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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동향 및
기초 입법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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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자동차의 등장 초기에는 도로교통 분야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는 도로교통체
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인 교통운영·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교통선
진국에서도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혁신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러한 교통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즉, 교통사고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운
전자를 대신하여 자동차(시스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면서 목적
지까지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Levels 1~5)에 따르면 Levels 1~2는 이미 상용화되어 고급차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Level 3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실제 도로에서 시
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중심의 차량시스템으로서 실제 도로
상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체계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미
국, 유럽, 일본 등이 자율협력주행시스템(Connected and Automated
Driving Systems)으로서 자동차와 주변 도로교통체계를 연계한 자동
화시스템, 즉 Automated Road and Transport 또는 Vehicle and
Road Automation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는 미래의 도로교통체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한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는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자율주행, 공유교통, 디지
털 인프라, 연계·통합기술 등 도로교통체계의 미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도로교통인프라 관련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제·개정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외 인프라 정책과 법제도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핵심인 도로
의 자동화 및 디지털 도로 정보 및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령으
로서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대한 기초적인 입법평가
를 수행하여 미래 도로교통체계를 위한 법령의 한계점을 제시함으로
서 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유익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여러 자문위
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가올
자율주행시대 미래 도로교통체계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조금
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 창 운

차 례

요

약 ·····························································································ix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2

제2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5
제1절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개념 및 의의 / 5
제2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정책 추진 동향 / 6
제3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30
제4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외 법제 현황 / 36
제5절 소결 / 51

제3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기존 법령의 입법평가 ···················53
제1절 입법평가 개요 / 53
제2절 도로법의 입법평가 / 56
제3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입법평가 / 66
제4절 소결 / 76

제4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78
제1절 입법 추진 기본 방향 / 78
제2절 입법 개요 / 82

제5장 결론 ·······················································································85
제1절 결론 / 85
제2절 정책제언 / 86

참고문헌 ·····························································································87

Abstract ····························································································91

표차례

<표 2-1> 스마트자동차 추진단 분야별 실행계획 ················································19
<표 2-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고령화지수 추이 ·················································22
<표 2-3>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23
<표 2-4> 공유경제의 주요 성장 원인 ·······························································24
<표 2-5>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7
<표 2-6> 도로투자 현황 ··················································································27
<표 2-7>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30
<표 2-8> 도로 관련 법령 현황 ········································································32
<표 2-9> 디지털 인프라 관련 법령 현황 ··························································33
<표 2-10> 도로법 체계 주요 내용 ···································································34
<표 2-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체계 주요 내용 ······································35
<표 2-12> V2I 기반 CV/AV 환경 구축 절차 ·················································41
<표 2-13> EU의 C-ITS 제공서비스 ································································46
<표 2-14> 호주 스마트인프라 관련 기술적, 정책적 이슈 ···································49
<표 3-1> 입법평가 방법 ··················································································55
<표 3-2> 목표분석 체크리스트 ·········································································57

「도로법」 전부개정(2014.01)의 주요내용 ········································58
<표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2009.06)의 주요내용 ·············68
<표 3-3>

<표 4-1> 입법 대안 ························································································80
<표 4-2> 입법의 주요 쟁점 ·············································································81
<표 4-3> 입법 요건 ························································································82
<표 4-4> 법률 구성 체계 ················································································83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방법 ·························································································4
<그림 2-1>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진화 ································································6
<그림 2-2>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7
<그림 2-3> 현대엠엔소프트의 3D 정밀지도 구축 차량 ········································9
<그림 2-4> 네이버의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로봇 ‘M1’ ········································9
<그림 2-5> 차세대 ITS(C-ITS) 개념도 ·····························································12
<그림 2-6> K-City 도심부 ··············································································14
<그림 2-7> K-City 커뮤니티부·자율주차시설 ····················································14
<그림 2-8> 도로법 개정 ··················································································17
<그림 2-9> 국토교통 2045 ·············································································20
<그림 2-10>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24
<그림 2-11> C-ITS 플랫폼 추진체계 ·······························································46
<그림 2-12> 일본 SIP 사업의 실무그룹 ···························································50

ix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발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함
께 자율주행, AI, 에너지 등 미래이슈에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정부의 2020년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 목표와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인 트랜스로드(TransRoad)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 시스템의
자동화, 무인화, 서비스고도화 및 도로망 기반의 정비, 운영, 유지·관리를 통합
한 새로운 도로교통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로교통체계 관계 법령(「도로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서 미래 도로교통체계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의 자동화, 디지털 도로정보의 이용·보호 활성화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
진의 측면에서 현행 도로교통체계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법평가를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기존 법령의 입법 평가와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x

먼저, 미래 도로교통체계는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도로교통인프라와
연계(Connected)됨으로써,

인프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서비스의

공유

(sharing)와 자동화(automated)가 고도화되는 체계로 정의하였다.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자율주행시스템관련 도로교
통인프라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로인프라 정책이 신
규 건설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
며, 기존 ITS 기술이 협력형ITS(즉, C-ITS)로 진화하면서 디지털정보기반 협력
형 교통운영·관리기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자동차와 도로교통인프라
의 연계·통합시스템과 스마트시티에서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점에서 본문 제3장에서 입법평가의 개요를 정의하였
으며, 현행 도로교통체계 관계 법령인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입법평가 중 하나인 사후적 입법평가
를 수행하였다.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되어 왔으며, 독자적인 개별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로의 패러다
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도록 디지털인프라와 미래 도로교통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도로교통이라는 새로운 도로교
통정책의 방향 제시와, 미래 도로교통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및 정책 실현
수단 확보를 위한 입법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령인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각자의 입법목적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도
로교통인프라기반 시스템의 자동화와 공유화 시대에 기존 도로정책 패러다임

xi

의 전환(도로망, Road Network → 디지털망, Digital Connectivity), 미래 도
로교통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로교통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환
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향후 입법의 방향은 크게 신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으며, 미래 도로교통체계 기반 구축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또는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일부 개정, 전문개정의 여러
방식으로 검토하여 추후 입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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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가 2016년 8월 발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는 2020년까
지 실행계획과 함께 자율주행, AI, 에너지 등 미래이슈에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

(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2020년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 목표 및 트랜스로드(TransRoad) 비
전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시스템의 자동화, 무인화, 서비스 고도화 및 도로망
기반의 정비, 운영, 유지·관리를 통합한 자율관리형 인프라 중심의 새로운 도
로교통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도로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등과 같은 도로 관계 법령에서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미흡하며, 관련 연구개발 촉진, 신산업 창출
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 역시 불충분하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의 자동화, 디지털 도로정보의 이용·보호 활성화 및 자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현행 도로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법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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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고찰
본 연구는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현행 도로 관계 법령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도출하
기 위한 기존 법령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진행하고자 입법평가의 의의 및 분류,
입법평가 절차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강현철(2013)은 입법평가를 정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평가하였다. 충돌하는 정치·사회·경제 제반 이해
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정·중재하여,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
보하는 입법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입법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사전평가·병
행평가·사후평가로 나뉘며, 개별 법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개
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후적 입법평가가 본 연구 목적에 부
합하는 입법평가라 할 수 있다.
배건이·이철호(2014)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
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평가의 방법으로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 째는
입법목적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기초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기
존 선행연구에 관한 분석, 부처협의, 입법예고과정에서 나온 데이터에 관한 분
석, 입법조사처 및 국회법제실 등의 검토의견서 분석을 통해 진행하여 이와
관련한 입법자의 의도와 달성목표, 기대 효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
적 입법평가의 실질적인 평가, 해당 법률의 체계성 분석, 비용편익분석과 비용
효과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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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완(2015)은 발전하는 ITS 기술의 실용화, 상용화를 위한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의 체계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범부처 협조체
계 구축, 자동차와 IT 등 개별기술 중심 기존 법체계로는 융합기술육성에 한계
가 있어 융합기술 성격에 맞는 근거법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유·차현숙(2016)은 공공데이터 공개로 인한 새로운 입법수요가 없는지
확인하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할 필요로 ‘공공데이터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규범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평가를 위해 법의 체계성을 평가하였으
며, 법의 효과성 확인, 입법대안모색,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입법개정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기존 법령의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평가에 앞서, 미래 도로교통체계와 관련된 국내 정책 추진 동향과 국
내·외 법제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우선,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개념과 의의
를 검토하였으며,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정책 추진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정책 추진 동향은 기술 환경 분석과 정책 환경 분석, 경제·사회·문화 환경 분
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다음은,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도로 관련 법령 현황과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국제협약 동향과 미국, 유럽 등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제시를 위해 도
로에 관한 기본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법」과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을 대상 법으로 선정하고,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평가는 각 법령
별로 기초분석-체계성 분석-효과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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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도로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를 제시하고, 제·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추후 입법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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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개념 및 의의
도로교통체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교통수단, 이용자, 인프라로 나눌 수 있다.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요소인 자동차는 현재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으로 로봇카의 개념으
로 진화할 것이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전자 또는 사용자는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즉 AI가 운전을 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탑승자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에는 차량 내에서 이동 중에 업무를 보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MaaS1), TaaS2))로 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차량의 이동을 위해 존재
하는 도로 시설이 V2X 기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협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에는 단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운영, 관리, 제어를 자동으로 하는 자율관리형 인프라로 진화할 것
이다.
<그림 2-1>은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진화를 나타낸 것이다.

