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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자율주행시대에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따른 현재의 도로분류보다는
도로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고, 통일된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숲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도입은 해당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며, 군집주행의
도입이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인프라 지원 요구가 예상됨
숳 자율차 기술 개발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도로 등급을 물리적
특성, 데이터 인프라, 통신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국내에도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등급의 마련이 필요함
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에 기반한 관리
기준과 계획 수립이 필요함
숵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인프라에 대한 내용은 현 도로법상 정의하는
관리체계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도로의 물리적 특성, 데이터 인프라, 통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부분자율주행, 완전자율
주행 지원여부 등을 나타내는 자율주행 인프라 분류기준 마련 제안
숲 신규 도로분류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인프라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존 도로관리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 제안
숳 고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관리분야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관리를 위한 전국 통합 데이터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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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민간사의기술개발과함께국가주도의다양한연구개발및자율주행실증테스
트가추진되고있음
∙ 시험단계의여러기술이실제도로에서사용될수있도록도입예상시점을기
준으로자율주행지원도로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도출할필요
∙ 특히, 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에서2018년11월발표한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에서2020년이후에는‘자율주행허용도로구간표시’
를인프라분야추진사항으로제시하고있어, 이에대한세부사항을마련할수
있는방법론이필요한상황임

2.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관리의 현황 진단
□ 도로관리체계 현황
∙ ｢도로법｣은도로종류를건설･관리주체에따라정의하여시설의특성반영미흡
∙ 건설주체에따른분류는건설과관리의법적인책임을명시하기는하지만, 시
설의특성과요구되는관리수준과정확히대응되지않음
∙ 시내일반국도나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등은여러지자체가권역으
로나누어건설･관리하고있어, 동일한도로종류에속하더라도시설수준에일
관성이없고관리기준도달리적용되고있음
∙ 자율주행을지원하는일관된도로분류체계및관리체계를마련하고자할때적
용이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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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도로법상 도로 분류별 건설･관리 주체
도로종류

계획주체

건설(관리)주체

재원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도공대행)

공사비: 국고/도공
용지비: 국고

시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고

시내

시장

건설: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 시장

지방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

지방비

지방도

도지사
(시구역: 시장)

도지사
(시구역: 시장)

지방비

시군구도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방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비: 국고
용지비: 지방비

국가지원지방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구역: 시장)

공사비: 국고
용지비: 지방비

일반
국도

자료 : 김호정 외, 2013,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7 (재편집)

□ 도로관리시스템
∙ 도로관리청별로별도의도로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 통합정보로써활용이어
려움
∙ 고속국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Hi-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를 관리하며,
국도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가한국건설연구원과국토정보공사에위임하여다
양한도로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 지방도, 시군구도에대해서는지자체여건에따라서로다른수준으로도로관
리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으며, 시스템현황을중앙에서파악할수있
는체계가존재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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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주도의 자율주행 지원 도로 관련 연구개발
∙ 자율주행지원도로에대한기초기술이개발되고있어, 이를적용할수있는
틀마련필요
∙ 정부주도연구개발사업에서개발된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기술을효율적
으로도로망에적용할수있는기준및계획마련필요
표 2 | 도로시설별 관리시스템
시설유형
고속도로

일반국도

1종･2종
시설물

관리시스템

전담기관

내용

한국도로공사

∙ 도로, 재난, 기상, 포장, 사면, 구조물, 교통, 장비, 시설에
대한 정보 관리
∙ 포장관리시스템, 터널관리시스템, 사면관리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합 관리

포장관리시스템
(P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포장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주변 현황(교량, 분기점
등)을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수 우선순위 결정
∙ 일반국도(국토교통부관리) 11,508.5km에 대하여 매년 약
3,000km 포장도를 조사하고,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포장보수 실시

교량관리시스템
(B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일반국도 교량의 정보 수집･조사･갱신, 장단기 유지관리 전
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교량관련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일반국도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CS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위험 절토사면에 대한 현장조사, 자동계측, 사면 안정성 검
토,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절토사면 Data-Base관리
∙ 일반국도 절토사면 약 30,000개소

도로관리통합시스템
(H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
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

도로대장
(공간정보)

국토정보공사

∙ CAD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도로대장을 공간정보 형식으로
변환하여 국도에 대해서 전국 도로시설 정보 구축

시설물관리시스템
(FMS)

한국시설안전
공단

∙ 1･2종 시설물의 점검이력, 유지보수 이력 관리

Hi-유지관리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민자고속도로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차년도 보고서 및 김주영 외,
2015, 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 27)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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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 단계별 도로활용의 변화 전망
□ 도로교통 부문별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전망
∙ 자율주행기술의발전은신호등이없는연속류도로에서단속류시내구간의방
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용화는 분야별로 자율주행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비용-수익구조등을고려하여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
표 3 | 자율주행 단계별 발전 시나리오
수준
Lv.2
(현재)

Lv.3
(2020)
Lv.4
(2025)
Lv.5
(2035+)

발전 시나리오

설명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② 자율주차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연속류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④ 연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⑤ 단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자율주행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⑧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보행자혼합도로 등)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 규제혁파. 보도자료(2018. 11. 7)

∙ 승용차의경우, 단계별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차량이출시되면개인의결정
으로차량의이용여부가결정되므로기술도래시점과유사하게확산이이루어
질것으로예상하여, 다음과같이도로위확산을도식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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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승용차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자료: 저자 작성

∙ 맥킨지의분석1)에의하면연속류도로상에서2대이상의군집주행이가능해질
때물류산업에유의미한비용절감이발생하므로, 물류(트럭)에대한자율주행
이본격적으로도입되는지점이될확률이높음
∙ 트럭에대해서는고속도로등연속류에대한군집주행을지원하기위해연속류
와단속류가연결되는지점에차량정차및운전자승하차를위한인프라지원
요구가능성이있어이를아래와같이도식화하였음

1) Route 2030: The fast track to the future of the commercial vehicle industry, 2018. McKins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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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화물차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자료: 저자 작성

□ 자율주행 도입단계별 도로이용 변화에 따른 이슈 사항
∙ 앞서검토한도로교통분야별자율주행기술도래가능시점을기반으로도로관
리분야에서우선추진이필요한사항을도출하였음
∙ 자율주행의개발단계고려하였을때’25년까지는연속도로와주요단속류도
로에반자율주행차가운행할수있을것으로보여, 해당도로에대한우선순위
선정및디지털정보화등이추진되어야함
∙ 트럭의경우고속도로2대군집주행이가장먼저가시화될것으로보이나, 이애
대한도로분야대응은민간사의사업추진과면밀히연계하여의사결정이이루
어져야할것임

viii

그림 3 |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에 대응한 도로분야 우선추진 필요사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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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발전에 따른 도로관리업무 변화요구
□ 자율주행 지원 도로 수준 정의의 해외사례
∙ 유럽은EU가 추진하는유럽공통자율주행지원도로기준을마련
∙ 자율주행전환기에기존자동차와자율주행차의공존을지원할수있는도로인
프라를준비하기위해INFRAMIX 프로젝트를추진
∙ INFRAMIX에서는자율주행을지원하는인프라의수준을기존(현재) 인프라와
디지털화된인프라로나누어세부5단계로제시하고있음
표 4 | ISAD 단계별 구분
인프라가 제공하는 정보
구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지도

VMS,
사고,
날씨 등

전체 교통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차
량 흐름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인
프라가 자율주행차를 안내

O

O

O

인프라가 자세한 교통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차에게 제공
가능

O

O

O

Dynamic digital 모든 동적/정적 인프라 정보가 디지털
information
형태로 자율주행차에게 제공 가능

O

O

단계

명칭

정의

A

Cooperative
driving

B

Cooperative
perception

C

D
기존
인프라
E

Static digital
information /
Map support

교통표지를 포함한 디지털 지도 정보
를 이용가능. 신호등, 도로공사, VMS
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인지해야 함

O

Conventional 디지털 정보가 없는 기존 인프라.
infrastructure / 자율주행차는 도로기하구조, 도로표지
no AV support 등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인지해야 함

자료: ERTRAC. 2019. Connected Automated Driving Roadmap. p.7 표를 저자가 정리

x

속도,
미시
차간거리,
교통상황
차선 등
O

그림 4 | ISAD 개념 도식화

자료: ERTRAC. 2019. Connected Automated Driving Roadmap. p.8

∙ 미국은연방교통부주도로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연구개발과제를통해자율주행지원도로기준도출
∙ 이과제는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를주축으로네개기관이협
력하여수행하였으며, 차량과도로간통신, 머신비전을통한감지, 도로설계
및운영세분야를네가지수준으로나누어등급을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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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차-도로간 연결성 등급 시스템(CRCS) 프레임워크 개요
분야

개선･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준

현재최신수준

향후 1-5년 이내
적합한 수준

10년 후 적합한 수준

차량과
도로 간
직접 통신

∙ 광케이블, 셀룰러 없음 ∙ 광케이블 및 셀룰러 존재 ∙ 통신 및 인프라가 V2I ∙ 5G 통신
∙ 노변 통신장치가 없음 ∙ 신호제어시스템이 표 가능
∙ 신호장치에서 차량에
∙ 신호제어장치 통신연 준 지침을 따름
∙ 신호제어장치는 통신 정보를 전송 가능
결 없음
∙ V2I 불가능함
과 연결되어야 함
∙ 인프라가 정보 전달

머신비전을
통한 감지

∙ 도로자산이 디지털화 ∙ 도로자산이 디지털화 ∙ 주요도로 또는 지역에 ∙ 교통표지와 도로표시가
되지 않음
(전산화)됨
대한 디지털 지도 작성 미래 머신 비전과 처
∙ 교통표지와 노면표시 ∙ 교통표지, 노면표시, ∙ 신호 및 노면표시가 리과정에 적합해야함
형식이 표준지침을 따 신호체계가 표준 지침 자율주행용 시인성 지 ∙ 미래 자율주행차가 신
르지 않음
을 따름
침을 따름
호를 어떻게 감지할지에
∙ 신호체계 업그레이드
∙ 신호에 대한 시야를 대해 향후 연구 필요
필요
확보하고, 반사가 적
은 소재로 제작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 인프라의 기하학적 구 ∙ 인프라의 기하학적구
자율주행차를
신호제어장치가 표준 신호제어장치가 표준 조가 CV/AV의 길찾 조와 네이베이션장치
위한
가 CV/AV에만 맞춰
지침을 따르지 않음
지침을 따름
기를 고려하여 설계
도로 설계 ∙ 포장상태 불량
∙ 도로 포장 양호
∙ 네비게이션 장치가 서 설계되어야함
및 운영
V2I 연결가능해야함 ∙ 추가적인 연구 필요
∙ 추가적인 연구 필요
주) V2I : Vehicle to Infrastructure
AASHTO : American Society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
SPaT : Signal Phase and Timing
자료: MUTCD :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FHWA,
https://mutcd.fhwa.dot.gov/ser-shs_millennium.htm (최종접속일 2019.11.15)

□ 자율주행 도로인프라에 대한 자율주행차량 이용자 조사
∙ 2~3단계의반자율주행기능을탑재한테슬라차량이용자를대상으로포커스
그룹조사를시행하였음
∙ 반자율주행의지원을위해서는도로법상도로등급과관계없이도로시설특성에
기반한도로분류및관리기준마련이필요하고, 차량장착카메라에의한시각
적인지를향상시킬수있는도로관리기준마련이필요함이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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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발전된자율주행차량이상용화되었을때에는이러한요구사항에변화가
있을것으로판단되며, 차량-인프라간통신및디지털화된인프라에대한요
구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됨
표 6 | 테슬라 사용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장거리 여행의 증가

장거리 운전

∙ 고속도로, 직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거의 항상 사용
∙ 우회하더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급 도로를 활용
∙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했을 때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 및 부담 감소

정체시 운전
차량탑재
도로 데이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에서도 차선이탈방지, 앞차거리유지 등의 보조
기능 사용으로 운전 피로도 감소,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부담 감소
∙ 차량에 탑재된 지도 데이터와 실제 도로가 상이한 경우 제한속도 등의 오류로 급감속 등 탑승
만족도 저하
∙ 갓길 공사 등 가변 정보가 없어 차량 인식으로만 판단해야 할 때 위험하다고 느낌
∙ 눈, 비 등 악천후 시 차선 인식 어려움
∙ 도로 차선 규격 등이 해외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있음(시인성, 반사도 등)
∙ 현재 톨게이트 방식(감속-지불-가속)을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하며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야 원활한 통행 가능

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 포장상태 관리 중요. 차선과 동일한 방향의 균열, 덧포장 등이 차선 인식오류 증가시킴
∙ 중앙분리대 아래 청소상태를 개선할 필요. 먼지 등이 쌓여있으면 차선 인식 오류 증가
∙ 사람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 표지판이 야간 자율주행에는 악영향(어두운 배경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 영상 인식 어려움)
∙ 공사중인 도로 표시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교차로 차선 유도선 필요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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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도로인프라에 대한 도로･교통･자율주행기술 전문가 조사
∙ 미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와연방교통국은분야전문가
및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안전하고효율적인자율주행도입을위해필요한도
로시설및기준등에대해설문을진행하였음(‘18.1.18.~3.5).
∙ 이조사에서는회사, 정부단체, 개인등으로부터총120개의응답이접수되었
으며, 모두자유로운서술식으로의견을제시하여, 이를분석하여자율주행에
필요한도로인프라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하였음
∙ 이조사에서는도로포장,노면균열, 포트홀등주행환경개선필요성, 차선표
지, 신호의표준화등의물리적요소와정밀지도, 통신등의디지털환경도중
요하게도출되었음

5. 자율주행시대 도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관리업무 정비방안
∙ 물리적인도로인프라에대해서는자율주행기술수준에따라이용가능한도로
에대해다음과같이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환경을갖출필요가있음
①노면표시, 신호, 표지판등이자율차의시각센서에대해적합한시인성을
가지도록기준마련
② 자율차가인지하여야하는요소외에는 인지대상요소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
③도로의기하학적구조가자율주행에적합하도록시설설계기준마련및기존
인프라에대한적합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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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의자율주행을위해서는현재의도로관리업무에는포함되지않은도로환경
의디지털화정보및통신이중요한요소로추가됨
∙ 따라서향후에는자동차와통신이가능한도로시설의종류, 도로시설에서제공
하는정보의종류, 통신기술및속도가도로시설수준을결정하는요소가될
것임
∙ 자율주행을지원하는도로시설기준은한번에모든도로에적용할수있는것이
아니고, 도로의역할및중요성에따라차등을두어적용할수있으며, 확산에
대해서는시간적인계획이필요힘
□ 자율주행 지원 도로 등급 마련 및 계획 수립
∙ 자율주행을위한도로시설요소를조합하여자율주행을위한도로시설의등급
을마련하고, 이에기반하여도로구간의자율주행지원등급을평가하여자율
주행도로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 도로인프라의 수준을 계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활용할수있음
∙ 구간별로등급을평가하고목표치를설정하여야자율주행인프라구축의물량
산정및예산마련의근거가마련될것임
∙ 자율주행지원도로등급을집계하여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구축의총량적
계획을수립할수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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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 마련 및 계획에 활용

