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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담긴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그림 1 : 2016년 및 2017년 가이드라인 상의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성 평가 권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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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제 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2017년 9월 하원

Post-Crash Behavior

2017년 9월 12일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가이

은 일부 자율주행차 기능이 도로교통안전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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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을 공표하였다. 2016년 9월 오바마 정부가 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차량 제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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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rash ADS Behavior

표했던 ‘연방자율주행차 정책 가이드라인(Federal

이 각각 2만5천대의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시험할

Operational Design Domain

Automated Vehicles Policy Guideline)’을 대체하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상원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에

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Fall Back (Minimal Risk Condition)

관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ADS):

있다.

A Vision for Safety 2.0)’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부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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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큰 틀에서는 기존

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후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동차 충돌사

발주자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관련

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전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안

서화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인공지능 및 기타 관련

고의 94%가 인간의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기술 혁신 및 시장

전성 평가와 관련해 총 15개의 항목을 권고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진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

자율주행차를 활성화해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평

올해는 [그림 1]과 같이 12개로 줄어 관련 기업들의

면서 ADS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차원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

가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 발표된 미국 자율주행차

부담을 경감시켰다.

력해야 한다.

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

은 동일하다. 업계가 지켜야하는 법적 강제 사항이

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 시스템 안전성(System Safety)

2) 운영 설계 범위
(Operational Design Domain) 설정

아니라 자발적인 준수를 권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 주요 차이점은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성 평
가 항목 축소, 차량 제조사들의 자체 안전 평가 결과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ADS에 대한 안전 관련

제1장. 자발적

지침
(Voluntary Guidance)

제출 절차 폐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명확화

위험이 해소되도록 견고한 설계 및 검증 절차를 따

관련 기업들은 ADS를 공공도로에서 시험하고 실

라야 한다. 전체 개발 프로세스는 산업 표준을 준수

제 구현해보기 위해 ADS에 대한 운영 설계 범위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동차 기술협회(SAE)

(ODD)를 설정해 문서화하고, ADS 기능 평가, 시험,

등이며 이를 근거로 포브스, LA타임즈 등 주요 언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의 자발적 지침, 설계 지침, 기술 표준을 참고하도록

검증 절차 역시 문서화해야 한다. ODD에 최소한 포

론들은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이전보다 완

안전한 사용 및 시험과 관련된 제1장과 주정부에 기

권고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향후 업데이트

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

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회도 정부의 이런 규

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시 발생할 오류에 대비해 철저히 기획, 관리되고 문

위, 날씨/주야간 등의 환경 조건이며 ADS는 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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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야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연료 펌프

야 한다. 교육 내용은 ADS의 기능적 의도, 운영 파

를 끄고, 동력을 제거하고, 차량을 도로에서 안전한

라미터, 시스템 기능 및 한계, 인간의 운전 참여/비

ADS는 운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운전자와 동

위치로 이동시키고, 전력 공급을 해제하는 등 ADS

참여 방법, HMI, 비상상황 최소위험상태 시나리오,

승자에게 자신의 의도 및 차량 성능 관련 정보를 정

지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차량이 운영센터 또는

ODD 파라미터, ADS 기능 변경 방법 등이다.

사물 및 사건 감지·대응(OEDR)은 특정 상황에

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충돌 통보센터와 통신하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 운전자 또는 ADS의 대응 기능을 의미한다. ADS

HMI 설계 평가, 시험, 검증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

관련 데이터를 센터에 전달·공유하기를 권고한다.

는 차량의 안전한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차

고,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해 ISO, SAE, 미국

량(보행 경로 안팎 포함),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표준협회(ANSI) 등 유관기관들의 자발적 지침, 모

동물 및 물건을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범 관행(Best Practice), 설계 원칙 등을 검토하고

어야 하며, 이를 평가, 시험,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적용해야 한다.

3) 사물

및 사건 감지·대응(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문서화되어야 한다.

7) 사이버 보안(Vehicle Cybersecurity)
4) 최소위험요건

(Fallback, Minimal Risk Condition)

10) 데이터 저장(Data Recording)

설계에 관련된 연방법 및 주법, 지방 자치 법규를 어

대시키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현재까지 ADS 탑재

떻게 검토했는지 문서화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향후

차량의 충돌사고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

개정 가능성이 있는 법률 및 규정을 ADS에 반영하

이터 요소(data elements)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기 위한 프로세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서 ADS 시험 및 구현 관련 기업들은 치명적이거나

취약점을 포함,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그렇지 않은 인명 부상, 또는 견인이 필요한 차량 손

ADS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하게 작동되지 않

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의 견고한 제품 개발 프

상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

을 경우 최소위험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

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업들이

국도 ADS 관련 사고 분석을 위해 SAE와 협력해 단

로세스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사이버 보안 관련 사항들을 ADS에 어떻게 통합하여