1) MaaS, Mobility as a Service
2) TaaS, Transport as a Service

6

<그림 2-1>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진화

따라서, 미래 도로교통체계는 기존 도로교통체계 구성요소 별/간의 진화를
바탕으로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도로교통인프라와 연계(Connectivity)
됨으로써, 도로교통서비스의 공유(Sharing)와 자동화(Automation)가 고도화
되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미래 도로교통체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도로인프라 기
반의 자동화가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
- ADS : Automated Driving Systems(자율주행시스템)
- ART : Automated Road Transport(자동화된 도로교통)
- VRA : Vehicle and Road Automation(차량과 도로 자동화)

제2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정책 추진 동향
1. 기술 환경 분석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인프라기술 개발
자율주행은 자동차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기술(정

제2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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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로지도, GPS 정확도 개선, C-ITS)과 정보 인프라 등과 연계를 위한 도로
교통시스템 차원의 인프라 관련 기술을 개발추진 중이다. 교통안전혁신을 위
한 과제로 차세대ITS(C-TI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뿐
아니라 도로안전주행을 위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 정밀도로지도 구축
자율주행차량 개발과 이를 위한 도로·교통체계 고도화에 기본 인프라로 활
용되고 있다. 현재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 자율주행 시
험구간 중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국도 3개 구간 등 277km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에 걸쳐 일반국도 2개 구간 등 194km가 추가되어
총 471km가 구축되었다. 추가로 2020년까지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에 맞춰
추가 정밀도로지도를 구축 추진 중이다.3)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보도자료(2017.04.28. 배포)4)

<그림 2-2>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2017년 9월에 공개된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

3) e4ds, http://e4ds.com/sub_view.asp?ch=11&t=1&idx=6394(2017.6.5.)
4)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정밀도로지도’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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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시범구축’ 연구 최종성과물5)에는 정밀도로지도
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ITS 국제표준위원회인 ISO TC204
에서는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
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도로교통환경을 인식하고,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 중 하나가 정밀도로지도로서, ISO
TC204에서는 높은 정밀도를 갖춘 지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다.
위의 최종성과물에서는 정밀도로지도 실시간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안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이는 미래 도로교통체계와 관련된 디지털 인프
라인 LDM6)과 정밀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
문으로, 「도로법」과 「도로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도로관리의 방향을 정밀도로지도를 포함한 정밀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고, 자율주행차 지원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
할 것을 가정하였다.
도로 계획 등 정보화 관련 조항에서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
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와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에
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을 위한 별도의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 안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내용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밀도로지도 관련 업체 중 하나인 현대엠엔소프트는 2011년부터 자
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초정밀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MMS7) 차량을 통해 왕복 2차선 국도 이상 대부분의 전국 도로 데이
터를 구축 완료하였다. 또한 일부구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와 함께 지도

5)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Idx=107&idx=2791(2017.10.18.)
6) LDM, Local Dynamic Map
7) MMS(Mobile Mapping System) : 차량 등에 위성측위정보시스템(GPS), 라이다(LiDAR), 카메라 등의
각종 센서들을 탑재하여,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와 시각정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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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업체 ‘에피폴라’를 인수하고 3차원 정밀
지도도로제작 로봇 ‘M1’을 개발하고 있으며, 카카오 역시 지도 앱 ‘카카오맵’에
3D 스카이뷰 기능을 탑재하는 등 지도 정밀화 및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2-3> 현대엠엔소프트의 3D 정밀지도 구축 차량

<그림 2-4> 네이버의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로봇 ‘M1’

2) 디지털인프라(동적정보시스템, LDM) 구축
자동차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도로상에서 자율주행의 실
현은 도로교통시스템과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안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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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도로와 차량간의 인터페이스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차량 단
독의 자율주행으로 인한 한계와 기술적 신뢰도 문제 해결, 미래 도로교통체계
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도로교통시스템의 연계 및 보완이라 할
수 있다.
정밀전자지도 기반의 동적정보시스템(LDM)은 도로, 교통, 주행 등의 정보
를 수집·저장·관리·제공하여 차량이 주변 도로의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아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자율협력주행에 있어 핵심 요소기술이다.

3) GPS 정확도 개선
GPS 정확도 개선은 정밀한 위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와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GPS 정확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위성항법시스템(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연구개발 사업8)이다.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정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이 가능한 핵심 정보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
해 제공하는 정보는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과 안전 및 재난 대응에
필요한 핵심 위치정보이다.
정부에서는 유럽 등과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9) 개발·구축을 위하여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SBAS
는 GPS 오차를 1~3m 이내로 보정하고 정지궤도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확
한 위치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드론, 자동차,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와 위치기반서비스, 정보통신, 물류, 응급구조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 예정이다10).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성항법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2015.12.
9) SBAS(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 오차를 보정하여 항공 외 선박, 교통, 물류,
응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위성 기반 오차보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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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2월 KT는 한국형 초정밀 GPS 보정 시스템(KASS)11) 개발 프
로젝트를 수주하였다. KASS가 개발되면 현재 30m 수준인 GPS 오차를 1~2m
로 줄여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2)

4) 차세대 ITS(C-ITS) 구축
국토교통부는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도로(V2I)간 실시간 통신기술 및
차내 단말기(OBE), 노변 기지국(RSE) 등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시가지도로를 대상으로
C-ITS 시범사업을 1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위
해 두 개 도시 선정을 준비 중이다.
C-ITS 시범사업 대상구간은 고속도로(당진대전선·호남선지선)와 도시부도
로(세종시·대전시) 등 총 87.8km이다. 올해까지 실제 도로에서 C-ITS 성능을
검증하고 기술 보완 및 제도를 마련하고, 15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3,000
대의 단말기를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경부선 등 주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C-ITS 구축13)을 추진할 계획이
다.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보행자, 인프라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 해결 및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C-ITS가 도입되었으며, C-ITS
를 통해 자율차의 성능을 보완하고 자율차 보급을 촉진시키며, 일반차와 혼재
시 상호 연계를 통한 교통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10)
11)
12)
13)

헤럴드포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04000344(2017.9.29.)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카스(KASS)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2017.9.29.)
국토교통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지능형교통첵계 2020 수정계획의 C-ITS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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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정책조정회의(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계획)」, 2013
<그림 2-5> 차세대 ITS(C-ITS) 개념도

나. 기술개발 정책지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자율주행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1) 규제프리존 지원
자율주행차 등 민감한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규제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지원인프라 우선구축, 전문인력 양상 지원 등을 통해 규제프
리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2015.10.7.)에서 도입이 제안되었으
며, 2015년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발표되었
다.14)
규제프리존 지정, 적용할 규제 특례 및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
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1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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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특별법)」이 2016년 5월 발의되어 2017년 3월까지 소관위 심사를 진행 중이
다.15) 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안은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을
규율하는데,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차와 연료전기자동
차16)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전하려할 때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
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2) 시범단지 지정
시가지 지역 중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지역에
시범운행단지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써, 2016년 7월 판교 창조밸리
가 지정17)되었으며, 시범단지 구역에 대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우선허용 등
차량-인프라간 통신 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판교 시범단지는 총 길이 4km, 2~4차로 규모의 자율주행노선으로 구성되
며, 2017년까지 1단계 1.6km, 2018년까지 2단계 2.4km를 설치할 예정이다.

3) 실험도시 구축
실제 도로와 시가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한 소규모 모
의 실험도시(K-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의 주행시험장 내에 구축
중이다. 세계 최초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미국 미시건대학 내 구축된 M-City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도로와 교통환경을 반영한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실험도시는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15)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main(2017.10.10)
16) 연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
정의
17)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634884(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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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상황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다. 2016년
6월에 실험도시 구축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
평가환경구축’기획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그 해 8월에 본사업에 착수하였다.18)

자료 :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016.8.10.)

<그림 2-6> K-City 도심부

자료 :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0(2016.8.10.)

<그림 2-7> K-City 커뮤니티부·자율주차시설

18) 정책브리핑(브리핑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209(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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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추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교통시스템 연계 실증 개발 등 도로 연
계 실용화, 법·제도 연계 기술수준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개
발(2009~2015)19)과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2009~2017)20)
등 첨단안전장치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개
발 및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기반 차량-인프라 연계 실용화를 위한 스마트 자
율협력 도로시스템 개발(2015~2020) 등을 추진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기반의 자율주행차 S/W 개발
과 통신/보안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트자동차를 위한 AUTOSAR21) 기반
차량 내외부 통신 플랫폼 및 응용 기술 개발, 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주행
시스템의 판단/제어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도로기반
저가형 자율주행기술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ADAS용 부품 개발을 위한 핵
심소자 기술 개발,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및 기반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다.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국토교통부의 U-City 사업을 포함하여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연구개발 및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대 국가전략 신수종(新樹種) 산
업에 집중하여 추진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그리도

19) 국토교통부,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2단계 기획 보고서, 2015.2
20) 국토부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개발 Q&A, 2단계 완료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00)
21)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
(architecture)로서, 안전, S/W개선 갱신과 관리용이성 등 미래 자동차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개발(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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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
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스마트 서울 2015’, ‘인천 송도/영종/
청라 스마트시티(U-City)’ 등이 있다.
미국에서도 교통정체 해소, 안전통행, 환경보호 등을 위해 첨단데이터와
ITS 기술 및 서비스의 적용 방안을 고심하던 배경에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었
다. 2016년 2월 미 연방교통부(USDOT)는 ‘Smart City Challenge’를 발표하고
도시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하였다. 2016년 6월 Columbus Ohio가 최종
선정되었다.
USDOT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비전 12개 요소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기술
요소(Technology Elements) 3가지는 Urban Automation, Connected
Vehicles, Intelligent·Senso-Based infrastructure 이다. 이는 미래 도로교통
체계를 위한 필수 요소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2. 정책 환경 분석
가. 도로관리 중심 정책
1) 도로법 개정
신규 도로 건설에 집중된 도로법의 체계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관리 중심으로 전부개정22)되었다.
도로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중장기 도로계획을 포함한 건설 위주로 규정된
정부의 도로정책 기조를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국
토교통부는 그 일환으로 기존 10년 단위의 도로인프라 최상위계획인 ‘도로정
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바꾸고 하위의 5년 단위 국도·국대
도·국지도 사업계획도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통합하였다.