자료: 저자 작성

□ 자율주행시대 도로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자율주행안전구간2)을자동차전용도로중에서지정하도록되어있어, 관련제
도의유효성검토필요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과 해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시설임에도지정되지않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의기능을상실한뒤에도
해제되지않는경우존재

2) ｢자율주행자동차법｣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
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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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자율주행의상용화가진행되었을때에도유효한자율주행지원도로구간
에대한정의필요
표 7 |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에 대한 지원방안
대안

특성
장점
∙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도입 초기 부분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정의하
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1안)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제
도를 재정비하여 도로등
단점
급과 관련 없이 자동차
∙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로만 통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설
전용도로 지정 및 관리
기준으로 일괄 지정할 경우 현재 통행하고 있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될 수도 있는
기준을 마련
영향이 있음
∙ 향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의 등급을 지정하고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제도를
마련할 당시와는 다른 ‘등급’ 개념이 혼합되어 원래의 취지를 희석할 가능성이 큼
장점
∙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이 도입되어 신호 구간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자율
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 기술단계별로 지정 가능
2안) 자율주행 지원에 대한
∙ 자율주행 가능여부 뿐만 아니라 물리적 관리 수준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별도의 도로분류(등급)
고려한 등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도로분류를 마련하는 편이 자율주행
마련하고 ｢자율주행자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
동차법｣ 6조를 개정
단점
∙ 도로법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정하여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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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술발전이가속화됨에따라새로등장하는산업과기존체계사이에상호이해도가
낮아져갈등이생기거나기존체계의변화가요구되는경우가발생한다. 도로･교통분
야에서는자율주행으로대표되는신교통기술과도로인프라유지관리분야도이에해
당한다. 현재까지는사람운전자의인지체계를대상으로도로시설의설계및유지관리
가 이루어져왔으나, 머지않은미래에상용화될자율주행차량에대해서도안전한주행
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는현도로관리체계에서변화가필요한부분이있는지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민간사의기술개발과함께국가주도의다양한연구개발및자율주행실증테스
트가추진되고있어, 시험단계의여러기술이실제도로에서사용될수있도록도입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측하는 주체에 따라
다소간의차이는있지만, 부분및조건부자율주행(2~3단계)은2020~2025년에도입
및확대가이루어지고, 고도및완전자율주행(4~5단계)은2025년이후도입이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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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단계

Lv.0

Lv.1

Lv.2(현재)

Lv.3(2020)

Lv.4(2025)

Lv.5(2035+)

명칭

무자율

운전자보조

부분자율

조건부자율

고도자율

완전자율

정의 모든 운전 ∙ 운전자: 주행
∙ 운전자: 주행
∙ 시스템: 주행
∙ 시스템: 주행
∙ 모든 조건에서
을 운전자 ∙ 시스템: 조향, ∙ 시스템: 조향, ∙ 운전자: 시스템 ∙ 운전자가 개입 시스템이 상시
가 수행
가감속의 특정 가감속 기능 복 의 개입 요청에 요청에 적절히 운전
주행모드 수행
합되어 특정 주 적절 대응, 항상 대응 못하는 경
행모드 수행
차량 제어를 위 우에도 시스템
한 준비자세
주행가능
주요 자율주행
기능 기능없음

∙ 차간거리유지
∙ 차선유지

∙ 차간거리유지 + ∙ 고속도로 자율 ∙ 특정 구간 및 기 ∙ 자율주행
차선유지
주행
상상황 제외한 ∙ 무인운송
∙ 자동주차
자율주행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p5

새로운주행기술을탑재한차량이도로위를주행할때, 도로교통시스템에일어나
는혼란을최소화하고자율주행차량의효용을최대화하기위해서는바로지금이자율
주행을위한도로인프라에대한관리체계를준비할수있는적기라판단된다. 특히,
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에서2018년11월발표한자율주행차분야선제적규제
혁파로드맵에서2020년이후에는‘자율주행허용도로구간표시’를인프라분야추진
사항으로제시하고있어(그림1), 이에대한세부사항을마련할수있는방법론이필요
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필요한것은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구간을정의하기위한요소이고,
이러한요소를기반으로도로네트워크를구간별로평가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자
율주행의효용을높이기위해서는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가늘어나야할것이고, 자
율주행가능도로의확장은자율주행기술의발전이이루어지며더욱커질것이다. 상
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일 것이다.

4

그림 1-1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11. 7)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p6

2) 연구 목적
본연구는자율주행시대에일어날변화를고려하여도로관리에대해요구되는사항
을살펴보고, 현재의도로관리체계를보완하여도로인프라관리분야의역할을재정립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과정에서자율주행지원수준에기반하여새로운도로
분류를마련할방안을제시하고, 향후자율주행을위한도로인프라구축계획에활용
할수있음을제시하고자한다. 이자율주행을위한도로계획에서는디지털인프라가
중요한축을차지할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지원도로라는새로운개념의제도를마련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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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틀
1) 연구의 범위
(1) 본연구에서고려하는자율주행의범위
이연구에서는자율주행을기술수준(부분(2단계) 및조건부(3단계) 자율주행과고
도(4단계) 및 완전(5단계)자율주행)과 도로교통부문(승용차, 트럭, 버스)로 구분하
여살펴보았다. 승용차, 트럭, 버스는차량이용의목적이개인적이동과화물의운송,
대중교통서비스제공으로상이하여2,3단계자율주행과4,5단계자율주행을도입하
고자할때고려하는사항이각각 다르다. 트럭과버스는적어도운전자가한명만탑
승한2대이상의군집주행이가능해질때비로소인건비의절감이가능하므로, 승용차
와비교했을때운전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한2, 3단계자율주행의도입은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럭의군집주행이가능해지면, 선두차량에만운전자가탑승한채복수의트럭이군
집을이루어인건비절감이이루어지고, 대형차량이군집을이루어주행할때타차량
에미치는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시내도로에서보다는고속도로및연속류간선도로
에서군집주행이시작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따라서트럭의군집주행을위해도로
관리체계에대해요구하는사항은승용차부문에자율주행이도입되는경우와는차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의경우군집주행이기술적으로는가능해진시점에도, 노선수요, 노선특성, 적
정 운행 간격, 대기시간, 1회 운행 당 적정 용량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트럭의
경우보다군집주행의활용이더욱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윤태관외(2019)의연구
에서는마찬가지의이유로실질적으로비용이절감되는단계인, 운전자가필요없는완
전자율주행이도입된이후의자율주행대중교통상황을가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버스에서군집주행이사용되는경우에는트럭과마찬가지로고속도로, 연속류간선도
로및전용차선과같이교통류에 영향이적은구간에서먼저 나타날것으로 판단된다.

6

본연구에서는2~5단계의자율주행도입단계를고려하되, 동시에진행되는타연구
(윤태관외, 2019)에서자세히검토하고있는버스를제외하고, 승용차와트럭의자율
주행에대한도로관리분야대응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자율주행기술별도래시점
및활용가능시점, 주행가능도로분류는기존연구에서제시된사항을참조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자율주행도입에대한최근해외연구에서도출된내용을기반으로국내
도로법체계내에서적용할수있는방안과도로관리체계를자율주행시대에적합한방
향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본연구에서고려하는도로관리체계의범위
이연구에서도로관리체계에포함하여고려하고자하는범위는도로의분류와각 분
류별관리기관, 도로의관리기준과관리업무, 도로관리시스템및데이터및위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 계획이다.
그림 1-2 |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도로관리체계의 범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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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및 추진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틀로 추진되었다.
그림 1-3 | 연구의 흐름 및 연구추진방법

자료: 저자 작성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표 1-2 |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
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자: 이백진 외(2017)
∙ 계량적 실증분석
∙ 연구목적: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 ∙ 자율주행차 도입에 효과적
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 및
해 계량적으로 실증분석하고, 장 교통 정책방안 제시
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응한 국
토 및 교통 정책방안 논의

2

∙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
∙ C-ITS 단말기 보급에 대한 ∙ 제주가 직면한 교통문제를 도출
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
국내 현황 분석 및 국내･외 하고 이에 적합한 C-ITS 서비스를
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연구
사례 검토
선정하여 기술 구현방안을 구축
∙ 연구자: 윤태관 외(2017)
∙ 사례지역 분석 정책방안 제 ∙ 도로 공간기능 활용 모형을 정
∙ 연구목적: 도시교통특성에 적합한
시
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결과를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C-ITS)
∙ 단말기 도입방안과 다양한 중심으로 사례지역 검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수
도로 정보화 서비스 연계 필 ∙ 도로 공간기능을 정의하고 기능
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
요성 제시
을 세분화
으로 구현방안 도출

3

∙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
통분야의 과제-자율주행 자동차
를 중심으로
∙ 연구자: 이백진 외(2016)
∙ 연구목적: 자율주행차 시장도입
과 관련하여 증장기 교통계획에
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
량적･정성적 전망 제시

본 연구

∙ 자율주행차 도입 시나리오 설정
∙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효과
분석
∙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 분석
∙ 활동통행행태 변화 분석
∙ 정책 제언 및 향후과제 제시

∙ 자율주행 기술발전 전망 조사
∙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
∙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의한 시
비자 선호도 조사 및 지불의
장 영향 제시
사 조사
∙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의한 인
∙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프라
프라 요구수준 제시
서비스(C-ITS) 결합 여부
∙ 인프라 관련 추진 우선순위 제시
선호도 조사
∙ 자율주행분야 전문가 자문

∙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분류 마련
∙ 국내･외 사례 및 현황 분석
∙ 발전된 자율주행차 기술이 도로
및 적용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자율주행 이
인프라 상에서 원활이 활용될 수
∙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관리 요구
용자 설문
있도록 현 도로관리체계의 개선
사항 제시
∙ 제도 분석 및 법제도 마련방
방안 제시
∙ 현 도로유지관리분야 제도 개선
안 도출도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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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정비방안 제안
이 연구에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도입시기에맞추어타분야정책과조화를이룰수있는도로관리정책의
추진방향성정립에기여하고자한다. 현재의도로관리청중심의도로분류는시설수준
및관리기준과정확히일치하지않는반면, 본연구에서도입을제시하고자하는자율
주행지원을위한도로분류는도로의물리적특성뿐아니라빠른통신과풍부한데이
터를포함한디지털인프라수준을반영한다. 또한, 자율주행지원을위한도로인프라
계획의수립을통해향후체계적으로자율주행지원도로를확충할필요가있음을제시
하였다.
둘째, 4, 5단계자율주행에필수적인정밀도로지도구축･갱신지원또한도로관리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을
접점으로하여도로분야에서공공및민간이협력하는과정에서시설관리에활용할수
있는 도로데이터를 민간과 협업하여 구축 및 현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율주행을위한데이터인프라구축, 새로운도로분류및도로관리기준을제
도화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실용화 틀 제공
학술적으로는국가와민간기업이추진하고있는R&D 연구개발결과및테스트중인
자율주행기술이실제로도로상에서이용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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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관리의 현황 진단

본 장에서는 자율주행의 실용화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도로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자율주행 지원을 위해 도로관리체계 보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부
추진상황을 도로분야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고, 해외 자율주행 개발 및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미국, 유럽,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아 국내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요
본연구에서자율주행과관련하여현재의도로관리체계의특성중변화가필요한것
으로주목한주요부분은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 고속도로를제외한도로는지역
별, 행정구역별로나뉘어관리되고있어도로노선내에서관리업무의연속성이보장되
지않는다. 둘째, 도로법에정의된도로등급별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고속도로,
국도를제외하면전국도로시설관리에대한총괄정보가존재하지않으며, 마지막으
로 구축되는 정보가 타 분야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장에서는국내도로관리체계의현황을살펴보고, 향후자율주행지원을위해도
로관리체계보완의방향성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자율주행과관련한정부의
추진상황을도로분야에중심을두어살펴보고, 해외자율주행개발및적용이활발하
게이루어지고있는국가들(미국, 유럽, 일본)의현황을살펴보아국내추진방향에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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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리체계 현황
1) 도로법상 도로관리체계
도로의건설및관리에대한주체는｢도로법｣에서정의하고있으며, 대부분이에따
라도로의분류또한결정된다. 도로의건설주체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건설하는
도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광역시장이 건설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 도지사
가 건설한도로는지방도, 각 지자체장이건설한도로는시도, 군도, 구도의7가지로
구분된다. 이중일반국도의시내구간은국토교통부장관이건설하고, 해당시장이계
획과 관리를 맡는다.
도로분류중일부는건설주체와별도로사업의형태에따라정의되기도한다. 국도
대체우회도로는시내를통과하는국도의기능이저하된경우간선도로의기능을위해
우회하여건설된경우로, 건설이후에는국도로분류된다. 국가지원지방도와혼잡도로
는국토교통부장관이국고로건설비용을지원하고관리는해당도지사, 시장, 지자체
장이맡게된다. 이와같은｢도로법｣ 상의건설과관리의주체, 재원은다음표와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와같은분류는건설과관리의법적인책임을명시하기는하지만, 시설의특성과
관리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시내 일반국도나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등은여러지자체가권역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어, 동일한도로종류에속
하더라도관리를맡는도로관리청의특성이나권역내에서수행하는도로의기능에따
라시설관리기준또한달리적용되고있다. 따라서｢도로법｣ 상의정의를사용하여도
로시설의수준을구분할수없으며, 다음장에서살펴볼자율주행을위한일관된도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할 때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관리청별 도로관리업무와 도로관리를 전산화한 도로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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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도로법상 도로 분류별 건설･관리 주체
도로종류

계획주체

건설(관리)주체

재원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도공대행)

공사비: 국고/도공
용지비: 국고

시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고

시내

시장

건설: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 시장

지방비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

지방비

지방도

도지사
(시구역: 시장)

도지사
(시구역: 시장)

지방비

시군구도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방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비: 국고
용지비: 지방비

국가지원지방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구역: 시장)

공사비: 국고
용지비: 지방비

혼잡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장

공사비: 국고
용지비: 지방비

일반
국도

자료 : 김호정 외, 2013,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7 (재편집)

2) 도로관리업무의 분장
(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도로정책과, 간선도로과, 도로투자지원과, 도로운영과, 첨단
도로안전과, 서울세종고속도로팀으로구성되어도로관련총괄업무담당하고있다. 이
중 본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관리체계는 도로운영과와 첨단도로환경과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전반적인 도로정책, 법제도, 간선망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정책과 및 간선도로과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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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국토교통부 도로국 조직 및 업무분장
부서명

