사회적 편익이 감소하고 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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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도 정비 이전 또는 이후 중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특정 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l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둘러싼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네거티브 규제, 규제 프리존 또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l ICT 융합 등으로 다수 신산업에서 일단 시도하고 차차 개선해 가는 접근(test and learn
approach)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등 인명과 직결된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자율주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
l 발굴된 부문에 맞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인증, 사고 책임 등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
하는 규제 최적화가 시장 성장에 효과적
-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사전적 규제정비
없이 시범운행 및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주체와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 일본의 경우, 레벨 4 이하의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자율주행차 운전자 측에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고, 이후 사고 발생 요인 분석을 거쳐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 제조
사가 피해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음16)
* 자율주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의 경우 행정적/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되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배상 책임 수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
-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책임 소재 공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식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사고 기록장치와 관련된 기준 마련 필요
l 특정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실제 도입과 활용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도 보완과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교통 서비스 취약/사각지대, 노동 환경 열악
부문, 정책목표와의 연계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필요
- 기존 교통 서비스 취약/사각지대 : 수요 부족으로 인해 운전기사의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도서지역, 심야시간의 택시 등
- 노동 환경 열악 부문 : 휴식시간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장거리 버스/트럭 등
- 주요 정책 목표 연계 부문 : 교통 체증 극심 지역, 주차 공간 부족 지역 등
16) 국민일보(2018. 4. 22.), “日, 자율차 사고 땐 운전자에게 1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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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 제언
n 자율주행차는 편익규모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감소 및 기술·
산업·사회의 잠재적 파급효과만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
l (사회적 편익) 기대와 달리 자율주행차가 교통혼잡, 연료사용, 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면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l (수혜자와 피해자) 자율주행차의 보급 증가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은 운전기사, 기존 대중교통 등의 상대적인 피해를 수반17)
- 버스, 트럭, 택시를 자율주행차로 대체할 경우 일반 국민은 사고율 감소, 기업은 효율성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얻지만 해당 운전기사는 실직, 기존 버스, 택시회사는 수익 감소
l (가치) 사회적 비용이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교통 편의성 증대 효과 또한 미미하더라도
수천, 수만 명의 인명을 살릴 수 있다면 자율주행차 개발 및 보급의 가치는 분명
- 2016년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 2017년 경부고속도로 고속버스 추돌사고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처참한 인적·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RAND(2017)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록 기술 수준이 불완전하더라도 자율주행차를
2030년에 도입할 경우 2070년까지 미국에서만 110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 10년 뒤인 2040년에 도입하는 것보다 52만 명을 더 살릴 수 있으므로 조기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

그림 9 자율주행 도입 시기에 따른 미국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변화 전망

자료: RAND(2017)

17) 사고율 감소처럼 다수가 수혜자(일반 국민), 소수가 피해자(실직 운전기사)인 경우도 있으나 비용 절감처럼 수혜자(기업)와 피해자
(실직 운전기사)가 모두 소수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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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술/산업적 가능성)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주력산업의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강소
ICT 산업체 강점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 플랫폼, 센서시스템 등의
첨단기술 집약체로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요구됨
n 자율주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산업별 요소투입 지원 정책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다른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한 패키지 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l (친환경 및 공유경제와의 융합)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친환경자동차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친환경(EV/PHEV/FCEV) + 자율주행(연결형/독립형) + 카세어링(B2B/B2C)
패키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차 기술 로드맵은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센서 및 인공지능 프로
세서, SW등의 개별 요소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
세어링 용 인공지능 프로세서, 전기차 기반 GPU등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
l (통합 모빌리티 최적화) 전체 모빌리티 최적화의 관점에서 기타 이동수단과의 연결, ‘Last 1
mile 이동’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핀란드 헬싱키는 사용자가 하나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경로
이동의 서비스화(end-to-end mobility as a service)’를 추진 중이며, 구글, 다임러
벤츠 등은 통합이동(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

다임러 벤츠의 통합이동(intermodal transportation) 시스템
여행계획 앱 Moovel을 통해 렌탈카 Car2Go, 택시 앱 mytaxi, 개인
차량 공유서비스 croove, 차량/기사 제공서비스 Blacklane, 버스
FlixBus 등 다양한 이동수단 옵션을 활용하여 경로를 계획하고 지불도
가능하며, 현재 뮌헨 등 독일 5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l (스마트 인프라) 자율주행과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결을 통한 교통효율증가 및 에너지 절약
등 기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3월 MIT에서는 스마트 신호등과의 연결을 통해 교차로에서도 멈추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개

24

동향과 이슈╻제49호

n 자율주행차는 지배적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리얼 옵션(Real Option)18) 기반의 S&D(Seed & Development)19) 지원체계가 적합
l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모범사례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검증이 필요하며, 파종형(Seed) R&D 지원체계가 적합함
- 현재 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형 자율주행(센서 기반),
연결형 자율주행(유도선 기반) 등 다양한 기술 방식으로 추진중
l 효과적인 S&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간 협력분야와 영역과 경쟁분야를 선정하여
건설적인 ‘코피티션(Coopetition)기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자율주행에 공통으로 필요한 지도정보, ITS 구축, 정밀센서, 정보보안, 국제 표준 등 분야
에서는 산학연관의 협동을 강화하고, 응용 분야에서는 산학연관간의 경쟁을 장려하여
S&D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켜야 함