22) 도로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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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로법 개정

2)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
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
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였다.
◦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23)
-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 기
반 교통관리 수행

23) 국토교통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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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 및 무선
충전 차로 개발 추진
- 지하도로, 고층빌딩 연결도로 등 도시공간 입체적 활용 및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 구축
- AI, 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자동화 및 파손된 포장 등을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치유형 도로 소재 개발
- 1인 교통, 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도로의 슬림화·개방화 및 소음·분
진·진동이 없는 생활친화형 도로 개발
- 사고 없는 도로를 목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한 완전 포용도로
구현
- 유라시아 1일 생활권 구축

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로시험운행 규제 개선과 상용화 제
도 정비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1) 스마트자동차 추진단 발족 및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수립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 스
마트자동차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스마트자동차 추진단은 관련부처와 연구
계,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모여 산업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
고 부처 간 사업 연계를 위해 구성하였다.24)
당해 6월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분야별 실행
계획은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25)

24)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연구(1차), 2017
25)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http://www.msip.go.kr(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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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스마트자동차 추진단 분야별 실행계획
실행계획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내 용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맞춤형 웰니스 케어
․착용형 스마트 기기
․지능형 로봇
․재난 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실감형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2) 규제개선장관회의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미래부·산
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
다. 자율주행차 보급을 통한 교통안전 향상, 신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수
립하고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6년 5월 18일에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신교
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제5
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현행 자율주행차 임시운행구간 규제를 전환
하여,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였다.26)

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성(2016.11.15),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한구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58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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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도로교통 전략

1) 국토교통 비전 2045
정부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발전
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
토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 또한 대변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
다.
2016년 수행된 ‘국토교통 비전 2045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국토교통
2045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4대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상 구현을
위한 4대 영역별 16대 도전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비전 2045 수립을 위한 연구, 2016.12

<그림 2-9> 국토교통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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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수정계획(2017년 1월 고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수정계획에서는 안전혁신, 편의증진, 지속
성장을 목표로 C-ITS 관련 정책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20
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27)
◦ C-ITS 관련 정책목표별 중점 추진과제
- 안전혁신 : V2X 인프라를 통해 도로·교통시설 운영, 교통약자, 차량추
돌·충돌 등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주행의 안전성 확보
- 편의증진 : 현재의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불편함과 잠재
적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설이용 및 운전 편의성 증진(스마트톨
링 서비스 도입·운영)
- 지속성장 : C-ITS 기반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인프라 간 끊김 없는 연
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운전 지원서비스 확대 및 자율협력주행 시스
템 도입

3) 차세대 ITS(C-ITS)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12월 고시)
정부에서는 도로위험요소를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예방하고 실시간 도
로 및 교통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C-ITS 도입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 12월에 열린 C-ITS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는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
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C-ITS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로드맵은

시범사업(2014~2016),

단기(2017~2020),

중장기

(2020~2030)로 구분되며, 2020년 C-ITS 기반 新시장 창출과 2030년 교통사
고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27) 2020년 이후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설계 단게부터 C-ITS를 반영하여 C-ITS와 자율주행차의 연계를
통해 안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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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사회·문화 환경 분석
가. 인구구조 및 가치변화
1) 저출산·고령화 가속
한국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28)로 진입하였다.
<표 2-2>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30년의 유소년 인구는 64만 2천여명이 감소
하고, 고령화지수는 10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접근성, 안전성을 높이는 도로교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2-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고령화지수 추이29)30)
(단위 : 천명, %)

구분

2010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7,979

6,751

6,574

6,109

5,647

(16.1)

(13.1)

(12.6)

(11.5)

(10.8)

36,209

37,620

37,266

33,878

29,431

(73.1)

(73.1)

(71.7)

(64.0)

(56.4)

65세 이상

5,366
(10.8)

7,076
(13.8)

8,134
(15.6)

12,955
(24.5)

17,120
(32.8)

고령화지수

67.3

104.8

123.7

212.1

303.2

14세 이하
15~64세

2)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국민의 알권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3.0 등을 통해 공공정보화가 추진되었
다. 민간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민간 소통정보 서비

28) UN기준 : 65세 인구 7% 이상(고령화 사회), 14% 이상(고령 사회), 20% 이상(초고령 사회)
2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중 중위추계 결과, 2016
30)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인구에 대한 해당 연령계층별 비율(%)이며, 고령화지수는 유소년층(14세 이하)에
대한 노년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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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보편화·대중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전국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
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과 정보의 정확성이 증가하였
다. 또한 온라인 기반 생활형식으로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개인 정보통신단말기의 보급 확대와 단말기 간 융합, 다기능
강화로 모바일 커뮤니티 등을 통한 실시간 소통이 증가하였으며, 여론 형성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표 2-3>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31)
(단위: 만인,%)

구분
가입자 수

2015년
4,367

2016년
4,642

2017년 10월
4,833

연평균
증가율(%)
5.21

나. 공유경제의 급성장
최근,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고 소유 대신 한 번 생
산된 제품을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협력소비 전제 경제 방식인 공유경제가 급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요인 등
이 있다.
교통분야에서 공유경제의 대표 분야는 차량공유(카쉐어링, car-sharing)으
로서 국내 시장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40억원 수준에서 2015
년 9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32)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카셰어링 업체는 ‘그린
카’와 ‘쏘카’이며, 이 공유업체의 회원 수와 차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
세이다.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10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2017.11
32)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9/2015121900935.html(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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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유경제의 주요 성장 원인33)
구 분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내 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으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확산 ⇒ 친환경적 트렌드와 부합하는 공유경제 성장 배경으로
작용
․글로벌 경제위기 ⇒ 유휴자원 활용 동기 발생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셜·모바일·결제 기반이 빠르게 진
화 ⇒ 물건, 서비스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발

<그림 2-10> 차량공유업체 ‘그린카’

◦ 국내 카셰어링 업체 현황
- 그린카 : 2011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회원 수 1만 3천여
명, 차량대수 110대, 차고지 50개소만을 보유한 업체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180만명, 차량대수는 5,900대, 차고지는 2,650곳
으로 크게 성장34)
- 쏘카 : 2011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회원 수 3천여명,
차량대수 100대, 차고지 50개소만을 보유한 업체에서 2017년 1월말
기준으로 회원 수는 250만명, 차량대수는 6,400대, 차고지는 2,900곳
으로 크게 성장, 지정한 장소까지 차량을 배달해주는 도어투도어
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비전 2045 수립을 위한 연구, 2016.12
34) 조선일보,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5976(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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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Door)서비스 제공 중35)36)

해외에서는 공유교통의 성장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
다.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도입으로 인한 차량공유가 활성화 될 경우, 기존 차량대수의 10%만 가지
고도 동일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차량수 감소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수요 감소로도 이어져, 기존 주차장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중요성
1)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Peak Oil의 도래와 석유생산 감소로 한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
의 석유 소비량은 2013년 103백만톤37)이며, 수송 관련 석유 소비비율은 휘발
유가 96.9%, 경유가 79.6%이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2005.2)를 통해 선진국들은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38)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4년 중부, 2005년 호남, 2010년 강원의 폭설 등과 2006년 서해대교 다
중 추돌사고, 2010년 인천대교 고속버스 사고, 2015년 영종대교 추돌사고 등

35) KAMA, http://www.kama.or.kr/jsp/webzine/201605/pages/trend_01.jsp 일부내용
참고(2017.9.29.)
36) 쏘카, www.socar.kr(2017.9.29.)
37) 대한석유협회 통계자료 참조(2017.9.29.)
38)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로, 연간 1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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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통서비
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2) 친환경 기술개발 추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며 탄소저감정책이 강화되었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8만5700
대에서 2020년 104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그린카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린카 양산 로드맵을 수립하고, 준중형 전기차 개발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39)
친환경 교통수단의 개발과 지능형 도로교통체계의 발달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기에, 정부는 C-ITS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첨단교통시스템 등 IT
기반 기술에 통신기술을 결합한 첨단 ICT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
통류 운영을 준비 중이다.

라. 교통안전 중요성 증대
<표 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22만여 건이었으며,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여 2016
년에는 4,3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교통안전 강화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고발생 대비
사망률이 높으며, 국도의 보행자 사고 치사율이 높고 고령자의 사고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39)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ldx=243&dat
aldx=146692(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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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소·예방이 가능한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전
국 기반 안전관리 및 소통을 위한 교통정보체계 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
형 차량·도로 연계체계의 지속적 구축이 필요하다.
<표 2-5>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40)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
건수
사망
자수

연평균
증가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0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3.8

마. 도로부문 신규사업 감소
2004년 이후 도로의 투자 규모는 약 7~9조원 수준이며, 신규사업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착공은 연평균 10.9%, 준
공은 5.7% 감소하였으며, 사업연장 기준으로는 착공이 8.4%, 준공이 9.3% 감
소하였다.
◦도로부문 신규사업 감소(2004년과 2014년 비교)
- (건수) 착공 : 57건 → 18건, 준공 : 52건 → 29건
- (연장) 착공 : 536km → 222km, 준공 : 645km → 272km

<표 2-6> 도로투자 현황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8.1
(5.7)

7.7
(5.2)

7.3
(4.4)

주 : ( ) : 고속도로·국도 건설비
자료 :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2016), 38p

40) 경찰청, 2015 교통사고 통계분석, 2016

…

…

(단위 : 조원)

2013년

2014년

2015년

8.9
(5.9)

8.4
(5.3)

9.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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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가. 정책의 전환
1) 도로 정책의 전환(신규 → 운영 및 유지관리 중심)
도로인프라 정책의 전환 즉, ‘신규 건설(H/W) →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
(S/W)’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은 3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스
마트(smart), 공유(sharing), 환경/안전(safety)이 그것이다.
◦미래 도로정책의 3가지 조건(3S)
- 스마트(smart) : 도로 중심으로 지능형 센싱인프라는 도로 및 교통 시
설과 주변 주행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해야 함
- 공유(sharing) : 도로 및 교통시설과 관련 정보는 디지털연계망(C-ITS,
IoT 등) 기반 교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함
-

환경/안전(safety)

: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율주행차

(automated vehicle) 등 첨단안전차량에 적합한 친환경 및 안전한 도
로환경이 구현되어야 함

2) 기존 ITS 정책·사업의 전환(기존 ITS → C-ITS)
C-ITS(Cooperative-ITS)로 대표되는 교통운영기술의 발달은 차량이 주행
하면서 다른 차량(V2V) 및 도로시설(V2I)과의 통신을 바탕으로 급정거, 차량
고장 등 차량상태나 사고발생, 낙하물 등의 위험정보를 서로 전파, 공유하여
위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도로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유고 또는 사고 시 발생되는 혼잡
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여 사전 대응으로 혼잡을 완화하고 도로 주행
의 정시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ICT 기술로 V2V(Vehicle to Vehicle : 차량 간 무선통신), V2I(Vehicle
to Intra :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를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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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로자동화를 C-ITS 기반 도로
및 교통시설정보, 교통운영·관리정보 등 공공정보 중심 구축·연계기술 및 일
반차와 자율주행차(AV) 및 커넥티드카(CV)의 혼재 상황에서 디지털정보기반
교통운영·관리기술이 필요하다.