업무분장

도로정책과

도로정책, 고속국도, 노선지정, 관계법령 등 업무 총괄

간선도로과

(국도, 국대도, 국지도) 국가관리도로 계획･예산･관리･지침 총괄

도로투자지원과
도로운영과

민자도로 운영, 재구조화, 예산, 사업관리 등 업무 총괄
도로관리 업무 전반 총괄(도로운영, 제설, 제설, 도로대장, 도로표지 등)

첨단도로안전과
서울세종고속도로팀

도로안전(교량･터널, 시설개량, 교차로개선 등), ITS 업무 총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스마트톨링

자료: 국토교통부 기관소개 내 도로국 항목. http://www.molit.go.kr/ (최종확인: 2019. 11. 15)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와 고속국도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
공사가각각 담당하고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5개권역에설치되어있으며(서울, 부
산, 원주, 대전, 익산), 하위에 총 18개의 국도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관리국(건설지원과, 보상과), 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 도로공사
과, 민자도로관리과(서울청의 경우)), 건설관리실로 구성되어 관내도로의 건설관리,
보상, 설계용역･관리, 도로및시설물유지관리, 민자도로지원, 안전･하자관리, ITS
구축, 도로점용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3 |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 담당부서 및 업무분장
부서명
관리국

도로
시설국

건설지원과
보상과

업무분장
∙ 도로공사･용역 관련 예산, 관리
∙ 보상관련 예산, 보상업무, 관련지역민원 총괄

도로계획과

∙ 관내 도로계획･설계, 예산 관리,
∙ 도로사업 지원･감사･법령 및 기준검토, 기존도로 관리 등

도로공사과

∙ 도로건설 지원, 실시설계 등 용역 감독, 사후평가, ITS
∙ 국도유지, 재난업무 총괄, 공사관련 도로점용 등

민자도로관리과
(서울청)
건설관리실

∙ 민자도로 사업관리, 협상 등 관련업무 총괄･지원
∙ (청 발주 사업에 한해) 건설시공실태 점검, 품질･하자관리

자료: 김호정 외, 2013,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2
원자료 출처: 각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내 조직 및 업무 항목 재편집, http://www.molit.go.kr/srocm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http://www.molit.go.kr/wrocm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drocm (대전지방
국토관리 청), http://www.molit.go.kr/irocm (익산지방국토관리청), http://www.molit.go.kr/brocm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최종확인: :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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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를관리하는한국도로공사는본사외에8개의지역본부와를설치하여지역
별 고속국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 도로관리 및 예산계획은 본사에서, 관내 요금소 및
휴게소 관리는 지역본부에서, 현장 유지보수, 사고처리 등은 지사에서 담당한다.
표 2-4 | 한국도로공사 조직 내 업무분장
조직
본사

지역본부

지사

업무
∙ 도로관리계획 수립 및 전략･지침 마련
∙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총괄
∙ 장비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자체 도로유지보수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 교통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주관
∙ 관내 지사, 요금소 및 휴게소 관리 감독
∙ 도로유지보수 시행
∙ 도로순찰, 안전관리 및 사고처리
∙ 각종 도로부대시설 운영관리

자료: 한국도로공사 조직도 내 직원 담당업무 재편집, www.ex.co.kr (최종확인: 2019. 11. 15)

(2) 지자체
지자체에서는도로전담부서를구성하여관내도로계획, 예산관리, 도로사업의지
원과감사등담당하고있으며, 지자체규모에따라도로관리전담사업소또는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도로관리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을운영하는경우에는지자체여건에따라도시고속국도순찰, 도로부
속시설유지보수, 녹지관리, 유료도로관리운영, 유료도로정비종합계획등다양한업
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내용 및 조직체계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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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 담당부서 및 업무분장(예시)
본부

도로관리본부

담당처

주요 업무

도로관리처

∙ 각종 유지관리 계획 수립
∙ 포장, 사면, 방음, 도로표지 등 관리 총괄

도로시설처

∙ 도로시설물 관리, 재난 및 안전관련 업무
∙ 도로시설 정밀점검･안전진단･보수보강

도로환경처

∙ 청소, 제설, 수방업무 총괄
∙ 전산･통신･보안시스템(장비) 운영관리
∙ 자동차전용도로 녹지관리

교통정보처

∙ 교통관리센터 운영
∙ 도시고속도로 교통상황 분석, 공사정보 관리

기술혁신센터

∙ 기술R&D 및 지원업무(시설물, 안전 등)
∙ 인공지능, 드론, 딥러닝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

자료: 서울시설공단 직원별 담당업무 재편집. http://www.sisul.or.kr/ (최종확인: 2019. 11. 15)

(3) 도로관리시스템
고속도로는한국도로공사가포장, 구조물, 기타도로시설등에대한자체적인도로
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하고있으며, 일반국도의경우국토교통부가한국건설기술
연구원과국토정보공사에위탁하여관리시스템을운영중이다. ｢시설물안전및유지
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거하여관리되는1･2종시설물에대해서는별도로한국시설
안전공단이 시설물관리시스템(FMS)로 관리하고 있다.
도로연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서로다른수준으로도로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하고있으며, 시스템현황을중앙
에서파악할수있는체계가존재하지않아향후이부분에대한데이터를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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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도로시설별 관리시스템
시설유형
고속도로

일반국도

1종･2종
시설물

관리시스템

전담기관

내용

한국도로공사

∙ 도로, 재난, 기상, 포장, 사면, 구조물, 교통, 장비, 시설에
대한 정보 관리
∙ 포장관리시스템, 터널관리시스템, 사면관리시스템, 지능형교
통시스템 통합 관리

포장관리시스템
(P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포장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주변 현황(교량, 분기점
등)을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수 우선순위 결정
∙ 일반국도(국토교통부관리) 11,508.5km에 대하여 매년 약
3,000km 포장도를 조사하고,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포장보수 실시

교량관리시스템
(B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일반국도 교량의 정보 수집･조사･갱신, 장단기 유지관리 전
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교량관련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일반국도 교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시스템
(CS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위험 절토사면에 대한 현장조사, 자동계측, 사면 안정성 검토,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절토사면 Data-Base관리
∙ 일반국도 절토사면 약 30,000개소

도로관리통합시스템
(HMS)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
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

도로대장
(공간정보)

국토정보공사

∙ CAD파일로 관리하고 있던 도로대장을 공간정보 형식으로
변환하여 국도에 대해서 전국 도로시설 정보 구축

시설물관리시스템
(FMS)

한국시설안전
공단

∙ 1･2종 시설물의 점검이력, 유지보수 이력 관리

Hi-유지관리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민자고속도로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차년도 보고서 및 김주영 외,
2015, 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교통투자평가 패러다임 및 정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 27)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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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부주도 자율주행 관련 추진 현황 및 도로관리 부문 역할
1) 범부처 추진사항: 과기정통부, 산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정부는자율주행차를혁신성장동력중하나로선정하여세계수준의자율주
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자율주행차핵심부품, 개발및자율주행SW, 통신
및보안기술개발등을지원하며자율주행개발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
며, 구체적으로는자율주행기술로드맵및표준화로드맵마련(산업부, ’17.12)1), 미
래차산업발전전략수립및핵심부품국산화(산업부, ’18.2)2), 자동차빅데이터분
석센터구축및자율주행오픈소스플랫폼개발(과기정통부, ’19.9)3) 등의사업을진
행 중이다.
자율주행기술관련연구개발사업은과기정통부와산업부를중심으로추진되었으며,
최근경찰청과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후발로 연계되었다. 각 부처별담당연구
는과기정통부- 원천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자율주행산업화기반기술개발, 경
찰청-교통안전인프라 연구, 국토교통부 – 도로주행운행체계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
2021년부터시작될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및경찰청이자율주행기술개발혁
신사업(’21~’27년)4) 이전에신속한개발필요성이있는자율주행관련R&D 사업에
대해서는4개부처별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산업부는자율
주행Fast-Track 사업기술협의체를만들어기술협력및협업을원활히하기위해노
력하고있으며, 현대모비스및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두사업의총괄을맡아기술
협의체를구성하였다(그림5)5). ’19~’21년까지총289억원을투자하여AI 기반자

1)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는 기술개발 청사진 제시!. 보도자료(2017.12.19)
2)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보도자료(2018.2.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22개소 센터 선정. 보도자료(2019.9.5)
4) 산업통상자원부. 2019.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산업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 협력 본격화. 보도자료(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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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자율주행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림 2-1 | 산자부-과기술정통부 자율주행기술 협력사업 구성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8. 12. 과기정통부･산업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 협력 본격화, 보도자료

표 2-7 | 자율주행 Fast-Track 사업 주요 내용
부처

분류

주요내용

자율주행 SW 플랫폼

First-mile/Last-mile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센서-인프라와 융합을 통해 안정적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량 통신 융
합형 자율주행 SW 플랫폼 및 검증기술 개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SW

자율주행 SW의 인지판단, 경로제어 알고리즘의 선행적 검증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SW 개발

가변형 컴퓨팅 플랫폼

수요처 요구사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서비스 내용에 맞춰 설계구조를
가변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 개발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발) 자율주행차 컴퓨팅 플랫폼의 AI로직 연산속도 향상
AI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실증 (실증) 자율주행차 탑재용 표준 AI 컴퓨팅 모듈과 SW 솔루션의 차량
및 서비스 실증 데이터 및 성능 개선, 장착 레퍼런스 확보
자율주행 표준화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국내 표준 포럼 체계 운영 및 과제 관련 국내외
표준 도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8. 12. 과기정통부･산업부 자율주행 분야 기술 협력 본격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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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지원 사항
국토교통부는C-ITS 사업, K-City 구축사업, 규제샌드박스및스마트시티지정을
통해 스마트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위한
‘K-City’는2018년말완공되어, 고속도로/도심/교외/ 주차시설등다양한환경을재
현하여자율주행관련기술을테스트하고있다6). 또한, 고속도로에도대전-세종구간
에C-ITS를도입하여V2I, V2V기술을적용할예정이며, 시내구간에서도스마트시
티 시범사업을 통해 도심 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7)
뿐만아니라국토교통부는판교역– 제2 테크노밸리구간에자율주행버스시범운행
과자율주행용정밀도로지도민-관공동구축추진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원격자동
주차허용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18.2), 임시운행허가절차간소화(’18.4 고시개
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8)

3)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사업
국토교통부는｢제1차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2018~2027)｣을발표하
고국토교통8대혁신성장동력중하나로자율주행차를선정9)하여관련기술을개발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이행방안으로
민간및타부처R&D와협력강화를강조하고있으며, 다음표는자율주행차와관련하
여 제시한 부처간 역할 배분이다.

6) 파이낸셜 뉴스 외부칼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2018.12.9. 자율주행시대 앞당길 K-City.
7) C-ITS 시범사업 홍보관. (https://www.c-its.kr/introduction/concept.do)
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11.7)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9)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공간, 스마트물
류, 지능형철도

22

표 2-8 | 자율주행 관련 부처 간 역할 배분
부처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 AI, 통신 등 원천기술 및 편의서비스
∙ 자율주행차 인증 및 안전기준 마련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인프라 기술 개발
분야 역할
및 센서 등 개발 ∙ 통신 규격 표준화 지원
∙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주파수 공급, 정보보호 관련 기준 정립
자료: 국토교통부. 2018.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 p.97 (재편집)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과관련하여지속적으로연구개발사업을추진중이며, 2019
년현재자율주행과관련하여9개의과제가진행중이다. 이중도로인프라관련과제
가 3건, 교통계획및운영관련과제가5건, 자동차기술관련과제가1건이다10). 도로
및교통시설 관련과제는모두도로교통및안전관련과제로2015년부터389억원의
연구비를투자하여2단계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시스템및4단계도심지역자율주행
이 가능한 안전 인프라 연구가 진행 중이다.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15.7~’20.1)은자율주행자동차가도로인프라와협력하여자동차전용도로에서안
전하고효율적인2단계자율주행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도로시스템기술개발하는연
구이다.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변화 신속 탐지, 갱신, 기술 개발 및 실증
(’17.7~’21.1) 과제는자율주행지원을위한도로변화신속탐지기술개발및실증
하는연구이며,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안전･인프라연구(’19.4~’21.12)는도심에서
주변차량, 인프라와협력하여Level4 수준의자율주행을구현할수있는기반기술및
동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교통계획및운영관련과제는모두도로교통및안전관련과제로2015년부터2017
년부터771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자율협력주행 및군집주행관련 과제가주
를이루고있다. ‘자율협력주행도로교통체계통합보안시스템운영을위한기술개발
(’19.4~’23.12)’ 과제는자율협력주행지원을위한도로교통체계인프라보안가이
드라인, 통합보안인증시스템및관제시스템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V2X 기반화
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18.4~’21.1)’ 과제는 화물차자율주행 실용화를 위한
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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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주행에필요한V2X 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며, ‘자율주행기반대중교통시
스템 실증 연구(’18.4~’21.12)’에서는 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육상용 친환경스마트
대중교통(소형/중･대형버스) 시스템기술개발, 지능형인프라연계운영/검증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4) 시사점
본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도로분야에서는자율주행과관련한요소기술및시범사
업중심의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으며3단계자율주행이상용화되기전까지어떻게
이연구결과를전략적으로실제도로위에적용할것인지에대한계획이필요한상황이
다. 또한, 도로이외의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추진사항을종합하여현재의도로관
리체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도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율주행기술은향후4,5단계로의발전이이뤄질분야이고, 적용될기술에지속적
인확장, 갱신이예상되므로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도로관리제도안에서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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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 사업 현황
대분류

도로 및
교통시설

교통계획
및 운영

소분류

도로교통
안전시설

교통운영 및
정보관리

과제명

출연금
(백만원)

시작

완료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LDM 및 V2X기반 도로시스템
개발(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스마트 자
율 군집주행도로))

23,461

’15.07

’20.01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변화 신속 탐지, 갱신, 기술
개발 및 실증(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변화 신속 탐
지 기술 개발 및 실증)

10,970

’17.07

’21.01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4,464

’19.04

’21.12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

19,598

’17.04

’20.01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을
637
위한 기술 및 제도개발
(1차년도)

’19.04

’23.12

14,548
(2차년도)

’19.04

’21.12

9,851

’18.04

’21.01

26,784

’18.04

’21.01

대용량 BRT 자율주행 및 전기동력 시스템 실증연구

8,607

’19.01

’22.12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

18,000

’16.08

’18.01

320

’17.12

’18.12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
V2X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V2X기반 상
용차 군집주행 운영기술 개발)