그림 10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책 영역

자료: 内閣府(2017) 참조
18) 리얼옵션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 대신 복수의 대안에 소규모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며 투자 비중을 조정
19) R&D(Research & Development)의 개념에서 파종(Seed)의 개념을 접목한 형태로 씨를 뿌리듯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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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 종합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주행 사업성 검토, 자율주행 분쟁 조정 등의 역할 수행
l (표준 제정)앞서 제시한 ‘패키지형 지원정책’, ‘S&D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2017.9.)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차 안전설계 가이드라인 (2017.9.)
1. 안전을 중시한 시스템 설계: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 등
2. 운영설계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의 정의: 자율주행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주행환경: 도로
종류(고속도로, 시내), 지리적 특성(도시, 산간), 속도범위 등)
3. 물체 및 상황 감지 및 대처
4. 비상시 대비책 마련: 예. 비상시 운전자에 인계하고 불가능할 경우 안전한 곳에 자동 주차
5. 기술 검증: 시뮬레이션, 시험장 주행, 실제 도로 주행 등
6.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설계: 운전자 모니터링, 중앙관제소 운영 등
7. 차량 사이버보안 강화: 관련 기관이나 협회의 권고안 준수
8. 내충격성: 기존 자동차와의 충돌, 미탑승 자율주행차와 보행자 충돌 등의 상황 고려
9. 충돌 후 안전조치: 안전지역 이동, 연료공급 중단 등
10. 데이터 기록: 사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시스템 개선
11. 교육훈련: 내부 직원, 외부 딜러, 소비자 등을 포함하며 VR(가상현실) 등 신기술 활용
12. 연방/주/지역 법령 준수: 안전을 위해 법령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대처 등
자료: NHTSA(2017) 참조

- 일본의 경우 산·학·연·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율주행비즈니스 검토회’에서 자율
주행의 사업화를 기획하고 검토함
l (문제 해결)‘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사업성 검토 외
에도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문제해결 및 종합조정의 기능도 수행
- 미국은 자율주행 사고시 관련 데이터를 자율주행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동일한 규정을 신설
- 자율주행 사고시 1차 책임(사고에 대한 책임)과 2차 책임(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리스크 관리 형식으로 시장을 안정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보험 영역에서 재
보험 형태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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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주요국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추진 현황
l 미국은 연방교통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R&D 투자와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2017년까지 21개의 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제정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 동승 없이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함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테스트 베드인 M-city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구글
퍼시픽카, IBM 올리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실증 서비스 단계에 도입
- 현재 자율주행 관련 연방법이 제정 중에 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법이 자율주행차의
Defacto Standard가 될 것으로 전망20)
그림 11

미국의 자율주행관련 로드맵

자료: ASUVI(2015) 발표자료중 발췌

l 유럽은 EPoSS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R&D’, '데모', ‘상용화’ 3단계의 발전 전략을 제시
- 2020년까지 Level 3, 2025년까지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진화적 시나리오와 변혁적 시나리오를 동시에 제시
- ERTRAC (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은 2020년까지
승용차용 자율주차시스템 개발, 2019년까지 상용차용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CACC) 개발 완료를 목표로 설정

20) Defacto Standard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차용하는 사실상의 표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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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PoSS가 제시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자료: EPoSS(2015)

l 일본은 내각성에서 SIP(Strategic Innovation Program)을 통해 자율주행을 핵심 전략
분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물류용 대열주행, 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전용 서비스,
Last 1 Mile 이동수단으로의 도입을 검증 중
- 자율주행 비즈니스 검토회등을 통해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간지역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술도입의 기술, 비용, 사회수용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음
-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민관협동 ITS협력을 실행중이며, 도쿄대학,
나고야 대학등 다양한 대학도 협동연구에 참여 중
그림 13 일본이 자율주행 시범 사업구역 및 단계별 로드맵

자료: 일본의 자율주행실현을 위한 정책대응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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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은 선 허용 후 규제의 정책기조로 상해, 베이징, 선전 등 도시에 자율주행 시범구를 설치하고,
자율주행차의 도심주행을 허용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유관부처, 기업들이 공통으로 ‘자동차산업발전방향 7+1’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스마트 컨넥티드카의 기술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Level 3,
2025년까지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개발 및 도입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2017년 6월 에는 민간 협동으로 30여 개의 기업과 연구소로 구성된 ‘중국 지능연계 자
동차산업 기술혁신전략연맹(CAICV)’이 출범함
- 2017년 말 선전 푸티엔구에 자율주행버스의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는
베이징 시내에 자율주행차 주행이 허용되었으며, 바이두는 2018년 여름부터 자율주행차
양산 및 보급계획을 발표
그림 14 중국의 스마트 컨넥티드카 로드맵

자료: 중국 스마트 컨넥티드카 기술노선도(2016)

l 한국은 정부의 C-ITS 사업, K-City 구축사업, 규제 샌드박스 및 스마트시티 지정을 통해
스마트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시도중
-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K-City’가 2018년 완공예정이며21),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하여 자율주행관련 기술을 테스트 할 예정
-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C-ITS도입을 통해 V2I, V2V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
- 현재 판교역 – 제2 테크노벨리 구간에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2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로 구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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