3) 자동차·도로교통의 연계통합시스템(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시스템/자동도
로교통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미래 도로교통체계)이 가져올 교통체계 및 모빌리티의 혁신
(innovation)과 변환(transformation)의 핵심은 자율관리형 인프라 기술이다.
기존 인프라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을 위한 정비(건설), 교통운영, 유지·관리 등
이 분리된 설계이며, 향후 인프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되, 도로망 기반의 정
비(건설), 교통운영, 유지·관리가 통합된 자율관리형 인프라의 설계를 의미한
다.

4) 스마트시티 도로·교통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전체의 연결성(Connectivity)으로 첨단 기술들의
연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국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통신, 에너지, 물 등을
중심을 추진되고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통부분에 대한 정책 구상 및
추진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나. 패러다임의 변화
도로의 패러다임은 기존 차량의 이동 공간으로 기능을 하던 도로망(Road
Network)이 모빌리티 서비스(MaaS)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디지털망(Digital
Connectivity)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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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도로 패러다임의 변화
도로

연계
서비스
주체

도로 기능
건설 대상
정비 대상
연계 단위
연계 범위
연계 대상
서비스 단위
도로 모니터링 주체
교통 운영·관리 주체

도로망(Road Network)
차량 이동 공간
도로의 양적 증대(H/W)
물리적 진단·정비(H/W)
노드·링크
도로(+차량+사람)
도로·시설 간 (물리적)연계
단위 차량(per Vehicle)
운전자
운영·관리자

디지털망
(Digital Connectivity)
모빌리티 서비스(MaaS) 공간
정보의 질적 생성(S/W)
정보의 분석·업데이트(S/W)
차로
도시
정보 간 (디지털) 연계
단위 거리(per Mile)
지능형 차량(AV)·도로(CV)
AI 센터

노드·링크를 통해 연계되던 기존 도로망은 차로별 연계로, 그 범위는 단순
도로에서 차량과 건물을 포함한 도시 전체로 확대되어 객체정보 간 디지털 연
계가 이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단위도 단위 차량(per Vehicle)에서
단위 거리(per Mile)로 전환되어 기존의 차량 중심 도로교통서비스 분석·평가
(예: 교통량, 총통행거리 등)가 주행거리 중심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에 대한 분석·평가가 중요해질 것이다.
나아가, 도로환경 모니터링은 운전자 대신에 커넥티드차량, 자율주행차 등
지능형 차량과 도로가 자동으로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운영·관리의
주체도 AI 기반 센터체계로 운용될 것이다.

제3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 법제 현황
1. 도로 관련 법령 현황
가. 도로 관련 법령 현황
도로 관련 법령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도로를 포함한
교통체계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이며, 둘째는 도로교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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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법령이다.
교통체계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은 교통체계·시스템의 효율화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예산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교통시스템 관련으로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연계 및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계획 등을 규율하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이 있
으며,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및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도
시교통정비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도로
설계 등에 관한 특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특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
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법 제1조)로, 교통체계 일반에 대한 최상위법으
로 기능한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은 그 성격에 따라 시설의 건설 및 관리, 안전, 관련
기관에 관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도로법」은 도로에 관한 일반법으
로,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
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법
제1조)하기 위한 법률이다.
「도로법」은 제명상 ‘기본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로 정책과 관련한 기본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의 도로 계획 수립 의무와 도로의 건설·관리,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과 같은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
로 분야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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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도로 관련 법령 현황
분 류

교통체계

제 명

교통체계
효율화 및 관리
재원

건설 및 관리

도로교통
안전

기관

소관부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획재정부

도로법

국토교통부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자치부

고속국도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사도법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찰청
경찰청 법무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도로 유형 등에 따라 신설,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고속도로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주차장법」이 있
다.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로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과
함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으며, 도로 교
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는 「한국도로공사
법」, 「교통안전공단법」이 있다. 도로 관련 법령 현황은 <표2-8>과 같다.

나. 디지털 인프라 관련 법령 현황
도로자동화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특히 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와 함께 이 과정에서 수집·제공·활용되는 정보의 보호와 이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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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에 관한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에 관해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공간정보의 생산·관
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해 최상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표2-9> 디지털 인프라 관련 법령 현황
분 류

공간정보

디지털
인프라
정보 이용
및 보호

제 명

소관부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자치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
법」,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
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정보, 특히 개인정보의 성격을
지닌 정보의 이용, 보호, 활용과 정보보안 등에 관한 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있다. 디지털 인프라
관련 법령 현황은 <표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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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관련 법령 체계 분석
도로관련 법령 중 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법제기초 연구와 직접적
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대상으
로 각 법의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는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
향의 설정 즉, 입법 형식의 선택과 입법 시 각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체계 주요 내용은 <표2-10>과
<표2-11>과 같다.

<표2-10> 도로법 체계 주요 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접도구역 관리지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도로교 설계기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StmdInfoP.do?lsiSeq=199158(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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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체계 주요 내용
법률

시행령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연계교통체계지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교통조사지침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
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StmdInfoP.do?lsiSeq=201139(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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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외 법제 현황
1. 국제협약 동향
가. 비엔나 협약 제정
도로교통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법으로 1949년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이하
‘제네바협약’)과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 있다.
1968년 제정된 비엔나협약에서는 전통적인 개념 차원에서의 도로에 대한 정
의는 아래와 같이 존재하지만 도로 관련 교통인프라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
의하고 있지 않다.
운전자 역시 사람이 차량을 제어한다는 가정 하에 운전자를 정의하고 있으
며, 아래와 같이 운전자는 차량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하여, 자율주
행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Definitions

(d) "Road" means the entire surface of any way or street open to public traffic;
(j) "Motorway" means a road specially designed and built for motor traffic,
which does not serve properties bordering on it, and which:
(p) "Motor vehicle" means any power-driven vehicle which is normally used for
carrying persons or goods by road or for drawing, on the road,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ersons or goods. This term embraces trolley-buses, that
is to say, vehicles connected to an electric conductor and not rail-borne. It
does not cover vehicles, such as agricultural tractors, which are only
incidentally used for carrying persons or goods by road or for drawing, on the
road,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ersons or goods;
(v) "Driver" means any person who drives a motor vehicle or other vehicle
(including a cycle), or who guides cattle, singly or in herds, or flocks, or
draught, pack or saddle animals on a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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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8 Drivers

1. Every moving vehicle or combination of vehicles shall have a driver.
2. It is recommended that domestic legislation should provide that pack,
draught or saddle animals, and, except in such special areas as may be marked
at the entry, cattle, singly or in herds, or flocks, shall have a driver.
3. Every driver shall possess the necessary physical and mental ability and be
in a fit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to drive.
4. Every driver of a power-driven vehicle shall possess the knowledge and skill
necessary for driving the vehicle; however, this requirement shall not be a bar
to driving practice by learner-drivers in conformity with domestic legislation.
5. Every driver shall at all times be able to control his vehicle or to guide
his animals.

나. 비엔나 협약 개정
ICT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실제 도로에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68년
에 제정된 비엔나 협약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그 결과 비엔나 협약의 개정안
이 2014년 3월 26일에 Working Party of Road Traffic Safety가 채택되며,
개정 비엔나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014년 9월 23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2개월의
검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
었다. 검토기간 종류 6개월 후인 2016년 3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수정되며, 1968년 비엔나협약의 가입국인
EU 대부분의 국가와 러시아, 브라질 등 75개국41)에서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

41) Albania, Armen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elarus,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ulgaria, Central African Republic, Côte d'Ivoire,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uyana, Hungary,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Israel, Italy,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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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차 시험운행 및 상용화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Chapter II Rules of the road

– Article 8 Drivers

Vehicle systems which influence the way vehicles are driven shall be deemed
to b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nd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3, when they are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fitting and utiliz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concerning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Vehicle systems which influence the way vehicles are driven and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of construction, fitting and
utilization, shall be deemed to b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nd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3, when such systems can be overridden or
switched off by the driver.

비록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협약의 내
용 상 운전자 탑승 및 제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자동차가 아닌 ‘부분적
자율주행차(semi-autonomous)’의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운행 허용에 더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차량 및 도로교통인프라부터의 자료수집 및 보
호, 수집된 정보의 Security & Privacy 이슈 등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논
의가 진행 중이다.

Kenya, Kuwait, Kyrgyzstan, Latvia, Liberia, Lithuania, Luxembourg,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etherlands, Niger, Norway, Pakistan,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n Marino,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ruguay, Uzbekistan, Viet Nam, Zimbabwe.(출처 : UNECE, 홈페이지 :
http://www.unece.org/trans/maps/un-transport-agreements-and-conventions-08.html,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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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 연방교통부(USDOT) 차원에서는 현재 디지털 인프라 및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지침을 통해 각 주별 관련 지침 마련 및
입법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미국 연방교통부(USDOT)의 정책지침
- 2013년 5월 미국연방교통부(USDOT) 산하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동화된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 발표
- 2016년 9월 자율주행차의 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위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tefy) 발표
- 2017년 9월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대한 새
로운 가이드라인인 ‘A Vision for Safety’ 발표

가. 자율주행차 법안 통과
2017년 9월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자율주행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상임위가 승인하였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되면 첫 해에
는 25,000대까지 자율주행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그 후 3년까지 매년 100,000
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42). 다만, 자동차제조사는 사람이 운전하고 제어하는
만큼 안전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자율주행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주(州)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43)

42) REUTERS,
http://in.reuters.com/article/autos-selfdriving/u-s-senators-announce-deal-on-self-drivin
g-car-legislation-idINKCN1C30J8(2017.09.28.)
43) 한국경제,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90750191(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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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Vision for Safety
‘A Vision for Safety’는 2016년 연방정부가 발표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를 대신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 분야에 한 발
더 나아간 정책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A Vision for Safety의 주요 내용
- 더 안전한 차를 위한 새로운 업체 및 아이디어 독려
- 민간분야의 혁신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교통부의 규제절차를 더욱더
발빠르게 대처
- 산업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고, 대중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열린 소통을 장려