대중교통 및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
연계환승체계
친환경
자동차
자동차

IT융합
자동차

자율주행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시험운영 연구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과제현황 자료를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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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정부주도 자율주행 관련 추진 현황 및 도로관리 부문 역할
1) 미국: 연방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지원 연구 및 정책 추진
미연방정부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 DOT)는자율주행에대한
정책방향을담은리포트를2017년(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과
2018년(Preparing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에발간하였다.
US DOT의자율주행관련대응원칙11)은안전최우선(We will prioritize safety), 기술
중립 유지(We will remain technology neutral), 제도 현행화(We will modernize
regulations), 일관된제도운영과운행환경제공(We will encourage a consistent regulatory
and operational environment), 자율주행에선제적으로대비(We will prepare proactively
for automation), (이동성선택에대한) 국민의자유를수호하고강화(We will protect
and enhance the freedoms enjoyed by Americans) 등5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다.
또한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였는
데,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준마
련, 주요분야연구과제지원, 규제해소및분야공감대형성을담당하고있고, 지방정
부는도로시설의실질적인관리, 운영주체로써관할도로에서원활한자율주행이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2-10 | 미국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

지방정부(주정부 이하)

∙ 차량과 시설의 안전, 이동성, 운행에 대한 성능중심의
기준 및 이에 대한 분야 합의 도출
∙ 자율주행의 도입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및 규제 해소
∙ 물류의 장거리(州間, interstate)이동 시 균질한 환경
제공(법제도 및 시설)
∙ 자율주행의 가능, 불가능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 차량 시험과 운행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검토
∙ 면허, 등록 등의 제도를 자율주행에 적합하도록 수정
∙ 도로교통표지와 같은 도로시설요소를 검토하여 자율주
행 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
∙ 교통관련 종사자와 일반 시민에게 정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자료: US DOT. 2018. Preparing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

11) US DOT. 2018. Preparing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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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를대비하여, 미국연방정부와주정부는자율주행차가주･지방정부교
통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국가협력도로연구프로그램프로젝트20-10
212)를지원하고있으며, 이는미국교통학회에서주관하고있다. 2014년12월부터시
작된이프로젝트는연구로드맵에따라자율주행차와관련된법, 정책, 계획, 도로인
프라, 운영, IT 및 데이터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도로 인프라와
직･간접적으로연관성이높은과제는다음표와같고, 인프라설계및운영분야에다
수의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이중대부분의프로젝트가현재진행중이거나추진
예정인상태여서, 국내연구개발의추진에참고하기위해서는향후진척상황을모니터
링 할 필요가 있다.
표 2-11 |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하는 NCHRP 20-102 프로젝트 현황
분야
교통계획

프로젝트명
∙ 차-도로간 연결성 등급 시스템 (Connected Roadway Classification System) 개발
∙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 토지이용과 교통에 미칠 영향 관한 연구
∙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시스템을 공공부문에서 평가하기 위한 틀 개발
∙ 혁신전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 교통서비스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 머신비전(Machine Vision)을 위한 노면표시
∙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 기술이 고속도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 커넥티드차량과 자율주행차 기술이 주 교통부 도로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 지방 주요도로에 대한 커넥티드차량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시행
∙ 자율주행차시대에 대응한 교통사고관리프로그램(Traffic Incident Management : TIM) 준비
인프라 설계
∙ 오픈소스 개발자 포털에서의 커넥티드차 활용 관련 지침 배포
및 운영
∙ 자율주행시스템이 미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자율주행차 운영측면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변화
∙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차 및 공유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 방안 (단기 및 중기)
∙ 전 국가적 자율주행차시대 대비 체계(Framework) 마련 : 2025년 전국에 걸친(Coast-to-Coast)
자율주행 모빌리티 준비
정보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 교통관리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교통기술의 등장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교통부문 의사결정지원에 이용하기 위한 데이
터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 기초 안전관련 메시지를 교통상황 판단의 척도로 변환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 교통계획과 교통운영을 위한 데이터 통합, 공유, 관리 방안 마련

자료: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9, Impacts of Connected Vehicles and Automated Vehicles on
State and Local Transportation Agencies NCHRP Project 20-102 and Other efforts
(http://bit.ly/2y8gEm4, 최종접속일 2019.11.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번역 및 재구성

12)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Project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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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부분은대부분새로운모빌리티도입이교통시스템, 서비스, 토지이용등에
미치는영향과이를평가하기위한틀개발이중심을이루고있다. 인프라설계및운
영관련연구로는커넥티드차량과자율주행차기술보급이현재운영중인인프라자
체와이를운영･관리하는시스템및안전시스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가주를이
루고있으며, 전국가적자율주행차시대를대비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는연구도진
행중이다. 정보통신인프라및데이터부분에대한프로젝트도진행중에있으며, 교
통관리시스템의사이버보안부터다양한기술의발달에따라무한정생산되는데이터
의 가공, 통합, 공유, 관리,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연구를통해바라보면, 도로에대한연구가더이상도로의하드웨어부분에
국한되지않고통신, 데이터, 센서, 소프트웨어등다양한분야와교집합을확장해가
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도로가주행의환경을제공하는데서한단계나아가차
량과정보를주고받는플랫폼의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되어국내도로정책에서도
도로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유럽: STRIA(Strategic Transport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 로드맵
유럽은자율주행시대의아젠다를선도하기위하여EU를중심으로자율주행교통의
개발방향과목표, 계획을수립하고EU 회원국간정보교류를통해기술표준, 이니셔
티브와 액션플랜을 공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EC)는상기의내용
을 골자로 하는 STRIA 로드맵13)을 2019년 4월에 발표하였다. 본 로드맵은 2017년
EC에서발간한보고서14)를발전시킨것으로, EU의목표와각 회원국의최신기술간
차이와장애물을극복하는것이라는목표하에3가지파트(도로, 철도, 수상교통)로
구성되어자율주행과관련된주요용어와개념들을정리하고이니셔티브와액션플랜을

13) EC, 2019. STRIA Roadmap on Connected and Automated Transport: Road, Rail and Waterborne
14) EC, 2017. Connected and Automated Transport: Studies an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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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또한유럽이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지능형운전
자보조시스템)와C-ITS 분야의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자율주행시장에서선도적
위치를차지할수있을것으로진단하고, 현재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차량기술
과디지털인프라기술간의연결고리(missing link)를잇는것이가장중요한부분임
을 강조하였다.
이에 자율주행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활동으로 여덟 가지 R&I(Research and
Innovation) 선도과제를제시하였으며, 그중하나로물리적･디지털인프라(Physical
and digital infrastructure, PDI)를선정하고, 이를위한네가지의액션플랜을제시
하였다.
∙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교통, 도로망 및 사고 정보 관리
∙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해 적합한 연결성(통신)
∙ 정보 교환, 공유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워크숍을통해각 이니셔티브와액션플랜의상대적우선순위를조사한결과,
전체23개의액션플랜중‘자율주행을지원하는물리적/디지털인프라’가 2위, ‘신뢰
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교통, 도로망 및 사고 정보 관리’가 3위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도입에 있어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STRIA 로드맵은물리적･디지털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국가가주축이되어
연구개발및정책연구를우선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산업계와지자체등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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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 STRIA 로드맵 요약
R&I initiative

Action Plan

우선 시기별 추진유형
순위 단기 중기 장기

추진
주체

1.1. 모든 위험을 식별/예측 가능한 환경 인식

20

R&I

R&I

산업계

1. 차내 요인

1.2. 전자적/소프트웨어적 오류에 대비한 제어 구조

17

R&I

협력

산업계

1.3. 모호하지 않은 차량 의사 결정

10

협력

R&I

협력

산업계

2. 차량 검증

2.1. 자율주행차의 성능 및 안전성과 다양한 활동의 비
교 가능성을 보장하는 테스트 및 검증 방법

1

복합

복합

시행

EC

3.1. 실제 혼재된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 승용차 배치

5

R&I

R&I

3.2. 실제 혼재된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 화물차 배치

12

R&I

R&I

3.3. 실제 혼재된 교통 조건에서 자율주행 버스, 셔틀
배치

7

R&I

R&I

3. 대규모 시범사업

4.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7. 물리적 & 디지털
인프라 및 보안

8. 빅데이터, AI

R&I

산업계
산업계/
지자체

3.4. 시범사업을 조직화할 유럽 이해관계자 플랫폼

8

협력

4.1.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설계/계획

9

복합

복합

시행

산업계

4.2. 기존 지역 서비스와의 통합

11

복합

복합

시행

국가

4.3. 교통 관리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양방향 활성화

22

협력

복합

국가

5.1. 사회적 필요성, 시민의 기대, 공공 수용도 분석

4

R&I

협력

국가

5. 사회경제적 영향 5.2. 자율주행차의 사회 및 환경 영향 평가

6. 인적 요인

산업계/
지자체

EC

6

복합

복합

국가

5.3. 자율주행 디지털 기술의 인력 및 기술 개발 촉진

23

R&I

R&I

국가

6.1. 자율주행차-사용자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개발

21

R&I

R&I

산업계

6.2.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 간의 확실한 의사소통
보장

19

R&I

R&I

산업계

6.3. 자율주행차에 대한 원격 작동의 기회/제한의 결정

15

R&I

산업계

7.1.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2

R&I

복합

국가

7.2.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교통, 도로망 및 사고
정보 관리

3

R&I

복합

시행

국가

7.3.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위해 적합한 연결성

16

R&I

R&I

R&I

산업계

7.4. 정보 교환, 공유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13

R&I

R&I

EC

8.1. 데이터의 저장, 사용 및 공유를 위한 새로운 툴,
모델

18

R&I

복합

산업계

8.2. 차량과 디지털 인프라를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

14

복합

산업계

주) 협력 : 그룹 간 협력과 지식 공유에 집중
R&I : Research and Innovation
시행 : 리빙랩, 시범사업 등 정책/제도 시행에 집중
복합 : 여러 유형(협력, R&I, 시행)을 동시적으로 추진
EC : European Commission
자료: EC. 2019. STRIA roadmap on connected and automated transport. pp.44~55 내용을 저자가 정리

30

또다른EU의자율주행관련프로젝트인INFRAMIX15)16)에서는기존물리적인프
라가자율주행시대에맞춰보강해야할요소로다음과같은시설들을제안하고있다.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고화질 CCTV, 비상 대응 장치(Emergency
Response Unit), 통행시간 측정용 블루투스 안테나 등 인프라 장비
∙ 개별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갠트리에 설치된 센서
∙ 실시간으로 연동된 ITS 시설이 구축된 교통관리센터
∙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 수집된교통정보를분석하여필요한정보를표출할수있도록통신기능이갖추어
진 VMS(Variable Message Sign)
∙ 가변차로, 도로공사정보 등을 제공가능한 시인성이 개선된 스마트 도로표지
디지털 인프라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제안하였다.
∙ 교통류의예측및관리, 제어전략수립, 개별차량에정보제공등역할을담당하는
통합관리센터(INFRAMIX Management Center)
∙ 데이터의연산및처리, 관리, 자율주행차량과이동통신이용자들에게정보전송
등을 담당할 서버 및 소프트웨어
∙ 통합관리센터와 개별차량 간의 통신을 담당할 ITS-G5 유닛
유럽에서제안하고있는자율주행지원을위한도로에서도기존의도로분야에서고
려하고있는하드웨어적요소보다는정보를기반으로한교통제어, 서비스제공과이
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센서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5) https://www.inframix.eu/ (최종접속일 2019.11.15)
16) INFRAMIX consortium. 2019. Desig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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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물리적 인프라의 요소

자료: INFRAMIX consortium. 2019. Desig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elements. p.19

그림 2-3 |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Hybrid Connectivity 구조

자료: INFRAMIX consortium. 2019. Desig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elements.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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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은내각성주도로전략혁신프로그램(SIP, Strategic Innovation Program)17)를
통해혁신을위해중요한분야를육성하고있다. 이중자율주행분야에대해다음과
같이공동의노력이필요한협조영역과민간사간특화를통한경쟁이이루어지는영역
을 나누고, 협조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R&D 추진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4 |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책 영역

자료: 内閣府(2017), 戦略的イノベーション創造プログラム（SIP）自動走行システム研究開発計画. 장필성 외(2018)
p.25 재인용

이중도로부문에대해서는자율주행을지원하는디지털인프라의하나로써정밀도
로지도의구축이중요시되고있다. 정밀도로지도와관련하여민간과공공이협력할수
17)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SIP 소개, https://www.jst.go.jp/sip/k03/sm4i/en/outline/about.html (최종접속
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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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체계로써DMP(Dynamic Map Platform)을설립하고, 공동으로수행하여효율화
할수있는부분과민간사별로특화하여경쟁력을확보할부분을나누어DMP의업무
범위를정의하였다. DMP를통해2018년까지방향별30,000km(양방향15,000km)
의 고속도로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다18).
구축을 마친 구간에 대해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및 실시간 도로상황의 전달을 위해
도로관리기관과연계하여도로위상황에대한동적정보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으나, 여러도로관리기관이나누어도로를관리하고있어협조체계마련이쉽지않
고,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DMP의가장첫성과로는2019년5월에는DMP에서구축한고정밀3 차원지도데
이터가 닛산의 지능형 고속도로 노선 주행 “ProPILOT 2.0”에 채택되어 활용된 사
례19)가 있다.
그림 2-5 | Dynamic Map Center의 역할

자료: Jun Shibata (2017. 11) Field Operation Test for “Dynamic Map”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2017
제 24회 ITS World Congress 발표자료 발췌

18) DMP 홈페이지. www.dynamic-maps.co.jp (최종접속일 2019.11.15)
19) DMP, ‘Nissan 's world 's first next-gen driver assistance system ｢ProPILOT 2.0｣ to adopt
High-precision 3D map data (Dynamic map cooperation area)’
https://www.dynamic-maps.co.jp/en/news/2019/0517.html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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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시대 도로관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현재까지의 도로관리는 독자적인 영역으로써 그 체계가마련되었으나, 최근 4차산
업혁명에대한전망과, 자율주행등의기술･사회적변화를맞이하여기술발전과의연
계성을높일수있는변화가요구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자율주행에관련해서는부
처별로연구개발및정책마련이이루어지고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부위주
로기술개발이추진되던구조에서실질적으로차량운행허가, 인프라관리, 교통운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이 이루어졌다.
본연구에서는자율주행기술개발과함께이를지원하는도로관리분야연구와정책
을추진하고있는주요국가를살펴보았을때, 그방향성에는국가별기술환경및현
제도에의해나타나는특성과장단점이있으며, 이로부터국내도로관리분야정책및
연구추진 방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연방교통부가중심이되어자율주행관련연구개발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은 다양한 위계의 도로 및
주제에대해구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단, 교통부중심의연구개발로인해연방통
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또는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등관련부처와의협력을통한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은선제적으로자율주행과관련한개발목표및정보를공유하고기술표준화의
틀을마련하여회원국간혼선을방지하고정부와연구자, 산업계에대해나아갈방향
을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해국가별로상이한도로관리현황을통합하여자율주행지
원을위해통일된인프라를마련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자동차업계의자율
주행 기술 발전 정도와 별개로 인프라 차원에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범부처추진과제중하나로자율주행분야를선정하여정부부처간역할분
장뿐아니라민간-공공의협력을목표로도로에대한정보구축을추진하고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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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고속도로를관리하는주체가지역별로나뉘어있는등의상황에의해정보구축
과도로관리분야가적극적으로협조할수있는체계의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국내의자율주행관련정책･연구추진사항과해외사례를도로관리에중점을두고검
토한결과, 국내도로관리체계를자율주행시대에적합한방향으로이끌기위해서는다
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도로법의도로등급별, 행정구역별관리기관지정으로국토교통부에서직접관
리하는국도와고속국도를제외하면연계성없는도로관리가이루어지고있어, 자율주
행을위한일관성있는도로인프라의제공이어렵다. 도로관리기관은현재와동일하
게유지하더라도, 자율주행을지원하는도로에대해서는관리기준과관리업무를정의
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는도로관련요소기술과시범구간을중심으로한연구개발및정책마련이
이루어지고있지만, 향후에는자율주행상용화시점에맞추어해당내용을전국의다
양한도로등급이혼재된도로망에서어떻게현실화･구체화할것인지에대한접근이필
요하다. 여기에는도로의물리적시설뿐아니라디지털인프라도고려하여야하며, 다
만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과정에서현재까지독립적으로발전해온도로관리체계가자율주행기술분야
와교류하여접점을찾고, 폐쇄적인구조를가졌던도로관리에대한정보가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도로로 발전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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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자율주행 단계별 도로활용의 변화 전망