일 데이터 요소 수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한 경우나, 운전자가

구현했는지 문서화하고, 철저한 문서 관리 환경 하

음주나 졸음, 기타 다른 이유로 운전에 부주의한 상

에 데이터들을 추적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고 차량을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5) 검증 방법론(Validation Method)

8) 충돌사고 내구성(Crashworthiness)

결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국이 주정부에 제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로교통안전국과 주
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

보호를 위해 ADS에서 감지된 정보들을 탑승자 보

직원, 딜러, 유통업체 및 소비자 대상의 교육 및 훈

안전국은 차량과 내부 장치, 주정부는 운전자와 차

호시스템에 전달·통합해야 한다. 또한 도로 상에

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여 유지 관리해

량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제하며, 추가적

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정상운행 및 사고 상황에서

확립해야 한다.

의 ADS 대처 역량 입증을 위해 시뮬레이션, 시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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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비자 교육 및 훈련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이점을 숙지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이 혼재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량 충돌 호환성을

와 협력해야 한다.

공도로에서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차량 충돌 시 탑승자

여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ADS 안전성 검증 방

위해 도로교통안전국, SAE와 같은 산업 표준 기구

본 장은 SAE 기준 Level 3 이상 자율주행차가 공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기업들 및 운

ADS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보행자들

해 수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방법론 업데이트를

제2장. 주정부에

대한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t to States)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과 ADS 탑재 차량의 차

자율주행의 범위, 기술, 기능이 상이함을 고려하

행, 실도로 주행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 3자에 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자율주행 차량 및 ADS

충돌 데이터 축적 및 학습은 ADS의 안전성을 증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황에서도 최소위험상태로 안전하게 전환되어야 하

12) 연방법, 주법, 지방 자치법규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9) 충돌사고 후 ADS 동작
(Post-Crash ADS Behavior)
ADS 시험 및 구현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차량 충
돌 사고 직후 ADS를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표 1 : 도로교통안전국과 주정부의 책임

도로교통안전국
•신규 차량 및 내부 장치에 대한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수립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수립 준수 명령
•전국의 안전기준 비준수 차량 또는 안전결함 차량에 대한
회수 및 조치 현황 조사
•차량 안전 문제 관련 교육 및 소통

주정부
•운전자 라이센스 발급 및 관할구역 차량 등록
•교통법규 규정 제정 및 집행
•주정부의 의사에 따라 안전검사 수행
•자동차 보험 및 책임 규제

자료 :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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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국은 주정부가 공공도로

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내용

에서의 ADS 안전 관련 내용을 기존 절차 및 요구사

적으로도 미국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어 시스템모드

이어 도로교통안전국은 주정부가 ADS와 관련한

항에 추가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을 제시하였다. 주

에서 기존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을 포함한 모든 공

법률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모범 관

정부가 ADS와 관련해 새로운 관리감독 활동을 함과

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 준수를 요구(제 3조 제

행(Best Practice)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경쟁

동시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의 기관을 만들 수 있

2항)하거나, 시험 운행 시 동승자가 1인 이상 탑승

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는 ADS 시험 및 구

고, 심의 기관이 ADS 시험과 관련해 관련 기업들에

(19조)하여야 한다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국회사

현 기회를 완성차 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

게 기업명, 주소, 담당자 정보, 차량 종류 등이 포함

무처는 2017년 7월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자율주

부의 법률을 준수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

된 신청서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와 논의해 ADS 시험

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본 규정 외에 「자동차관

다. 둘째, 주정부는 ADS 법률에 따라 도로 및 고속

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도로법」, 「도

자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을 ‘자동차’로
정의하고, ADS 관련 기업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ADS 장착 차량 등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셋째, 주
정부는 ADS 관련 기업들이 공공 안전 기관들과 협

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안전법」

기술 혁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

력할 수 있도록 보고 및 소통 체계를 만들고 ADS가

의 연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2016, September),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2017, September),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Sam Abuelsamid(2017, September 12),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sues Simplified Automated Driving Guidelines”,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samabuelsamid/2017/09/12/u-sdepartment-of-transportation-issues-simplified-automated-drivingguidelines/#70dba6ae41fa (2017.10.23.)
Sam Abuelsamid(2017, September 12), “Driverless cars on public
highways? Go for it, Trump administration says”, LosAngeles Times.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driverless-regschao-20170912-story.html (2017.10.2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2017.7.), 「제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입법방향 및 과제」,
국회사무처

는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모의 실험
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경기도 화성
에 건설할 계획인데, 이에 더해 공공도로에서도 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주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자율적 권고사항인 것과 달

다 자유롭게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들을

정부는 ADS 운영 상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

리,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할 필요

필요한 교통 법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관련해 법적 효력을 가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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