새 가이드라인은 완전 자동화와 ADAS를 포함한 자동화 기능의 개발을 통합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지방, 주 및 연방 정부의 노력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부 정책의 2.0 버전으로, 2018년
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다.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는 2016년 발표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교통부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에 요구되는 성능 가이드와 주
별 정책 수립 모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존 규제 개선 방향, 새롭게 도입가
능한 규제 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는 자율주행차에게 요구되는 성능 가이드(Vehicle Performance
Guideline)와 州정책 수립의 모델(Model State Policy),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도구(NHTSA’s Current Regulatory Tools), 그리고 새로 도입 가능한
규제수단(Modern Regulatory Tools)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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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에서는 V2V와 V2I를 자율주행차의 상
호보완적 센서(complementary sensors)로 정의하였다.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V2V와 V2I 센서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NHTSA에서 초창기에
는 V2V와 V2I에 대해 충돌 회피 가능성을 제공하는 통신 기술이라고 정의하였
는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고발생 및 심각도 감소를 인정하면서 자율주행차
량의 성능 개선을 위한 중요 요소로 정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V2X 기반
의 도로인프라의 연계가 미래 도로교통체계에서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 Vehicle-to-Infrastructure Deployment Guidance and
Products
Vehicle-to-Infrastructure Deployment Guidance and Products 보고서는
2015년 FHWA(연방도로국)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V2I 무선통신 기술 기반의
Connected Vehicle(CV) 및 Automated Vehicle(AV)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고
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표 2-12> V2I 기반 CV/AV 환경 구축 절차
단 계

내 용

1. V2I 구축계획 수립
(Initate the Planning Process)

V2I 구축의 필요성 정립

2. 지역 ITS 아키텍쳐 보완
(Update the Regional ITS Architecture)

CV/AV 기반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지역 ITS 아
키텍처 수정, 보완

3. CV PFS 검토
(Consider the Connected
Pooled Fund Study)

Vehicle

버지니아교통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connected
vehicle pooled fund study(CV PFS)를 통해 V2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4. 정보교환을 통한 전문기관간 연합체
구성
(Join/Monitor the Affiliated Testbed)

전문기간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체
구축 및 가입을 통해 회원사간 V2I 구축경험 공
유, 미 교통부 정책 공유, V2I 기반 시스템 구축
촉진 가능

5. V2I 도입을 위한 작업반 구성
(Vehicle-to-Infrastructure Deployment
Coalition)

V2I 관계자들간 작업반 구성을 통해 V2I 구축
시 요구되는 연구 수행, 가이드라인 개발, 표준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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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첨단도로교통환경 구축 시 V2I 무선통신의 구축이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강제되진 않지만 교통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고려하
여 V2I 기반 시스템의 구축을 권장한다. 지방정부의 V2I 기반 CV/AV 환경 구
축 절차에 대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 The Road Ahead44)
ITS America(Intelligent Transportation Society of America)의 보고서
‘The Road Ahead’에서는 차세대 기술혁명인 Intelligent Transportation(이하
지능형교통)의 전망있는 기술과 서비스군은 차량(Vehicles, “Connected/Automated
Vehicles” and “Delivery Drons”), 인프라(Infrastructure, “The Internet-of-Things”),
교통(서비스) 이용자(Transportation Users, “Mobility as a Service” and “When-I
Want-it/Where-I-Want-it Logistics”)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능형교통 구축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능형교통 구축 가속화
-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을 줄이고 AI연구와 데이터 공유 지원
- 차세대 통신망 5G가 구현될 때 V2V와 V2X 표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paths)을 수립
- 광대역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차량과 교통인프라를 지원하기 위
한 주파수 확보
- CAV를 보완하기 위한 인프라(예 : 전력, 통신, 보안 등) 업그레이드 운
영연구 권장 및 교통제어장치 표준 관련 교통(암호) 코드 업그레이드
◦ 지능형교통 구축 관련 장애요인 제거
- 개인정보보호원칙(Privacy Principle for Vehicle Technologies and

44) THE ROAD AHEAD, Intelligent and Transformative Transportation, The Next Generation of
Mobility – A Public Roadmap for 2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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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과 같은 정책수립을 권장
- 품질, 안전, 보안, 접근성, 상호운영성, 제품의 신뢰성, 프로세스, 그리
고 서비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아키텍쳐와 표준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수요(needs)를 확인
◦ 지능형교통 구축 관련 재정지원
- 교통인프라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지원(funding)과 재정계획
(financing)을 마련하여 기술 중심의 모빌리티 투자 확대
- 교통 제정지원, 협력방안, 성능평가의 혁신적 모델 증진
◦ 스마트기술을 통한 재투자
- 스마트 지역/사회 기술(smart community technologies)의 구축(상용
화)을 용이하게 함
- 연방정부의 ‘Smart Communities’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제안을 지
원하고 관련 재원을 제공

바. 주별 현황
연방 지침 외 각 주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도로 운행허가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네바다州에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범운
행에 대한 최초의 입법이 이루어진 뒤로 캘리포니아州, 플로리다州, 미시건州
등에서 州차원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의 입법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금지하지는 않지
만 대부분 면허가 있는 운전자, 즉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운전자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착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9개 州(캘리포니아州, 플로리다州, 루이지애나州, 미시간州, 네바다州,
노스다코다州, 테네시州, 유타州, 버지니아州)와 워싱턴DC에서 자율주행차 관
련 입법이 이루어졌고, 애리조나와 매사추세츠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행정명령
이 발령되었다. 캘리포니아州 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허

44

용했으며, 일반주행에 대한 법률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각 주의 입법수준은 네바다州, 캘리포니아州 등과 같이 자율주행차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율방안을 입법한 사례가 있는 반면 노스다코다州 등
은 연구의 근거마련 또는 용어정의 수준에 그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3. 유럽
가. ITS Directive 2010/40/EU
ITS Directive 2010/40/EU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유럽 내 도로에의 효과적
인 구축을 위해 2010년 8월 26일에 제정된 유럽연합 차원의 법령이며, 유럽연
합 내 모든 국가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시 본 지침에 따라 구축해야함을 권고
하고 있다.
본 법령은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시스템들의 효과적인 도로 적용, 지능형교
통체계 구축 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구축 제안, 기반 시스템 간 호환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래와 같이 ITS Directive는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상이한 지능형교통
체계 구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기인하여, 각 국가가 지능형교통체
계 구축 시 최소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다.

(6) In some Member States national ap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re
already being deployed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However, such deployment
remains fragmented and uncoordinated and cannot provide geographical
continuity of ITS services throughout the Union and at its external borders.

ITS Directive 2010/40/EU에 따라 유럽연합 내 국가가 지능형교통체계 구
축 시 유럽연합에서 정한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기준 및 기술사양에 적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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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유럽연합에서 정한 우선적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우선 구축을 고려해
야 한다.
ITS Directive 2010/40/EU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시 각 국가의 교통
시스템 및 서비스가 호환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능형교통
체계 구축 시 구축절차에 대한 명시와 시스템 기술사양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 각 국가의 local rule을 적용하여 구축 시 조건, 상이한 시스
템 간 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EU C-ITS Platform
2016년 11월 30일 유럽연합 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향후 유럽 내 도로교통
인프라의 CV/AV 환경 구축을 위하여 ‘European Strategy on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C-ITS)’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활동을 추진
하기로 합의하였다.

◦ C-ITS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
- C-Roads : C-ITS 구축을 위한 첨단도로교통시스템 및 기술사양 정의
- C-Platform : C-ITS 구축 비전 및 목표 설정
- ITS Directive Delegated Act : C-ITS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마
련
- EU C-ITS Strategy : C-ITS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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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C-ITS 정책 및 사업 추진체계
<표 2-13> EU의 C-ITS 제공서비스
구 분

Day 1 C-ITS 서비스 항목

Day 1.5 C-ITS 서비스 항목

서비스

․안전위협상황(돌발상황 포함) 검지

- 전방차량 추돌 경고
- 공사구간 경고
- 날씨 정보 제공
- 긴급제동점등
- 긴급차량 접근 정보 제공
- 기타 위협상황 검지 및 정보 제공
교통신호 관련 서비스
- 차량 내 신호정보 표출 서비스
- 차량 내 제한속도 표출 서비스
- 교차로 신호위반 경고
-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 최적 통행속도 정보제공
- 프로브 차량 정보 제공
- 돌발상황 발생으로 인한 충격파 정보 제공
- 대체연료차량을 위한 충전시설 위치 정보 제공
- 교통약자 보호
- 노면 주차 정보
- 노외 주차 정보
- Park & Ride 정보
- 교통정보를 활용한 경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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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플랫폼 개발에 따른 실행방안 중 하나로서 C-ITS 추진계획
(Deployment Plan 2019)이 작성되었으며, 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표 2-13>
과 같은 우선 적용될 C-ITS 제공서비스가 정의되었다. Day1 서비스가 최우선
구축대상 서비스이며, Day 1.5 서비스가 차선 구축대상 서비스이다.

다. 독일
독일의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이하
BMVI)는 연방정부의 교통·디지털기반 시설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로서 9개의 국(Directorate-General, 이하 DG)으
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DG는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을 담당하여, 광대역(broadband), 수파수정책
과 네트워크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텔레매틱스, 환경 및
기상관측을 위한 IT기반 시스템 등의 사회 및 교통의 디지털화 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BMVI의 교통기반 시설부는 도로망, 철도망, 해양항로망(waterways), 공항
항로망(air routes) 등과 현대 광대역망(modern broadband networks)을 포함
하며, 통신관련 주파수대역 업무에는 법규제 및 교통수단의 안전과 인프라 확
장 및 유지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재정도 포함된다.
디지털기반 시설부는 급속인터넷(송신속도 최고 50Mbit/s) 보급, 향후 모빌
리티 현대화(대안 연료, 자동차와 인프라의 네트워킹, ITS, automated
mobility) 등을 포함하며, 혁신적 차량기술의 시험을 위한 디지털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포함한다.

라. 영국
영국은 사람이 동승한 자율주행차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인자동
차(full automation)에 이르기까지 실제 도로에서 합법적 운행이 가능할 수 있

48

도록 법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3차례의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시리즈를 발표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도로 적용을 위한 현행
법제도 검토 및 법제 개선사항들을 제시하였지만, 입법화는 아직 수행되지 않
았다.