본 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현황과 실용화 가능 시점을 도로교통 부문별로(승용차, 화물
차, 버스) 검토하여 시점별로 자율주행이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시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도로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대응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 시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1.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현황
1)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현황
최근무선통신의대역폭이증가하며자율주행관련기술의개발방향이자율주행기술
에서다양한콘텐츠들이결합된플랫폼사업으로변화하고있다. 자율주행과5G, V2X
통신 등 결합으로 감성주행, Hyper-Connected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기아
R.E.A.D(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BMW 인텔리전트 개인비서 비전 I넥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 컨셉들이 소개되고 있다.1)
바이두(Baidu)는승용차부터대형상용차까지대응할수있는양산형자율주행솔루
션플랫폼‘아폴로엔터프라이즈(Apollo Enterprise)’를공개하였다. 고속도로자율주
행, 자율주차, 완전자율주행미니버스, 지능형지도데이터서비스플랫폼, AI 기반
IoV 등5대핵심요소를제안하며, 자율주행자동차시장을대상으로중국이자율주행

1) SKT Insight(https://www.sktinsight.com/112210). CES 2019에서 만난 미래의 자동차 실내는?. (최종접속
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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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2)
엔비디아(NVIDIA)는정보처리기술을바탕으로자동차제조사와의협업을통해자
율주행시스템을추진하고있다. 완전자율주행로봇택시용AI 컴포터‘드라이브페가
수스’ 개발진행(’17.10), 상업용레벨2 자율주행플랫폼인‘엔비디아드라이브오토
파일럿’ 공개(’19.1),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콘티넨탈(Continental)과함께2020년
생산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3)
국내주요이동통신사들도미래신사업으로자율주행차를선정하고, 5G 기반의자
율주행 플랫폼을 개발중에 있다. KT는 판교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
(’18.4), 5G-V2X 통신을통한자율주행원격관제시스템‘5G 리모트콕핏’ 등을시
연하였으며, LG유플러스는한양대학교‘ACE Lab’과함께개발한자율주행차‘에이
원(A1)’을 5G 이동통신 기반으로 통제되지 않은 도심도로의 시범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19.3.11). SKT는K-City에서전구간에5G망을구축하고2대의자
율주행차가교통정보를주고받는‘협력운행’ 기술시연(’18.2), ‘자율주행기반카
셰어링서비스기술개발’ R&D의성과로공유형자율주행차시연(’18.11.7), 서울시
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을추진(’19.1.17)하는등실적으로보여주고
있다.4)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
자동차산업에서소프트웨어기술부문중요성이높아지면서시장진입장벽이약화
되었고, 이로인해새로운업체들이시장에대거등장하였으며우버, 리프트, 그랩등

2) etnews(www.etnews.com/20190110000313?m=1) 바이두, 대량생산 대응 자율주행 솔류션 ‘아폴로 엔터
프라이즈’ 공개 (최종접속일 2019.11.15)
3) 엔비디아 블로그(blogs.nvidia.co.kr/2019/01/08/nvidia-drive-auto-pilot/). 세계최초 상업용 레벨2+ 자율
주행 시스템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토파일럿’ 공개 (최종접속일 2019.11.15)
4) 이뉴스투데이(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286), 한국경제(www.hankyu
ng.com/economy/article/2019101044961), SKT Insight(www.sktinsight.com/112321) 보도자료 내용
을 저자가 정리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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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이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ADAS의 관점에서 레벨 3을 목표로 하였으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점차레벨4를목표로상향하는추세이며, 이와달리IT 업체에서는ADAS보
다는운전자가없는완전자율주행을기준으로공유서비스위주의개발을진행중이다.
구글웨이모(Waymo)는애리조나피닉스도시권에서2018년12월자율주행택시서비
스‘웨이모원’ 유료운행시작하였으며5), GM에인수된Cruise는샌프란시스코를대
상으로 정밀도로지도 취득 및 도시내 주행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중이다6).
이와같이4단계이상의서비스는도시를단위로추진되고있으며, 시장도입초기에
는자율주행개발기업이도시를선택하여진출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도시의구
매력, 기술수용도, 주행환경, 지원제도등다양한요소가4단계이상의자율주행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 샌프란시스코 시내 주행 중인 Cruise 차량

자료: Cruise.com 캡쳐

이처럼완성차업체와IT 업체에서는자율주행관련기술을위주로차량및기술을개
발하고있는반면, Uber 등플랫폼기업들은공유경제를바탕으로시장을선도하고있다.
5) https://waymo.com/ (최종접속일 2019.11.15)
6) https://www.getcruise.com/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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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현대자동차가자율주행시장을선도하고있으며, 2021년까지스마트시
티내레벨4 수준도심형자율주행시스템상용화및2030년까지레벨5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계획중에있다. 이를위하여라스베가스야간도심자율주행(’17.1)7), 서
울-평창 고속도로 약 190km 자율주행(’18.2)8), 영동고속도로 약 100km 야간주행
(’18.4) 등 시범운행을 추진하였다.
그림 3-2 | 2018년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체 평가 순위

자료: Navigant Research
2차 출처: https://www.autonomousvehicletech.com/articles/1634-navigant-research-names-the-leading
-companies-developing-automated-driving-systems (최종접속일 2019.11.15)

다음 표에는 주요 완성차 업체별 자율주행 관련 계획 및 성과를 요약하였다.
7) 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도심 자율주행https://www.hyundai.co.kr/TechInnovation/Autonomous/Cdp.
hub (최종접속일 2019.11.15)
8) 현대자동차그룹 저널 - 현대자동차, 서울부터 평창까지 190km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하다 2018. 2. 4
https://news.hmgjournal.com/Tech/reissue-fcev-automaticdriving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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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완성차 업체별 자율주행 기술 동향
업체명

기술 동향

GM

2008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자율주행 시험 모델 공개
볼트EV 기반 크루즈AV 공개
도심 지역 상용화 목표
캐딜락 브랜드 모든 차종에 슈퍼크루즈 기술 탑재 계획
고속도로 차선 변경가능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Ford

2012년 미시간주에 도로 자율주행 테스트
2018년 운전 보조기술 Co-Pilot360 출시
2018년 마이애미에 에어 워싱턴D.C에서 자율주행 허가
2021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2023년까지 $40억 투자

Toyota

2013년 렉서스 LS 600h 자율주행차 공개
2018년 다목적 자율주행 e-팔레트 컨셉트카 공개
2020년 고속도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Daimler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벤츠 S-클래스 독일에서 104km 무인주행 성공
미국 네바다주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차 상용차 운행 허가
미국 공공도로에서 상용차 최초 트랙 대열주행시험 진행
중국 베이징에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미국 산호세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로테스트 예정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 목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계획

BMW

2007년
2014년
2018년
2020년

무인운전 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쿠페 235i 공개, GPS 이용해 조작상황 기록 후 재연기능
BMW ‘iNext’ 자율주행 전기차 컨셉트카 공개, 4단계 자율주행으로 2021년 출시 예정
2단계 자율주행, 2022년 3/4단계 자율주행 목표, 2030년 5단계 자율주행 활성화 예상

폭스바겐

2009년
2015년
2017년
2021년
2022년
2025년

스탠포드대와 제작한 TTS 자율주행차 공개
지능형 충전기술 V-Charge 공개
완전 자율주행 컨셉카 세드릭 공개
자율주행 무인차 출시 계획, 아우디를 중심으로 시판 예정
3단계 자율주행 기술 적용한 전기버스 I.D.버즈를 판매 계획
완전 자율주행 SUV 전기차 출시 목표

2010년
2012년
2015년
2015년
현대/기아 2016년
2018년
2018년
2021년
2030년

투싼lx 기반 첫 자율주행 모델 공개
고속도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개발, 2년간 5만km 시험 주행
제네시스 EQ900에 ADAS/HDA 탑재
미 네바다주 자율주행 면허 획득
국내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G80 기반 자율주행 4단계 190km 주행 성공
고속도로에서 대형트럭 자율주행 3단계 성공
스마트시티 안 자율주행 4단계 목표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목표

자료: 각 제조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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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상용화 동향과 전망
1) 자율주행 상용화 수준9)
현재상용화된자율주행자동차는운전자의운행을보조하는관점에서ADAS 를도
입하여2단계수준에서부분적3단계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ADAS는운전
의편의성을높이고교통사고를줄이는데목표를두고있으며, 다양한ADAS 기능중
주행과관련된기능으로는다음에제시한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 차선유지, 고속도
로 주행보조, 능동 차선변경보조가 있다.
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ACC)은차량의속도를유지시켜
주는크루즈컨트롤의개선된기능으로, 앞차량의속도와거리를파악하고설정된속
도와함께연동하여차량의속도를유지시켜줌으로써운전자가페달을제어할필요없이
동일차선주행을가능토록도와준다. 기존ACC는앞차량을감지하여속도의가감속만
을제어해주었으나, 최근에는앞차량의정차및출발에도반응하는Stop&Go 기능도
추가되어진출입이 없는 연속류 도로에서는 차량조향없이대부분의 주행이 가능하다.
차선유지는차선을유지하도록차량이조향을관여하는기능으로방법에따라차선
중앙유지(Lane Centering Assist, LCA), 차선유지보조(Lane Keeping Assist,
LKA), 차선추종보조(Lane Following Assist, LFA) 등이있으며, LFA가 가장발전
한기능으로3단계자율주행에가까운수준으로볼수있다. 차선중앙유지(LCA)는경
고를주는동시에차선을밟는반대바퀴에약간의제동을걸어반동을주어차선내로
차량을복귀시키는 기능이다. 차선유지보조(LKA)는실시간으로 차량이조향을관여
하여차선을유지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운전자의핸들제어가필요없으나일반적
으로 60km/h 이상에서만 작동하도록 기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차선추종보조(LFA)
은시각센서로차선을인식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앞/뒤차량을감지하여차선유지
9) 본 소절의 내용은 오토모빌 매거진의 ADAS 기능소개(https://www.autmag.co.kr/415?category=714938,
최종접속일 2019. 11 15) 및 탑라이더의 K9 기능소개 기사(https://www.top-rider.com/news/articleView.
html?idxno=26886, 최종접속일 2019. 11 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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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와주어 저속/정지 상태에서도 작동가능한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Highway Driving Assist, HDA)는 연속류 도로인 고속도로의
특성을바탕으로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ACC)와차선유지보조(LKA) 기능을활용하
여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을구현한기능이다. 내비게이션과연동하여속도단속구간
과 급커브 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터널구간에서는 창문을 닫아주는 등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능동차선변경보조(Active Lane Change Assist, A-LCA)는운전자가방향지시등
을 활성화하면 인접한 차선으로 차량을 조향하는 기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
상A-LCA 기능이제한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테슬라의오토파일럿일부기능제
한등해외와차이가있으나,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26일 입법예고됨으로써 도입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10)
그림 3-3 | 어탭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유지보조의 개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유지보조

자료: https://www.autmag.co.kr/415?category=714938 (최종접속일 2019.11.15)

현재까지상용화된2단계자율주행기능은승용차를위주로적극적으로상용화되어있
다. 대부분추가비용을지불하는옵션의형태로제공되고있어이용자는운전피로를줄
이고주행안전성을높이고자하는개인의결정에의해자율주행기능을선택할수있다.

10) 전자신문 2019. 4. 25 ‘깜빡이 켜면 자동으로 차선변경’ 차량 나온다
(https://m.etnews.com/20190425000341,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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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상용화 주요 현황11)
(1) 승용차
2019년의시점에서국내에서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현대자동차그룹, 2.5~3단계
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 3종을 출시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고있는12) 테슬라, 미국내에서연속류도로에서부분자율주행기능을갖춘모델
을제공하는캐딜락의상용화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마지막으로주요완성차
생산 기업 중 일부의 자율주행 상용화 현황 및 출시가격을 요약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
일반적으로고급라인업에ADAS 기능을넣는것과는달리저가라인업에도적극적
으로ADAS를도입중이다. 일부경차및구형차종을제외하면대부분LCA를이용가
능하고, 중형이상부터는HDA 기능이용가능하며, ADAS 옵션의가격이50만원~200
만원 수준으로 타 업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룹내에서도스마트센스(현대), 드라이브와이즈(기아), 액티브세이프티컨트롤(제
네시스) 등브랜드별로ADAS 기능에대해다른명칭을사용중이며, 일반내비게이션
도로정보에비해자세하게작성된ADAS용도로정보를활용하여과속단속카메라위
치및도로곡률을반영한가-감속, 터널진입시창폐문및내기순환등국내실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 중 가장 앞선 기능을 제공하며, 부분적으로 3단계
자율주행을 구현하였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앞 차의
11) 본 소절의 내용은 각 자동차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출시 차량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적용여부를 종합하여 작성하
였음(www.hyundai.co.kr, www.tesla.com, www.cadillac.com, 최종접속일: 2019. 11. 15)
12) Gorzelany J., 2019 7월. One Electric Vehicle is outselling all the others combined.
(https://www.forbes.com/sites/jimgorzelany/2019/07/15/one-electric-vehicle-is-outselling-all
-the-others-combined/#7b02f57e38cb, 최종접속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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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궤적이있는경우교차로회전도가능하다. NOA(Navigate on Autopilot) 기능을
통해 저속차량 추월, 고속도로 자율주행 등도 가능한 수준이다.
향후교통신호등및정지표지판을인지하여작동하고, 시내자율주행이가능한3
단계수준의완전자율주행기능을2019년말제공예정이라고발표하였다.13) 자율주
행 관련 옵션의 가격이 770만원 수준으로 타 업체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칩교체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캐딜락
캐딜락은 가장 상위 기종(CT6)에만 자율주행 기능(슈퍼크루즈)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도로(연속류 도로)에서만 슈퍼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슈퍼크루즈기능을제외하고판매중이다. 미국내에서는도로의관
리주체, 도로특성, 자율주행이가능하도록하는데이터인프라구축여부등을고려하
여슈퍼크루즈기능을이용할수있는도로현황을지도로제공하고있다. 이러한부분
이반영되어지난2018년8월에는미국컨수머리포츠(Consumer Reports)에서진행
한 자율주행 기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3-4 | 슈퍼크루즈 이용 가능 도로 현황