4. 기타
가. 호주
2017년 호주정부는 국가 교통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NTC)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대한 국가 지침인 ‘Guidelines for Trials of
Automated Vehicle’를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주 및 지역 도로 기관이 시험운
행에 대한 면제 또는 허가를 제공하고 시험운행의 조건에 대해 업계가 확신을
갖도록 지원한다. 지침에는 운영범위, 위험을 줄이는 안전관리 계획, 보험 관
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15년

호주

국회

내

국토교통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Cities)에서는 미래 국토교통인프라의 첨단화·
디지털화를 위한 Smart Infrastructure 관련 기술 및 정책 이슈를 포함한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Smart Infrastructure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Smart
Infrastructure 환경 하에서의 데이터 수집·관리, 대형 재난재해 대응 전략,
Smart Infrastructure 추진 전략과 관련한 기술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인프
라 구축 및 확산과 관련한 기술적,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공청회 및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을 정리,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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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호주 스마트인프라 관련 기술적, 정책적 이슈
구 분

스마트인프라의 정의

내 용

․스마트인프라 핵심 기술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통한 인프라
현황(physical aspect)에 대한 디지털화(digitalization)
- Geospatial technology를 이용한 인프라 정보 수집 및
GIS를 이용한 인프라 정보 관리
- IoT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 구성요소의 원격 상태관
리 및 구성
- Machine learning 기술을 이용한 방대한 인프라 정보
의 관리 및 정보 분석
- Mobile laser scanning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 상태 정
보 수집, 검사
스마트인프라를 통한 기회
-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혁신

․
스마트인프라 환경
하에서의 정보수집 및 관리

스마트인프라 환경
하에서의
대형 재난재해 대응
스마트 ICT 확산 및
추진 전략

․ICT 기술을 통한 데이터 수집 범위의 확대
․스마트ICT 환경 하에서의 데이터 오픈 관련 이슈
-

상이한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호환
지방정부간 국가간 수집된 데이터들에 대한 조화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공간 관리
데이터 보안

․현재 인프라 관리 기술 하에서의 대형 재난재해 관리
능력
․스마트인프라 환경 하에서의 대형 재난재해 관리 능력
․스마트인프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스마트ICT 기술 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제화
- 관련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나. 일본
일본 정부는 전국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난이도를 매기고 등급
화하기로 하였다.45)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자동차·IT 관련 기업은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공유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
다. 자율주행 난이도는 5단계로 나뉘어지며, 난이도를 매기기 위한 지표를

45)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3113051(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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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자
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 난이도
를 통해 자율주행기술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전략적 이노베이션 프로그램(SIP ․ 10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에서는 10개의 범부처가 참여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해 법제도 재개정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테스트운행이 가능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무인버스와 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목표 규제를 개선 중이다.
프로그램 내에는 3개의 실무그룹이 있는데, 기술 개발·지역 교통관리 강화·
소통과 협력, 사회적 공감대에 관한 그룹으로 나뉜다. 기술 개발 그룹에서는
동적 지도(Dynamic Map) 개발을 담당하는데, 개발된 동적 지도는 자신의 위
치 확인과 통행경로 결정 뿐 아니라 모든 미래 도로교통체계에서 도로 및 차량
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2-12> 일본 SIP 사업의 실무그룹

일본 경찰청은 2016년 5월에 ‘자동주행시스템에 대한 공로실증실험을 위한
지침’46)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일본 내에서 공로실증실험을 실시함에 있어

46) 일본 경찰청), ｢自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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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유의해야하는 사항 등을 명
시하여 적정하고 안전한 공로실증실험의 실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 ‘자동주행시스템에 대한 공로실증실험을 위한 지침’ 관련 용어
- 공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도로”
- 자동주행시스템 : 가속, 조향, 제동 등 복수의 작업을 한 번에 수

행

하거나 이들 작업 모두를 수행하는 시스템
- 공로실증실험 : 공로에서 자동주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

행하는 실증실험

관계법령 및 자동주행시스템의 공로실증실험에 대한 조사 검토 결과에 입
각하여 공로실증실험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실시주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응을 지원한다.

제5절 소결
1. 기술 및 정책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외 정책을 살펴본 결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인
프라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율주행차 상용
화를 위해 디지털인프라와 커넥티드카를 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인프라 정책이 신규 건설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ITS 기술이 C-ITS로 진화하면서 디지털정보
기반 교통운영·관리기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자동차와 도로교통의 연계통합
시스템과 스마트시티에서 도로와 교통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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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록 및 공유, 시스템 안전 및 보안, 자동화 기능, 교통환
경 연계 기술, 인공지능(AI) 활용 등과 같은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및 기반조성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건설·정비, 교통운영 및 유지·관리 등 ‘분리’된 정책에서 새로운
‘통합’ 도로교통체계 실현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법제도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국내․외 법제 규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각국
의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자동화를 위한 법제화 단계는 개발된 기술
의 초기 적용에 따라 미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법제 마련을 위한 사전 단계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진 화제성, 자동차 및 IT 업계의 적극적인 법제 개정
요구에 의해 도로자동화와 자율주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보다 자율
주행차의 도로 운행 허용과 관련된 법제도 부분이 먼저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도 자율주행차 외에 도로자동화와 자율주행시스템 구축과 관련하
여 입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도로교
통체계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망(Digital Connectivity)을 바탕으로 도로교통시
스템 구성요소 별/간 연계·통합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로자동화
및 디지털인프라에 대한 일관성·지속성 있는 계획 및 설계·구축, 교통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근거 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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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관련 도
로교통시스템의 자동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부수효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비하여 미래 도
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평가’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론적 도구로써, 효과적인 입
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객관적 자문도구이다.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평가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자의 주관적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장 기술발전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예견되는 가운데, 교통분
야에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혁
신적인 미래교통 기술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상용화는 자동차 제
조기술의 발달뿐 아니라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 관련 제반정보가 실시간으로
차량 및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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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법제화하였고, 2013년에는 정부 국정과제로서 “C-ITS 도입”을 명
시한 이후, 지능형교통체계 2020 수정계획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되었
다. 주변 선진국들의 빠른 입법대응 현황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자동화와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구체적 법
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관리 및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현재는
C-ITS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와 곧 다가올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은 지능형교통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추진에 관한 계획 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뿐 아니라 육상·해상·항공교통 분야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 지능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자동화에 대한 특수
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2. 입법평가의 대상
일반적으로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평가자의 평가계획 등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47)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률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47) 독일에서 입법평가를 Dialog라 부르는 것은, 입법평과 과정에서 입법적 조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열린 프로세스(Offener Prozess)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첫째, 학제간(Interwissenschaftlich)
연구를 통해 평가의 전(全)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 간 의사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둘째, 수범자
집단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입법평가의 대상 역시 평가결과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 구체적 범주는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이런 입법평가의 개방성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결국 평가실무상 입법평가의 과정(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형태로 개방성과
신뢰성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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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으로는 1개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 법률의 일부 규정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도로교통환경에 대한 입법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법률인 「도로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입법평가의 방법
일반적인 입법평가는 규범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이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 평가방법론 역시 평가결과를 객관화하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나 Tool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규범적 영향의 평가는 일반적인 법학방법론을 적용하여 헌법 및 타법
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는 체계성 분석,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법률안이 통과된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량적 수치로 환산한 이
행비용(Erfüllungsaufwand) 또는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는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의 평가는 환
경영향평가 및 기후영향평가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1> 입법평가 방법
분 류
기초분석
체계성 분석
효과성 분석

내 용

․목표분석
․제·개정 연혁 분석
․법령의 체계도 및 주요항목 분석
․관련 법령 간 체계성 분석
․법령의 역할 및 한계
․개정의 필요성

사후적 입법평가는 앞의 4가지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 소요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영향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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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부분적 입법평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평가를 기초분석-체계성 분석-효과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입법평가의 한계
「도로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법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관
련 하위법령은 평가과정에서 법률의 진행 및 법적 효과를 판단하거나, 해석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입법평가의 대상이 포괄적일수록 평가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평가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 회의
를 통해 「도로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대상
의 범위를 좁혀 조문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도로법의 입법평가
1. 기초분석
가. 「도로법」의 목표분석
일반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및 취지에 대한 분석은 해
당 법률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그 분석결과는 해
당 법률의 평가 시 목표달성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과정
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대게 이러한 목표분석은 해당 법률의 목적조
항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목적조항 내에서 크게 ‘입법자의 의도와 법률
상 목표가 일치하는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가 존재하는가?’, ‘해당 목표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라는 관점에 따라 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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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목표분석 체크리스트
목표분석
입법자의 의도
상·하위 목표구분
목표간 충돌확인

체크리스트

․입법자의 의도와 법률상 목표가 일치하는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가 존재하는가?
․목표와 수단이 존재하는가?
․해당 목표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1961년 12월 「도로법」 제정 당시 입법이유를 살펴보면, 조선도로령을 폐지
하고 당시의 도로제도 실정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정립하고 도로관리 및 공
용부담, 손실보상 규정미비점 조정·보완, 도로관리의 합리성 및 공용부담의 민
주화 도모를 입법목표로 제정하였다.
당시 「도로법」 제1조 목적조항은 “본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1조는 1998년 8월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여”라
는 추상적 표현이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란 표현으로 구체화되
었으며, “도로에 관한 계획수립”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1961년 「도로법」 제정
당시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제도 실정에 부합시키는 규범체계를 구축하
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도로법」 제1조 목적조항의 연혁을 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은 1998년 「도로
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
법」에 통합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 장비를 가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다.
48) 통상 법률의 목적조항은 실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법률의 목표 및 지향점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법률을 사실관계에 적용할 때, 해석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평가는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객관적 도구로서,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률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법개선방향 또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명확성 차원에서 법률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배건이, ｢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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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도로법」 제1조는 1961년 「도로법」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
와 다르지 않으며, 도로계획수립의 체계화를 통해 목표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도로법」 제1조 목적조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한 규정으로서,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도로법」 제·개정 연혁 분석
「도로법」 은 신규제정 이후 1963년 2월에 첫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
재까지 총 21회의 일부개정과 2회의 전부개정이 실시되었다.
가장 최근의 「도로법」 전부개정은 2014년 1월에 실시되었다. 도로망의 정
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
계획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
하며,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이 실시되
었다. 주요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도로법」 전부개정(2014.01)49)의 주요내용
조 항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
계획의 수립
(제3조 및 제5조)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내 용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
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
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
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
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
립하도록 함

ㆍ

ㆍ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 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EfInfoP.do?lsiSeq=149950#(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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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
(제11조 및 제12조)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
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
(제38조)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
은 진출입로의 공동사
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53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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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에 도로 노선을 지정 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
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
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
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함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
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
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
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
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
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
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
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
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의 납부방법 개선
(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
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통행금지·제한 근거 보
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
입
(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 제한
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
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
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
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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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
(제80조 및 제114조제
8호)

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
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
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2017년 1월 도로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이유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
태 등을 조사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장기적으로 보다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 함이 주된 개정 이
유이다.

2. 체계성 분석
가. 「도로법」의 체계도 및 주요항목 분석
「도로법」은 2개의 시행령과 5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장,
118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주요 항목은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과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등의 장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국가 등의 책무)50)에서 정의한 도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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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으
며,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51)에서는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52)에서는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

5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51)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
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건설·관리계
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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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
에게 보급할 수 있다고 규율한다. 관련 업무로는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
무,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53)에서는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 가능한 도로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로정보
- 도로의 소통정보
-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관련 법령 간 체계성 분석
「도로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도로교통 인프라에 관해 적용받는 법령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3)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
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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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속국도법」과 「유료도로법」으로, 「도로법」과 함께 도로 3법이라 불린
다. 이 중「고속국도법」은 2014년 1월 14일 폐지되었다. 「유료도로법」은 유료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54)에서는 유료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영상 정보(차량영상인식시스템)를 수집·관리하는 시스
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료도로법」과 「도로법」은 도로 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법이지만 「유료
도로법」은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
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최초의 제정목적이기에 도로법과 구별된다. 또한 「도
로법」은 도로 정책 분야의 기본 방향·골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에 자체의 법제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효과성 분석
가. 「도로법」의 역할 및 한계
도로법은 교통 및 운송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인 도로의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단, 도로정책 분야의 기본법이 부
재한 상황에서 도로 정책 분야의 기본 방향, 골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54) 제21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
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에 따라 통행료를 일괄하여 받는 해당 유료도로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이하 "차량영상정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차량영상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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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의 도로법은 변화하는 도로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 여전히 H/W 중심의 도로 건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S/W
기반 디지털·자동화 대응에 불충분하다. 또한,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
으나, 단순 교통소통정보나 사고정보에 초점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 법령에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도로 기반 조성을 위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추진 체계, 스마트 도로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의 연구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 등
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제·개정의 필요성
기존 도로망의 개념은 차량의 이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면 미
래 도로교통체계가 구축된 도로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의 기능까지 수행하
는 디지털망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 주체또한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차량
(AV)과 자율주행시스템, 도로(CV)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할 도로법의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
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먼저,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에서
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규율한다.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도로인프라 정책은 신규 건설(H/W 중심)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S/W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인 스마트
(smart)와 공유(sharing), 환경/안전(safety)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에서는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보급에 대해 규율한다. 그 업무는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와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
제6조와 동일한 이유로, 단순 도로시설물의 관리 뿐 아니라 기존 도로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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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내용으로는 도로와 주변 시설의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친환경적이고 안전
한 도로환경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적인 도로정보 외에 실시간성을 가지는 LDM, 정밀측위와 같은 디
지털 인프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도로의 연계수준이 높아지는 시대를 대비
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서 정의하는 도로
교통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하는 도로정보는 도로의 소통정보, 사고정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다.
「도로법 시행령」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55)과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
계의 구축·운영 등)56)을 통해 제6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시행령의 조항들 중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면 우선, CCTV 영상정보의 단순 제공이 아닌 CCTV 영상과 인프라와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한 돌발상황 검지, 보행자 충돌 방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외 C-ITS 기반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노면상태 정보 제공 등의 내

55)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56)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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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포함될 수 있다.
위 내용은 현 시행령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C-ITS 구축과 기술의 고도
화로 현재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는 교통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 이 외에도 미래 도로교통체계에서 구현되는 도로자동화와 자율주행시스템
의 구축으로 제공될 새로운 정보, 즉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정보와 차량상태정보,
운전자행태정보 등 도로교통시스템 간 구성요소는 협력형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 정보는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환경 및 시설정보들을
활용한다면 도로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
동적 운영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도로법」의 조항을 분석하여 제․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현재 도로 및
관련 시설은 자동화와 공유화, 도로 전체가 V2X 기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연계 수준이 고도화되면 통합 모빌리티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단순 정보제공 뿐 아니라 운영, 관리, 제어를 자동으로 하는 자율관리
형 인프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고 미래 도로교통
체계를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제3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입법평가
1. 기초분석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목표분석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전신인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제정 당시 입법이유를 살펴보면, 국가 주요기간교통시설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체계마련,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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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지원을 입
법목표로 제정하였다.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 목적조항을 분석해보면, “교통체
계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 향상”과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한 규정으로서,
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견 법률문구의 추상성으로 인해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이
란 목표가 “교통체계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 향상”(교통체계 발전)이란 입법
목표보다 상위의 목표로서, 목표간 상·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57)
그러나 이는 입법목표가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의 범위가 교통체계 발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라는 거시적 영역에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목
표간 상·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개정 연혁 분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신규제정 이후 2001년 1월에 첫 일부 개정
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총 7회의 일부개정과 1회 전부개정이 실시되었다.
국가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왔으며, 2009년 6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 구축,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연계교통체계 강화,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 마련,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수집·분석

57) 입법해석상 상·하위 목표를 구분하는 구별실익은 첫째, 입법평가 결과, 목표달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는데 있으며, 둘째, 입법평가 과정에서 타법과의 연계 및 해당 법령의 체계성 분석 시 이 같은
목표에 부합하게 법령이 체계화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음, 배건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2017 입법평가 연합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8. 25, 한국법제연구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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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능형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교통체계효율화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차이는 도로·자동차
중심의 교통 분야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로 확대하여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표 3-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2009.06)58)의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
한 연계교통체계 강화
(제36조 및 제37조)

1)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토해
양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
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
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제44조 및 제45조)

1) 최근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이 이루어
지는 곳을 중심으로 환승센터의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환승기능과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도 개
발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복합환승
센터 개발의 활성화가 어렵거나 환승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ᆞ도
지사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ᆞ광역복합환승센터ᆞ일반복합환승센
터를 지정하여 개발ᆞ관리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속철도역, 환승전철역, 공항터미널
등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
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InfoP.do?lsiSeq=94498&ancYd=20090609&ancNo=09772&efYd=20091210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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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됨.

효율적인 지능형교통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제73조 및 제74조)

1) 종전에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
진되어 철도ᆞ해운ᆞ항공 등 교통 분야 간 통합적인 지능형교통
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수집ᆞ분석된 지능형교통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
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ᆞ
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함.
3) 이와 같이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교
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2. 체계성 분석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체계도 및 주요항목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예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로 구
성되어 있다. 총 8개장, 1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
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
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를 포함하여 지능
형교통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한다.
◦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내용
- 제2조16항 :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 제4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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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6조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7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제8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 제89조 :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 제90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제91조 :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주요 조항으로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59)에서는 육상·해상·항공 교통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며,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내용을 정비하

5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
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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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율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60)에서는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를 개발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61)에서는 육상·해상·

6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
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
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
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6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
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
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통정보센
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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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업무 수행과 교
통정보의 보급·유통 촉진을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국가통
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간 체계성 분석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
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교통정보의 수집·전파에 대한 규정을 정의
하고 있다. 동법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62)에서는 교통안
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한 인프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교통안전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보의 수집·전파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이지만, 「교통안전법」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으
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 전체의 교통
체계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며,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체의 법제 유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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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성 분석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역할 및 한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 조정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포함하는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교통체계 부문의 최상위법
역할을 한다.
한편, 철도·항만·항공교통 분야는 배타적인 시스템인 반면에 자동차·도로
교통 분야는 타 교통 분야와 연계 뿐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이 혼재되어 동일
수준의 통합연계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제4장 지능형교통체계의 지능화
관련 규정은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까지 교통수단, 교통체계 전반의 지
능화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분야 지능화의 특
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관계기관의 책무와 역할, 운영 관리,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 제·개정의 필요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역할 및 한계를 바탕으로 교통체계 전반의
지능화 관련 사항 중 도로교통분야 지능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역할 정
립, 운영 관리, 지원 정책을 규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조항을 바탕으로 제․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먼저 제73조(지능형교
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의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63)에서 교통 분야

63)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
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
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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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도로교통 분야는 첨단자동차,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등이 그
내용으로,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기존 ITS 관련 정책·사업
이 교통운영기술의 발달로 현재 C-ITS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 맞는 내용과
곧 다가올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C-ITS가 구축되고 있는 현 상황과 다가올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무선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지능형교통체계 하의 단순 교통소통정보 제공에서 사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관리 극대화를 위한 교통류 운영·제어, 일반차와 자율주행차의 혼
재상황에 대한 협력형 교통운영·관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도로교통 분야의 내용들을 기존 법체계에 담기에는 현재 조항의 체계에 따
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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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에서 정의하
는 교통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C-ITS 시범사업을 통
해 15가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고정밀지도와 GPS 정확도 개선, 디지털인
프라 확충으로 인해 현재 조항에 있는 실시간 교통안내 외 다양한 교통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교통정보의 제공 외 사고예방 등을 위한 차량
제어의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망의 연계수준(Levels of Connectivity)이 높아지면서, 도로 위의 교
통수단 및 시설 간 연계뿐만 아니라 도시 내 주차시설, 충전소, 사무실 등과의
연계도 가능해지므로, 단순 교통소통을 위한 정보가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
(MaaS/TaaS)를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령, 주차장과 차량의 무선통신을 통해 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미리 알려주
거나, 도로 또는 주변 시설에 전기자율차의 충전과 검진 기능을 제공하는 등
머지않은 미래에는 실제로 제공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정보에 관한 것들이
다. 또한, 미래 도로교통체계가 구축되고 도로자동화,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
화되면 차로기반의 실시간 소통상황 제공, 차량상태정보․도로상태정보와 연계
를 통한 도로 상 돌발상황 제어와 OTA64) 기술을 통한 차량 유지관리 등의 교
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에서 정의
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연계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C-ITS 구축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교통소통정보수집의 역할만 했던 차량과 도로, 시설은
상호간 상태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도로주
행상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대응과 사고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량과 IT 관련 민간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예: 통신 및 공유교