자료: https://www.cadillac.com/ownership/vehicle-technology/super-cruise (최종접속일 2019.11.15)
13) 아이뉴스24(http://www.inews24.com/view/1159062).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차 ‘배송직전’ 단계.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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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자율주행 자동차 현황
구분 업체명

자율주행
명칭/금액

현대

스마트센스 /
74~211만원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 /
74~180만원

제네시스

액티브세이프티
컨트롤 /
157~196만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
771만원

캐딜락

슈퍼크루즈 /
700만원

혼다

혼다센싱 /
150만원

벤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국내

국외

브랜드

판매가(만원)

LCA

LKA

LFA

액센트
아반떼
i30
벨로스터
쏘나타
그랜저
코나
투싼
싼타페
펠리세이드
아이오닉
넥쏘
모닝
더 뉴 레이
K3
K5
K7
더 K9
스팅어
니로
쏘울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카니발
G70
G80
G90
모델3
모델S
모델X
ATS
CTS
CT6
Accord
CR-V
Pilot
CIVIC
HR-V
ODYSSEY
C-Class
E-Class
S-Class

1,138~1,606
1,411~2,214
1,855~2,379
2,096~2,396
2,346~2,592
3,112~4,270
1,860~2,381
2,351~2,646
2,695~3,595
3,475~4,030
2,242~4,440
6,890~7,220
965~1,420
1,315~1,670
1,582~2,199
2,228~3,068
3,102~3,760
5,419~9,179
3,524~4,982
2,420~3,674
1,914~2,346
2,224~3,048
2,788~3,608
4,442~4,815
3,150~4,415
3,701~5,228
4,899~7,098
7,706~11,878
4,196~6,974
9,900~12,240
10,690~13,010
4,450~5,150
5,517~7,088
8,888~10,320
3,690~4,470
3,690~4,300
5,490~5,950
3,290
3,190
5,710
5,530~6,400
6,870~10,160
14,700~31,540

X
O
△
△
O
O
△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X
X
△
O
O
O
O
O
X
X
O
O
O
O
O
X
X
X
O
O

X
X
X
X
O
X
△
X
X
O
△
O
X
X
X
X
O
O
X
O
△
X
X
X
X
X
X
O
O
O
O
X
X
O
O
O
O
O
X
X
X
O
O

X
X
X
X
X
X
△
X
X
O
△
O
X
X
X
X
X
O
X
△
△
X
X
X
X
X
X
O
O
O
O
X
X
O
X
X
X
X
X
X
X
X
O

주) O: 기본 탑재, △: 옵션으로 추가 가능, X: 미탑재
자료: 각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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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HDA A-LCA
X
△
O
△
△
O
X
△
O
O
△
O
X
X
△
△
△
O
O
O
△
△
△
X
X
△
O
O
O
O
O
X
X
O
O
O
O
O
X
X
X
X
O

X
X
X
X
△
O
X
△
O
O
△
O
X
X
X
△
△
O
O
O
X
△
△
X
△
△
O
O
O
O
O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X
X
X
X
X
X
X
O

(2) 화물차･버스14)
최근화물차와관련한대형사고는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인이슈로서, 대형
화물차의주행안전성을높일수있도록ADAS를장착하도록권고하는추세에있다.
유럽연합은2015년부터새로등록하는트럭과버스에자동긴급제동시스템(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s, AEBS)을의무설치하도록하였고, 2020년부터는모
든트럭과버스에의무적으로조향보조시스템을장착하도록권고하고있다. 독일에서
는2018년7월부터현재등록된트럭에도조향보조시스템을설치하도록권장하는캠
페인이 진행 중이다.15)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화물차에도ADAS 기능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 주행편
의와안전이외에도연비측면의기능도추가로제공하고있다. 승용차와유사하게전
방충돌방지보조(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FCA), 스마트크루즈컨트롤
(Smart Cruise Control, SCC), 사각지역모니터링시스템(Surround View Monitor,
SVM), 차선이탈 경고(Lane Depature Warning, LDW) 등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
며, 그외에GPS와MAP 데이터를분석하여연비를향상시키는기능을추가하였다.
2018년8월에는국내최초로의왕-인천간약40km 구간고속도로에서40톤트럭의
3단계 자율주행을 성공한 바 있다.

14) 본 소절의 내용은 각 자동차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출시 차량(트럭, 버스)별 자율주행 기술개발 적용여부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음(www.hyundai.co.kr, www.mantruckandbus.com, https://www.mercedes-ben
z.com/en/vehicles/trucks/, 최종접속일: 2019. 11. 15)
15) 본 단락은 Mercedes-Benz Truck Magazine 2019 Summer - vol.30. p.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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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현대 화물차의 자율주행 기능과 센서
구배정보 기반 가/감속 제어

시범운행에 사용된 자율주행 화물차

자료: 현대 엑시언트 종합 카탈로그. p.11(좌), 현대 트럭 버스 유튜브. Hyundai - Xcient Autonomous Promotion
Film(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epJswE1COG8)에서 캡쳐(우)

□MAN
MAN(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독일 상용
차제조업체로대형트럭및버스, 관련산업장비등을생산하는업체이다. MAN 역시
EBA(Emergency Brake Assist), ACC, LGS(Lane Guard System) 등자율주행기
능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 또한안전및효율개선을위한군집주행및무인주
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일례로, 독일정부로부터약200만유로의펀딩을받아’17년6월부터’19년1월까지
독일A9 고속도로에서군집주행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MAN의군집주행은두대의
트럭을무선네트워크로연결해, 선두트럭을실제운전자가주행하면후위에있는무
인트럭이10m 간격을두고자동으로선두트럭을따라주행하는기술로, 후속차량은
최대 1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후면 충돌로부터 안전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고속도로의안전한작업을위한aFAS(automatic driverless security vehicle
for jobs on federal highway) 프로젝트를’14년8월부터4년간수행하였다. 본프로
젝트는고속도로에서보수공사시후방충돌위험을줄이기위해후위의안전차량을무
인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이 성과로 2018 IAA1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다.17)
16) International Automobile Association
17) aFAS 홈페이지. https://www.afas-online.de/veroeffentlichungen(최종접속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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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MAN의 군집주행 및 aFAS 시연 모습
군집주행 시범운행

aFAS 도로작업 시연

자료: (좌) MAN 홈페이지(https://www.truck.man.eu/de/en/Automation.html)
(우) aFAS 홈페이지(https://www.afas-online.de/veroeffentlichungen/) (최종접속일 2019.11.15.)

□Mercedes-Benz
2014년7월세계최초자율주행트럭콘셉트인‘메르세데스벤츠퓨처트럭2025)’
를발표한것을시작으로다양한ADAS 기술을여러모델에적용중이다. 액티브브레
이크어시스트5(ABA5), 미러캠, 사이드가드어시스트(Sideguard Assist) 등이통합
된액티브드라이브어시스트(Active Drive Assist)를제공하고있으며, 양산트럭중
최초로속도에관계없이반자율주행이가능하다. CES 2019에서는레벨4 수준의자
율주행 트럭 개발을 위하여 향후 몇 년 간 약 5억유로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림 3-7 | 벤츠 트럭의 ADAS 기능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5

디지털 미러캠

자료: Mercedes-Benz Truck Magazine 2019 Summer - vol.30. p.31(좌), p.3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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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 수준별 도로이용 변화 및 도로관리분야의 대응방안
1) 자율주행 기술발전 경로
앞서언급된바대로, 자율주행의발전경로는크게두가지로예상되고있다. 첫째는
자동차제조사중심으로운행보조장치에서점진적으로발전되는2~3단계의자율주행
도입으로시작하여완전자율주행으로발전하는“진화” 경로이며, 둘째는Waymo와같
은IT 기업이특정도시에서테스트하며개발하고있는4단계이상의자율주행도입으
로 시작하여 완전자율주행으로 발전하는 “혁명” 경로이다.
그림 3-8 | 주요 자율주행차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발전 경로

자료: 장필성, 백서인, 최병삼 (2018) 제4차 산업혁명 동향 ⑥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과제. 동향과 이슈 제4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13.

2, 3단계의자율주행과4, 5단계자율주행의가장큰차이점은운전자의역할이필
요한가그렇지않은가에있다. 2, 3단계자율주행에서는운전자는주행상태에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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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주의를기울여야하고직접주행이필요한상황에서는운전을직접하는대응을
해야하므로, 차량에는운전자가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며운전이외의활동은불가
능하다. 이러한자율주행단계는승용차운전자에게는운전의피로를줄여주는효용이
있지만, 대중교통이나화물차량에서는운전자인건비를줄이는효과는가져오지못해
비용구조적인기여가적다. 따라서추가적인차량비용이발생하는2, 3단계의자율주
행이 버스나 트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승용차의 경우보다 매우 더딜 것이
며, 직접적인비용절감이이루어지는4단계이상의운전자없는자율주행이실용화되
어야버스나트럭에서의자율주행도입이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측
면에서2,3단계자율주행은4,5단계의자율주행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편익을가지
고 있다고 평가된다(장필성 외, 2018).

□승용차의자율주행발전경로
승용차에서는앞서검토한바대로2단계자율주행이상용화되어있으며, 이차량들
은3단계자율주행으로“진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후등장할Google, GM Cruise
에서개발중인자율주행차량은4단계자율주행으로시작하여“혁명”의경로로발전하
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버스, 트럭의자율주행발전경로
버스와트럭에대해“진화”경로의자율주행적용은대중교통과물류에대해비용구
조적인기여가적으므로, 낮은단계의자율주행기능을채택한다하더라도주행안전을
위해자율주행의일부기능이도입되는수준으로그비중이매우적을것으로예상된
다. 자율주행의적극적인도입은운전자인건비절감이나타나는“혁명” 수준의자율
주행 기술이 개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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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기술수준 별 주행 가능한 도로 및 기술의 도래 시점
현재상용화되어있는2단계자율주행은주로고속도로와같은연속류에서사용되는
것을가정하고있으며, 3단계부터일부신호구간에서사용가능하고, 4단계이상자율
주행이도입될때는인공지능이학습한일부도시에서부터일반시내도로사용이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그림은AT Kearney18)에서예상한자율주행단계별도입시점과해당자율주
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Partially Automated): 고속도로 네트워크
∙ 3단계에 해당하는 고도 자율주행(Highly Automated): 간선 네트워크
∙ 4,5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일부 대도시→도시권→도시간 연결로 발전
그림 3-9 | 자율주행 단계별 도래 시점 예상

자료: AT Kearney (2018)
18) AT Kearney (2018) How automakers can survive the self driving era. https://www.kearney.com/au
tomotive/article/?/a/how-automakers-can-survive-the-self-driving-era (최종접속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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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국무총리비서실에서2018년11월발표한자율주행차로드맵에서는미
국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에서2014년발표한자율
주행 발전의 6단계(Lv.0~Lv.5)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율주행
도래시점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에서는 운전 주도권, 신호등 유무, 주행장소의 세
가지기준으로2단계~5단계자율주행에대해주행할수있는도로구간에대한시나리
오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해외와 유사하게 단계별 자율주행 실현 시점으로 3단계 자율주행은
2020년, 4단계는 2025년, 완전 자율주행인 5단계는 203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표 3-3 | 자율주행 단계별 발전 시나리오
수준

발전 시나리오

설명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Lv.2
(현재)

② 자율주차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③ 연속류 고속구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Lv.3
(2020)
Lv.4
(2025)
Lv.5
(2035+)

④ 연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⑤ 단속류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자율주행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⑧ 완전 자율주행

전체 도로(비포장도로,보행자혼합도로 등)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주행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11. 7)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
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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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 부문별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전망
앞서검토한바와같은자율주행단계별도래시점은차량기술자체만고려한시점
이며, 승용차를제외하면자율주행을이용하는주체, 산업의특성및서비스구현방법
에 따라 같은 단계의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도입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맥킨지(McKinsay)가 2018년내놓은물류의미래에대한전망19)에의하면트럭의
경우모든도로에서운전자없이완전한자율주행이가능해지는시점(2027년이후)까
지는군집주행으로운행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부분자율주행을활용할것으로예측
되고있다. 맥킨지의이보고서에서는각각의차량에운전자가탑승하여앞차의주행
을추종하는2대군집주행의형태가가장먼저도입될수있으며(2018~2020) 이경우
비용절감은1%로제한될것으로예상하였다. 이후에는두대의군집주행트럭중선
두차량에만운전자가탑승하고추종차량에는운전자가탑승하지않는형태로도입될
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2020~2025), 이경우군집주행은고속도로네트워크에서만
이루어지고, 고속도로에서진출할때는일정위치에서후미추종차량에도운전자가탑
승할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 이경우비용절감은모든구간에서사람이운전하는
현 상황과 비교하여 11%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고속도로에서는 두 대
이상의트럭이선두차량에도운전자없이완전한군집자율주행을하고, 고속도로외
의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2025~2027),
마찬가지로고속도로에서벗어날때일정위치에서각 트럭에운전자가탑승할수있는
시설이필요함. 이경우비용절감은현재와비교하여20% 정도로예상된다. 마지막
으로모든도로에서각각의트럭이자율주행을하는경우비용절감은45%에달할것
으로 예상된다.

19) McKinsay (2018) Route 2030: The fast track to the future of the commercial vehicle industry.
McKins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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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 화물차 관련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

자료: McKinsey, 2018. Route 2030: The fast track to the future of the commercial vehicle industry.