64) OTA, Over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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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센터)와 공공부문 교통정보센터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
율주행 및 공유교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공공부문의 교통운영관
리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협력 및 공유에 대한 내용의 추가가 필요하다. 돌발상
황대응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과 센터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
게 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을 통한 새로운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 교통정보센터와의 연계 또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미래

도로교통체계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되어

완전한

연계

(Full

Connectivity)가 되면 AI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센터의
운영이 AI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교통정보
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
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조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도 일
부이긴 하나 도로 상에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모두 가능해지고, 센터 중심에
서 현장 중심으로 교통정보는 변화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도로와 인프라,
차량은 연계되고 그 수준은 디지털 인프라와 통신 인프라 등을 통해 더욱 고도
화될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일반차량이 혼재된 도로 상황에서의
능동적 운영제어와 AI 기반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개정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제3절 소결
1990년대 초반 지능형교통체계의 국내 도입 이후 기술이 고도화되어 차세
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 기반 도로교통체계 연계 모빌리티로 변해가는 과
정에 있으며, 향후 자동화(Automation)와 공유화(Sharing) 서비스가 고도화되
기 위해서는 “Connectivity 기반 도시 통합 모빌리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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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미래에 구현될 것이다.
도로교통에서 기존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에 그쳤으나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동 기능 외에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인 TaaS와
MaaS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시대 흐름과 기술 변화에 맞는 사항을
반영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 도로교통체계와 관련된 디지털인프라
관련 내용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시대 도래에 따른 기존 도로망의 디지털화, 나아가 통합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미래 도로교통 기반조성, 자율주행 실증단지 선정, V2X를
기반으로 디지털 데이터 공유 방안, 자동화 및 공유화를 위한 공공부문 교통서
비스 제공, 자동화되는 교통정보센터의 역할과 S/W 운영·관리 방안 및 전문
인력 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등에 대한 고민 및 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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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제1절 입법 추진 기본 방향
1. 입법 필요성
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해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한 결과, “Connectivity 기반 통합 모빌리티” 구현
을 위한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는 ① 미래 도로교통이라는 신규 도로교통정책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② 미래 도로교통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및 정책 실현 수단
확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

2. 입법 방향
가. 입법 성격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법의 성격 파악을 통해 입법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크게 ‘진흥법’ 과 ‘규제법’으로 나
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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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은 해당 분야의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을 위한 입법이다. 또한 관
련 정책 실현 및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국가의 지원, 조성, 유도 수단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법(개정 또는 제정)으로 수익적 행정, 급부행정
및 유도행정 중심이다.
규제법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침익적 행정·규제 행정 및 질서
행정 중심이다.

나. 입법 대안 검토
기존 도로관련 법률체계에서 산재되어 규율하고 있는 도로자동화 및 디지
털 도로정보의 이용‧보호의 활성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V2I, 나아
가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동도로교통시스템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을 위한 방안은 중심이 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4-1>의 비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시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마다 입
법추진 전략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위 방안 중 법률제정안과 전문개정안의
경우 법률이 적용되는 관련업계와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법계획의 수립부터 공포까지 총 15단계를 거치는 정부입법절차65)로
진행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의
여러 단계에 걸친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 신중
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분야 법률의 위계상 최상위법으
로 존재하고 있으며 육상·해상·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국가교

65) 법제처 정부입법절차,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
(201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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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되어, 국가교통체계를 종합
적으로 관찰하는 법률이므로 2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4-1> 입법 대안
분 류

1안
도로법
일부개정

2안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내 용

비 고

․상대적으로 입법 용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에 그
칠 경우 적절한 대안일 수 있으
나, 다양한 진흥 지원 정책을 법
규범화하게 되는 경우 법령의 복
잡화 초래 우려
기본적으로 규제법의 성격을 지
니기 때문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 규범의 성격과 불일치하여 일
관된 법체계 유지에 장애 우려

․도로교통 자동화, 무인화, 서비

스고도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장·절의 신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장의 내용
중 미래도로교통체계와 관련된
조문들을 분리하고 필요한 조문
들을 신설하여 제4장의2 장을 신
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장에서
는 교통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도
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
황임

반면에 도로의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법으로 기능하는 「도로법」의
개정인 1안을 선택할 경우 규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미래도로
교통 기반 구축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조문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될 경우 현행
도로법의 체계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부개정의 방식을 취하더
라도 장·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규모 법률개정의 경우 절
차의 간이성과 이로 인한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해 주무부처 소관상임위 의원
을 통한 개정방식이 선호된다. 단, 의원입법의 경우 법률개정을 추동할 여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 말까지 계류되다 폐기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주무부서 의견청취,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공
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해 도로기술과 ITS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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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 입법의 주요 쟁점
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단행법을 입법할 경우 단행법의 체계는 총
칙규정, 법정계획, 정책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장 또는 절
별로 위치할 조문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 입법의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총칙규정

법정계획

정책 추진체계

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산업촉진 및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진흥·지원 시책

정보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인증 및 보안

내 용

․목적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단위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계획
․시행계획 등
․위원회/협의회/심의회 등 설치
․권한의 위임·위탁, 업무대행, 전문기관 지정 등
․사업시행자
․사업실시계획
․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특례 조항 등
․기술 기준, 표준화
․재정지원(보조금, 금융 세제 지원, 특례, 기금 설치
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국제 협력
․기타 지원 시책
․정보 수집 가공 처리 유통 등 활용 근거 제시
․정보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표준화
․관련 기관 설치 (센터구축 등)
․보안 체계 구축
․운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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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법 개요
1. 입법 요건
입법 시에는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 원칙이 준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 형식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과 같은 헌법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는 중앙행정기관으
로 하여금 법령 입안 시 법령안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
다.

<표 4-3> 입법 요건
요 건

내 용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

입법의 필요성

․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평이성

명료성

및

․
․
․
․
․

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
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
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
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자료 :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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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법률 구성 체계 분석
법령의 일반적 체계는 대부분 처음에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
칙 규정을 두고, 이어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을 두며,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을 둔다.
법령의 체계를 구성함에 분류별로 반드시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
해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안 작성 시에 입법의 취
지, 내용과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표 4-4> 법률 구성 체계
분 류

주요 내용

총칙 규정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실체 규정

개별 법령의 성격에 따
라 다양하게 규율

보칙 규정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
정하기에 적합하지 않
은 절차적·기술적·보충
적 사항에 대한 규정

벌칙 규정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
한 행정벌 규정

규정(예시)

․목적규정
․기본이념
․정의규정
․해석규정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특허·인가·등록·신고 등
․과징금·부담금·연체금·가산금 등
․행정강제
․보조·출자·출연·융자 등
․조세법 규정
․재정·회계·기금 등
․자격 부여
․위원회 등 행정기관
․행정지도
․수수료
․보고의무
․청문
․권한의 위임 위탁·직무대리·행정업무의
대행
․손실보장·손해배상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구성요건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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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정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
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
르는 과도적인 조치, 시
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규정

․과실범·미수범·공범·혐의 감면·친고죄 등
․형법의 적용제한 규정
․양벌 규정
․행정질서법(과태료)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률의 폐지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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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도로교통의 자동화, 디지털 도로정보의 이용 활성화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측면에
서 현행 도로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를 진단하였다. 진단한 결과, 도로교
통체계의 지능화, 자동화, 정보화 등 도로정책의 전환 목표(대규모 도로시설
건설→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령인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비하고,
자율주행, 공유교통, 통합 모빌리티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입법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평가 결과,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입법목적에 따
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시대 도래에 따른 기존 도로망의 진화, 미래
도로교통 기반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로교통정책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미
래 도로교통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 및 정책 실현 수단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입법의 방향은 크게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부분 개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정리된 입법 대안과 입법의 주요 쟁점은 추후
미래 도로교통체계 입법 추진 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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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본문 제4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초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2가지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입법
대안은 기존 도로교통 관련 법률인 「도로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의 일부개정으로, 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점을 정리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2가지 입법 대안 외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단행법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 도로교통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근거,
추진체계, 기술·서비스·정보의 보호 기준 및 이용 활성화 시책,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율하는 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동 분야 진흥 방침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정책 추동력 확보에 용
이할 것이다.
그 외에는 본문에서 제시한 입법 대안은 일부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존 법령의 전부개정 또는 분법을 고려할 수 있다. 「도로법」의 경우 법정계획
수립 및 도로의 유지관리, 관련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도로법의 규율내용을
미리 도로교통체계 추진 관점에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은 현행 교통분야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방대한
규율범위로 인하여 법체계가 복잡함을 지적하여 분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및 정책제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시한 입법 대안
을 바탕으로 도로자동화 및 자율주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
도적 기반조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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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sic Study on Legal System for Future Road Traffic
System

ㆍ

․

․

․

Kyungpyo Kang Duri Lim Hanbyul Jang Sangwook Han Jinsu Yoon

In order to achieve the TransRoad vision, which is a new road that transcends
existing roads, the government's goal of using the autonomous third level in 2020
is to automate, unmannize, service and road network-based maintenanc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road systems. A new integrated road traffic system is required.
However,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future road traffic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e road traffic system related laws ( ROAD ACT ,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 and the
grounds for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re insufficient.

「

「

」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current
road traffic system legislation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in terms of road
traffic automation,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future road
traffic system construction. Based on this, we sought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future road traffic system and suggested legislative direction.
First of all, I examined the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road traffic system.
Policy support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was being implemente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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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policy has been shifting from new construction to efficient use of
existing roads, and existing ITS technology has evolved into C-ITS, and digital
information-based traffic operation and management technology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functions and roles of road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integrated system of cars and road traffic and Smart City.

「

」

Based on this, we diagnos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OAD ACT
and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 which are
the current road traffic system related laws,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is one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ROAD ACT and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have been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and although they act as independent laws,
they can be used to reflect the digital infrastructure and future road traffic system
Institutions are needed.

「

「
」

」
」 「

Finally, based on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future road traffic system was examined an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were suggested.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irection of
new road traffic policy as the future road traffic, to establish the basis of
future road traffic policy and to secure the policy realization means.

「

the
the
the
the

」

As a result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ROAD ACT
and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future road traffic system, although they play a rol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purposes, the evolution of existing road network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egal environment that can reflect the new road traffic
policy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can be divided into partial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 ROAD ACT and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 The proposed legislative alternatives and major issues
need to be utilized in the future when pursuing future road traffic system
legisla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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