대중교통(버스)의경우트럭과마찬가지로완전자율주행이전에는군집주행으로비
용절감을시도할수있으며, 이경우복잡한시내도로환경보다는고속도로와같은연
속류 구간을 포함하는 간선서비스나 분리된 BRT 차선과 같은 단순한 도로에서 적용
가능하다. 특히절감된인건비로수요가낮은간선구간의비용구조를효율화하는것이
가능하며, 이경우공통구간을군집주행으로운행하기위해사전에노선및운행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0). 대중교통(버스)의 경우에는 군집주행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있어군집주행으로절감되는비용뿐아니라1회운행시적정탑승인원,
배차간격, 노선형태(군집주행가능한도로구간포함여부) 등을고려하여야하며, 이는
화물차의경우보다복잡한의사결정환경이다. 따라서대중교통(버스)의경우완전자
20) Wei Zhang, Erik Jenelius, and Hugo Badia, “Efficiency of Semi-Autonomous and Fully Autonomous
Bus Services in Trunk-and-Branches Networks,” Journal of Advanced Transportation, vol. 2019,
Article ID 7648735, 17 pages, 2019. https://doi.org/10.1155/2019/764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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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이전에 군집주행의 도입여부에 대한 상황은 개별 노선의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보이고, 화물차의경우처럼일반화하기어려움이예상된다. 따라서자율주행이
버스에도입되어다양한서비스에적용되는시점은4단계이상의자율주행기술이도
래하는시점보다는늦을것으로예상되며, 이시점에는고속도로및간선도로에는이
미2, 3단계자율주행및승용차기반의4단계자율주행이실현된이후일것으로보인
다. 이부분에대해서는윤태관외(2019)에서상세히다루고있어본연구에서는우선
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위와같은자율주행도입가능시점을고려하여시점별로부분자율주행과완전자율주
행이가능한도로분류를다음그림으로제시하였다. 화물차의경우는군집주행의시
종점에서후미차량에운전자가승하차할수있는공간과시설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
어 이를 함께 표시하였다.
여기서제시하는특정기술의도입연도는해당기술이구현가능해지는시점에가까
우며, 미래시점에평가한사업성및인허가등의영향에의해실제도입여부가결정
될것이다. 따라서도로분야의대응또한해당시점의기술도래및서비스구현여부에
따라유연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각 기술단계별주행가능한도로는현도로
법상의분류가아니라도로의특성(접근제한여부, 보행자및저속수단혼합여부등)
및 통행방법(연속류, 단속류)에 의한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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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승용차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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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화물차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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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도입단계별 도로이용 변화에 따른 이슈사항
다음그림으로앞서검토한도로교통분야별자율주행기술도래가능시점을기반
으로 도로관리분야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 것을 나타내었다. 초기
자율주행의안전한 도입을위해도로인프라 분야에서준비가 필요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승용차의연속류주요도로반자율주행, 신호있는주요도로2~3단계
자주행이가능해질것으로보이며, 트럭은고속도로에서선두차량에운전자가탑승한
2대군집주행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대응하여승용차의안전한초기자율주
행정착을위해2025년까지연속류주요도로와신호있는주요도로에대해자율주행
가능구간및자율주행활용에있어중요도를정의하고, 서로다른도로관리청이준수
해야할도로관리기준을마련하며, 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디지털인프라를준비해
야 할 것이다.
트럭의원활한자율주행도입을위해서는2025년까지고속도로에대해2대군집주
행을위한시설안전기준을마련하고, 고속도로진출입구에운전자승하차지점을마련
하여야할것이고, 3대이상의군집주행이예상되는2027년이후를위해서는3대이상
군집주행이가능한시설안전기준마련및안전을위한차선분리, 물류도로도입필요
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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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 자율주행 이용의 확산에 대응한 도로분야 우선추진 필요사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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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자율주행 발전에 따른 도로관리업무 변화요구

본 장에서는 자율차 개발의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중인 자율주행 지원 도로의 정의를 살펴보고,
도로의 물리적 특성, 데이터 제공 수준, 통신이 국내 자율주행 도로등급 마련 시 포함해야 할 요소임
을 확인하였다. 국내 현재 인프라 수준에서 초기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인터뷰하여
도로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미국 FHWA에서 시행한 자율주행 및 도로인프라 관련분
야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지원도로에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 도로관리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1. 개요
본장에서는도로관리기준에대한변화요구및도로에대한디지털인프라구축에
대한요구사항을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았다. 먼저, 앞서살펴본해외사례중자율주
행지원도로수준을비교적체계적으로정의하고있는미국과유럽의정책적연구추
진사항을살펴보고, 포커스그룹미팅을통해2단계자율주행을사용하고있는이용자
측면의요구사항을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미국FHWA에서도로, 교통, 자율주행
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도출한내용
을바탕으로자율주행시대에필요한사항을국내도로관리업무에반영할수있는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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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지원 도로 수준 정의의 해외사례
1) 미국: 연방 DoT 주도 R&D에 의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기준 도출
(1) ｢차량-도로간연결성등급시스템｣ 연구(NCHRP1) 20-24(112))2)
｢차량-도로간 연결성 등급 시스템(Connected Roadway Classification System,
CRCS)｣은미국연방교통부에서발주하여텍사스A&M이주관하고WSP, Insightful
Leadership, 3M이참여한연구로2017년9월부터2019년5월까지21개월간수행된
연구의결과이다. 이연구는커넥티드차량및자율주행차와관련된다양한업계사람
들과의소통및차-도로를연결하는다양한기술의표준화및등급화를목적으로하였
다. 도로의노면표시, 신호체계, ITS 장비등물리적인특성, GIS, Lidar, 정밀지도
등디지털데이터, 교통량, 공사구간및사고등교통데이터, 교통운영관리시스템등
에 기초하여 차량과 도로의 연결수준을 정의하였다.
CRCS는차량과도로간연결성을평가하기위해‘차량과도로간의직접적인전자
적소통(Talking)’, ‘머신비전을통한감지(Seeing)’, ‘자율주행차를위한도로설계
및운영(Simplifying)’의세분야를평가한다. 각 분야의CRCS 수준은다양한기술의
설치 유무, 도로 인프라의 정비수준 및 설계수준에 따라 네 단계로 평가하며, 그 네
단계는‘개선및유지관리가필요한수준(Needs Upgrade & Maintenance)’, ‘현재
최신수준(Meets Current Best Practices)’, ‘향후 1-5년 이내 적합한 수준(Meets
Emerging Market 1-5 years / 초기단계자율주행차활용을지원하는수준), ‘10년
후적합한수준(Meets Next Decade Market 10 years / 대부분의자율주행차운영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현재최신수준’은미국의교통관리시설표준화매뉴얼인Manual on Uniform Traffic

1)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2) Poe, C., 2019, NCHRP 20-24(112) Connected Roadway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Summ
ary of Findings, 연구성과 중간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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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Devices(MUTCD)3) 지침을 따르는 수준의 신호체계 및 교통 표지 체계와
AASHTO4) 지침5)을따르는수준의기하학적도로설계필요한수준을의미한다. ‘향후
1-5년이내적합한수준’은V2I(Vehicle to Infrastructure) 기술이적용가능한신호･
인프라체계를갖추어야하며, MUTCD의CAV 시인성지침6)을따른교통표지체계를갖
춘수준을의미한다. ‘10년후적합한수준’으로는5G 통신영역이전도로구간으로확
대되고, 이를 활용한 인프라/신호 등에 대한 정보처리 체계를 갖춘 수준을 의미한다.
표 4-1 | 차량-도로간 연결성 등급 시스템(CRCS) 프레임워크 개요
분야

개선･유지관리가
필요한 수준

현재최신수준

향후 1-5년 이내
적합한 수준

10년 후 적합한 수준

차량과
도로 간
직접 통신

∙ 광케이블, 셀룰러 없음 ∙ 광케이블 및 셀룰러 존재 ∙ 통신 및 인프라가 V2I ∙ 5G 통신
∙ 노변 통신장치가 없음 ∙ 신호제어시스템이 표 가능
∙ 신호장치에서 차량에
∙ 신호제어장치 통신연 준 지침을 따름
∙ 신호제어장치는 통신 정보를 전송 가능
결 없음
∙ V2I 불가능함
과 연결되어야 함
∙ 인프라가 정보 전달

머신비전을
통한 감지

∙ 도로자산이 디지털화 ∙ 도로자산이 디지털화 ∙ 주요도로 또는 지역에 ∙ 교통표지와 도로표시가
되지 않음
(전산화)됨
대한 디지털 지도 작성 미래 머신 비전과 처
∙ 교통표지와 노면표시 ∙ 교통표지, 노면표시, ∙ 신호 및 노면표시가 리과정에 적합해야함
형식이 표준지침을 따 신호체계가 표준 지침 자율주행용 시인성 지 ∙ 미래 자율주행차가 신
르지 않음
을 따름
침을 따름
호를 어떻게 감지할지에
∙ 신호체계 업그레이드
∙ 신호에 대한 시야를 대해 향후 연구 필요
필요
확보하고, 반사가 적
은 소재로 제작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 인프라의 기하학적 구 ∙ 인프라의 기하학적구
자율주행차를
신호제어장치가 표준 신호제어장치가 표준 조가 CV/AV의 길찾 조와 네이베이션장치
위한
가 CV/AV에만 맞춰
지침을 따르지 않음
지침을 따름
기를 고려하여 설계
도로 설계 ∙ 포장상태 불량
∙ 도로 포장 양호
∙ 네비게이션 장치가 서 설계되어야함
및 운영
V2I 연결가능해야함 ∙ 추가적인 연구 필요
∙ 추가적인 연구 필요
자료: Poe, C., 2019 p. 224 번역 및 요약

3)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FHWA, https://mutcd.fhwa.dot.gov/ser-shs_mil (최종접
속일 2019.11.15)
4) American Society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
5) AASHTO Green Book (Hancock, M. W., & Wright, B. (2013). A policy on 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Washington, DC, USA.)
6) FHWA, 2012,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https://mutcd.fhwa.dot.gov/pdfs/2009r1r
2/mutcd2009r1r2edition.pdf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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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비전을위한노면표시개선에관한연구(NCHRP20-102(06))7)
인프라운영부문에서최근완료된프로젝트는도로노면표시개선을위한연구를진행
하였는데, 그결과4인치폭의도로표시에비해6인치폭의도로표시가머신비전인식률
이높게나타났음을확인하였다. 또한, 6인치폭의도로표시는차량의속도의증가에따라
서도 인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도로 노면 표시가 제거되거나 표면이 깨지는
등의 머신 비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 EU가 추진하는 유럽 공통 자율주행 지원 도로 기준8)
유럽은자율주행관련기술의발전과별개로인프라가자체적으로수행해야할역할
이있음을인지하고이와관련한다양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으며, 그중대표적인
프로젝트로 INFRAMIX가 있다.
INFRAMIX는자율주행전환기의기존자동차와자율주행차의공존을지원할수있
는도로인프라를준비하는프로젝트이다. 새로운디지털인프라의요소의개발및설
계, 기존 물리적 인프라의 요소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 혼합교통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안전성능평가, 자율주행에적합한도로인프라분류등을목적으로, EU의총괄
R&D 프로그램인 ‘Horizon 2020’를 통해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본프로젝트에서는자율주행의단계적도입을위해서는도로인프라의역할이중요
함을 강조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 수준(Infrastructure Support levels for
Automated Driving,ISAD)’라는개념으로인프라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있다. ISAD
는자율주행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를5단계로정의하고있다. E 단계는현재인프
라수준으로, 자율주행차가스스로도로의모든정보를인지하고처리해야하며단계
가 높아질수록인프라가제공하는정보가많아진다. A단계에서는인프라가자율주행
차에게 경로, 속도, 차간거리, 차선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흐름을 제어하여, 전체
7) Pike and Carlson, 2018,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Pavement Marking Width on Detectability
by Machine Vision: 4-inch vs. 6-inch Markings (중간보고서)
8) EU INFRAMIX 홈페이지(https://www.inframix.eu/)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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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노선 안에서도 여러 수준의 ISAD구간이
혼재할수있으며, 구성될수있으며, 교통류의흐름과상충정도에따라도로관리자가
ISAD 수준을 높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4-2 | ISAD 단계별 구분
인프라가 제공하는 정보
구분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지도

VMS,
사고,
날씨 등

미시
교통상황

속도,
차간거리,
차선 등

전체 교통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차
량 흐름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인
프라가 자율주행차를 안내

O

O

O

O

인프라가 자세한 교통상황을 인지하고 이
를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차에게 제공 가능

O

O

O

Dynamic digital 모든 동적/정적 인프라 정보가 디지털
information
형태로 자율주행차에게 제공 가능

O

O

단계

명칭

정의

A

Cooperative
driving

B

Cooperative
perception

C
D
기존
인프라
E

Static digital
information /
Map support

교통표지를 포함한 디지털 지도 정보
를 이용가능. 신호등, 도로공사, VMS
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인지해야 함

O

Conventional 디지털 정보가 없는 기존 인프라.
infrastructure / 자율주행차는 도로기하구조, 도로표지
no AV support 등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인지해야 함

자료: ERTRAC. 2019. Connected Automated Driving Roadmap. p.7 표를 저자가 정리

그림 4-1 | ISAD 개념 도식화

자료: ERTRAC. 2019. Connected Automated Driving Roadmap.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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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관련 이용자 조사
1) 테슬라 사 2단계 자율주행 기술특성
테슬라는정밀도로지도가아닌내비게이션수준의지도를자사의서비스에적합하도
록가공하여사용하고있으며, 센서정보, 특히카메라를통해얻은시각적정보를활용
하여 세부적인 주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다9).
그림 4-2 | 테슬라 사 자율주행 지도 및 센서정보 사용 현황
내비게이션 수준 지도 이용 경로 파악

센서정보를 이용한 주행상황 세부 파악

출처: (좌) Tesla Youtube 채널 Full Self-Driving 영상 0:54 캡쳐. (2019. 4. 23 업로드) https://www.youtube.co
m/watch?v=tlThdr3O5Qo, (우) Tesla Youtube 채널 Tesla Autonomous Day 영상 2:14:03 캡쳐 (2019.
4. 22 업로드) https://www.youtube.com/watch?v=Ucp0TTmvqOE&t=8043s (최종접속일 2019.11.15)

테슬라에서권고하는오토파일럿을사용할수있는도로는진출입이제한된고속도
로급 도로에서만 자동차가 주도권을 가진 주행을 권장하고 있다.

9) Templeton B. (2019. 5) Elon Musk Declares Precision Maps A “Really Bad Idea” -- Here's Why
Others Disagree (Forbs.com,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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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Tesla Model S 사용자 매뉴얼 내 오토파일럿 사용가능 도로 내용
[번역]
- 교통 인식 크루즈 컨트롤은 주로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와 같이 건조하고 곧바른 도로에서 주행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 도로에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자동조향은 운전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고속도로 및 접근이 제한된 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자동조향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항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상황과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도시 내부 도로, 공사구간 또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조향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문]
- Traffic-Aware Cruise Control is primarily intended for driving on dry, straight roads, such as
highways and freeways. It should not be used on city streets.
- Autosteer is intended for use only on highways and limited-access roads with a fully attentive
driver. When using Autosteer, hold the steering wheel and be mindful of road conditions and
surrounding traffic. Do not use Autosteer on city streets, in construction zones, or in areas where
bicyclists or pedestrians may be present
자료: Model S Owner’s Manual (2018. 12. 17 버전) https://www.tesla.com/sites/default/files/model_s_ow
ners_manual_north_america_en_us.pdf

2) 조사의 개요
본 조사의 목적은 실제 자율주행 기능 사용자의 행태를 파악하여 자율주행에 대한
도로의기능적분류및관리방안마련에반영할수있는시사점도출하는데있다. 조사
방법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이며 테슬라 자율운전기능 사용자 9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18일, 5월25일이틀에걸쳐실시하였다. 이는2단계자율주행차량시장이가장
큰미국조사사례10)를참고하였을때, 일반적인단답형및객관식설문조사방법은
자율주행에적합한문항설계및답변의해석이어려운것으로판단되어선택한조사방
법으로, 단답식혹은객관식형식의설문지를통해얻기힘든상세한정보를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는 2단계 자율주행차량 보급률이 매우 낮으므
로, 일반적인설문조사로는적정한샘플사이즈를확보하기어려움이있어포커스그룹

10) Hardman, S., Lee, J. H., & Tal, G. 2019. How do drivers use automation? Insights from a survey
of partially automated vehicle owners in the United Stat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29, 24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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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더욱적합하다고할수있다. 또한, 인터뷰진행에따라중요한사항에대해
서는 미리 준비한 질문의 심도를 점층적으로 발전시켜가며 가변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준비한질문은다음과같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를시작할때미리마련된
질문지를인터뷰참석자에게배포하고, 키워드및짧은문장으로답변을작성하게한
후 답변지를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4-4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 배포한 질문 리스트
1.
2.
3.
4.
5.
6.
7.
8.
9.

차량 구매시기 및 오토파일럿 숙지 소요시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는지
오토파일럿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어디인지
하루 주행거리 및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는 거리는 어느정도인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였을 때 운전행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테슬라 차량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에 주행보조 기능이 있었는지
오토파일럿 기능에 만족하는 점. 운전이 편리해진 점.
오토파일럿 기능 사용에 불만족하는 점.

3) 인터뷰에서 도출한 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및 시사점
인터뷰에서도출된의견은크게네가지주제로구분할수있으며, 주요내용을다음
표로정리하였다.11) 2, 3 단계자율주행차량이용자들은램프를통해진입하여연속
류통행이이루어지는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등의도로에서는자율주행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자율주행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도로법｣ 상
도로분류와 관계없이 도로시설 특성에 기반한 도로 분류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2, 3 단계 자율주행이 늘어난 시점에 대응하여 차량 장착
카메라에 의한 시각적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11) 상세 조사결과 원문은 부록1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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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테슬라 사용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류

상세 의견

장거리 운전

∙ 장거리 여행의 증가
∙ 고속도로, 직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거의 항상 사용
∙ 우회하더라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급 도로를 활용
∙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했을 때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 및 부담 감소

정체시 운전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도로에서도 차선이탈방지, 앞차거리유지 등의 보조기
능 사용으로 운전 피로도 감소,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부담 감소

차량탑재
도로 데이터

∙ 차량에 탑재된 지도 데이터와 실제 도로가 상이한 경우 제한속도 등의 오류로 급감속 등 탑승
만족도 저하
∙ 갓길 공사 등 가변 정보가 없어 차량 인식으로만 판단해야 할 때 위험하다고 느낌

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 눈, 비 등 악천후 시 차선 인식 어려움
∙ 도로 차선 규격 등이 해외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있음(시인성, 반사도 등)
∙ 현재 톨게이트 방식(감속-지불-가속)을 주행속도 그대로 통과하며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원활한 통행 가능
∙ 포장상태 관리 중요. 차선과 동일한 방향의 균열, 덧포장 등이 차선 인식오류 증가시킴
∙ 중앙분리대 아래 청소상태를 개선할 필요. 먼지 등이 쌓여있으면 차선 인식 오류 증가
∙ 사람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 표지판이 야간 자율주행에는 악영향(어두운 배경에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나 영상 인식 어려움)
∙ 공사중인 도로 표시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교차로 차선 유도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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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도로인프라 관련 전문가 조사
1) 미국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자율주행 기반시설 관련 설문 개요12)
미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와 연방교통국은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안전하고효율적인자율주행도입을위해필요한도로시설및
기준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18.1.18.~3.5).
그림 4-3 | 설문 웹사이트

12) FHWA (20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1/18/2018-00784/automated
-driving-systems (최종접속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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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A Automated Driving Systems RFI: FHWA-2017-0049 요약 번역
1.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도로의 물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2. 표준화되지 않은 교통관리시스템이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3. 도로관리(포장, 차선 품질 등)가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FHWA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기술 개발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5. 자율주행차량과 도로변 인프라와이 통신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통신방법, 인프라 종류, 운영 데이터 등)
6.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계획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7. 인프라-자율주행시스템 간 통신과 관련 표준을 위해 어떠한 연구가 필요한지? FHWA는 연구기관 및 학계와
어떠한 사항을 추진해야 하는지?
8. 자율주행시스템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프라 요구사항, 변경 필요사항, 투자, 계획 등을 마련할 때
도로운영사 및 관리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9. 자율주행시스템에게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예: 사고, 특별 이벤트 시 우회경로, 정체구간 정보, 날씨정보,
규정속도 등)
10. 자율주행/일반주행 혼재시 도로인프라, 교통운영에 대해 고려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자율주행의 일반주행차
량 및 비동력수단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이조사에서는회사, 정부단체, 개인등으로부터총120개의응답이접수되었으며,
모두 자유로운 서술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분석하여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표 4-6 | FHWA 설문 답변사례: BOSCH
[BOSCH]
(표준화) 전국 동일 기준, 표지에 심볼 사용
(노면표시) 명확한, 센서에 감지가 잘 되는, 날씨에
영향을 덜 받도록
(연결성) 자율주행 가능한 도로의 연결성
(디지털 표지판) 기계가 읽을 수 있고 표준화된
(도로) 자율주행에 적합하게 관리되어 자율주행이
승인6된 도로, 안전 정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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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의응답중정부가17건, 연구분야에서2건, 민간사14건, 교통관련협회에
서 24건, 기타 특정 목적 협회가 13건, 개인이 5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0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답변을 한 경우가 44건이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표 4-7 | 응답자(단체) 리스트
분류

응답
건수

문항별
응답

단체명

정부

17

13

캘리포니아, 워싱턴, 미시건, 미주리, 텍사스, 유타, 일리노이, 콜로라도, 코네티컷,
버몬트, 펜실베니아, 주 교통국, 샌프란시스코 MTA, 샌디에고 MPO, 뉴욕시, 로스
엔젤레스시 교통국

연구

2

2

미국 교통학회, 아이오와 대학교 National Advanced Driving Simulator

민간사

14

6

acumen building enterprise, ZincFive, Inc., 3M, 1.21GW, HAAS Alert,
Siemens, iCone Products, HERE Technologies, Karamba Security,
Navistar, APTIV, Embark Trucks Inc., Uber Technologies Inc., BOSCH

14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National Committee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American
Traffic Safety Services Association, Institute of Transportation
Engineers, American Public Works Association, MDOT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Collaborative Sciences Center for Road Safety,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CTIA-The Wireless Association,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Marking Material Manufacturers Coalition, 5G Automotive Association,
American Council of Engineering Companies, Auto Alliance,
Owner-Operator Independent Drivers Association, Safety Spectrum
Coalition, Association of Global Automakers, Inc., AMPO, National
League of Cities and 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Councils, AAA,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
Central
Florida Automated Vehicle Partnership, Intelligent
Transportation Society of America

관련협회

24

기타협회

13

4

Community Transport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issouri Bicycle &
Pedestrian Federation,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The League of
American Bicyclists, Environmental Law & Policy Center,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 of America, CALSTART, United Spinal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ails-to-Trails
Conservancy, Motorcycle Industry Council,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Disability Rights Education and Defense Fund

개인

50

5

-

계

12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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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결과 분석 및 시사점
다음 표에는 FHWA의 설문내용 중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인프라와 관련이 크다고
판단되는문항을선정하여답변내용을요약하여수록하였다. 설문에응답한전문가들
은도로관리체계와관련하여이제까지사용해온‘사람을기준으로한도로시설및안
전시설에대한설계･관리기준’을자율주행을기준으로재검토하여양측에서이용가
능한 시설 기준 및 관리업무 표준의 필요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제시하였다.
표 4-8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분석
질문

답변

1. 자율주행을 위해 ∙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차선 표지 및 신호 등 교통 시설물에 대한 인식이 필수이므로,
고려하여야 하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및 야간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의 시인성 강화 및 지속적인
도로의 특성은 무 유지보수 필요
엇인가?
∙ 주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상 균열, 포트홀 등 도로 표면에 대한 유지보수 필요
∙ 공사구간 등 도로관리구간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인식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사용 필요
∙ 특히, 도로 등급별, 지역별 관리주체에 따라 차선의 두께, 공사중 표지 및 자전거도로 와
같은 시설물 관리 기준 및 표시 기준이 상이하여 자율주행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로시설물 및 교통관리시스템 기준의 표준화가 요구됨
2. 표준화되지 않은
교통관리시스 템
이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무
엇인가?

∙ 표준화되지 않은 교통관리시스템에 의해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중 판단을 위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복잡도가 증가가 예상됨
∙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기준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상황 판단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시간 및 비용 증가
∙ 자율주행 기술 개발 시 각종 표지의 크기 및 표시에 대한 인식 외에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 메시지, 다양한 신호체계, 각기 다른 주차장 시스템 등도 고려되
어야 함

3. 도로관리(포장, 차 ∙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카메라, 레이더 등 센서의 인식이 어려워 자율주행의 정상적
선 품질 등)가 자율 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주행 기술과 안전 ∙ 노면표시의 관리가 되지 않아 도색이 벗겨진 경우, 시스템이 오인식을 일으키는 상황이
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할 수 있음
무엇인가?
∙ 돌발상황으로 인해 규격화 된 시설물이 아닌 인력에 의해 임시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자율주
행차가 이에 대한 인식 및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필요
∙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에 대비한 도로관리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 도로상태가 자율주행의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부와 개발업체간 지속적
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함
5. 자율주행차량과 도 ∙ 해당지역의 기상 및 노면, 차선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율주행차와 공유함으로써
로 인프라 통신을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가능
위해 필요한 기술 ∙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는 차량 내 센서를 통한 주변 환경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 그 역할
상세 지도, 시설물 정보, 자전거 및 보행자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교통안전을
고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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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DSRC의 경우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4G LTE 및 5G와 같은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 주체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부 및 엔지니어들과의 소통을 통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보안에 대한 지침 수립 필요

6. 자율주행을 위한 인 ∙ 미 연방도로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
프라에 대한 투자 하고자 주 정부 교통국, 연구소 및 관련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프로젝
및 계획에 있어 중 트에 자금을 제공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앙과 지방정부의 역 ∙ 인프라, 관련 기술 및 정보와 관련된 표준화된 시스템 제시로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 수립
할은 무엇인가?
및 시스템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전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법제 마련 등 기존 교통시스템과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자율주행 차량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의 마련 필요
∙ 특히,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 강화,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과
관련한 지침 마련 필요
8. 자율주행시스템의 ∙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차량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활한 활용을 위 도로 인프라의 운영 필요
한 인프라 요구사 ∙ 자율주행 시스템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체계적인 관리
항, 투자 계획 수 필요
립 시 고려사항은 ∙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운영 가능성 점검이 가능하며, 도로인프라
무엇인가?
및 교통운영 개선사항 도출 가능 →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이 필요
∙ 자율주행차량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필요함
∙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업체와 도로관리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간
요구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 순위 확립 가능
10. 자율주행 및 일반
주행 혼재시 필요 ∙ 현재 미 고속도로 합동 연구처 (NCHRP,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한 도로인프라 변 Program)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전용 차선 추진, 지방 교통기관의 표준 확립을 위한 지침
경 및 교통운영에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대한 고려 요소와 ∙ 응급상황 발생과 긴급차량 운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차량이 이러한
자율주행이 일반 응급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주행차량 및 비동 ∙ 또한, 도심주행 시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전거 탑승자의 수신호 등에 대한
력수단에 미치는 인식 등 비동력수단의 행동 감지 및 예측 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임
영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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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자율주행시대 도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자율주행 지원에 필요한 도로의 물리적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시대에 필요한 도로분류 및 도로계획을 제시하였고, 새로 제정된 ｢자율주
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 도로에 관련한 부분과 현재 도로 인프라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도로법｣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1. 개요
본연구가진행중인시점인2019년4월5일자율주행차를지원하는내용의전반적
인내용을담은｢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자율주행자
동차법｣)｣ 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1) ｢자율주행자동차법｣은자율주행자
동차와관련한사항들을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고, 상당부분이도로관리체계와연관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에 관련한 사항은 지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자율주행지원도로분류’ 및이를바탕으로한‘일원화된관리기준’과
‘자율주행지원도로확대계획’을마련하여도로관리업무를조정하고현도로관리체계
를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는제4조기본계획의수립, 제6조자율주행안전구간의지
정,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구축및갱신과관련한조항이직접적으로현도로관리체
계와관련이있을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요구하는사항을현도로인프라의
건설과관리를위한｢도로법｣에서지원할수있도록도로법에서정하고있는계획내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4.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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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안, 도로관리업무및도로시설에대한정보를개선하여지원할수있는방안을
제안하였다.

2. 자율주행 발전에 따른 도로관리체계 변화방안
1)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시설 관리기준 변경
앞서살펴본바에의하면특히자율주행도입초기에해당하는2~3단계자율주행에
서는특정기술수준으로안전하게주행할수있는도로가도로의특성에따라정해지
며, 해당도로의관리수준에따라차량에탑재된센서의인식률등에차이가생긴다.
이중, 자율주행을위한물리적도로시설관리기준의변경요구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노면 관리 기준의 상향 및 균질화
∙ 노면표시, 신호, 표지판등이자율차의시각센서에대해적합한시인성을가지도
록 기준 개선
∙ 자율차가 인지하여야 하는 요소 외에는 인지대상 요소와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
∙ 도로의기하학적구조가자율주행에적합하도록시설설계기준마련및기존인프
라에 대한 적합도 평가
자율주행에적합한물리적도로수준을일관되게정의하기위해서는현도로를일관
된기준을가지고재평가하는단계가필요하며, 이에따라관리업무기준을정의하여
각급 도로관리청이 일관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로시설기준은 한
번에모든도로에적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 도로의역할및중요성에따라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으며, 확산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2)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마련
미국과유럽의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수준정의에서정밀도로지도의구축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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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자율주행을가능하게하는가장기초적인디지털인프라이며, 이위에추가되는
인프라-자동차간통신수준과제공되는데이터수준에따라높은수준의자율주행을
구현할수있는지의여부가결정된다. 앞서제시한물리적도로시설수준별관리개선
에 대한 요구는 현 도로관리업무의 기준 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도로관리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도로 시설에 대한 정보 구축과 자동차와 인프라 간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의 실용화가 가능하다.
디지털지도는도로의물리적인프라를정확히반영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
서는데이터생산이도로관리업무의일부로포함되어있어야한다. 현도로관리체계
에서는도로대장작성이이러한역할을하도록되어있지만, 도로대장의개념이만들
어진시점에는종이도면이기준이었기때문에현재시점에도디지털화가모두이루어
지지않았으며, 각 도로관리청이별도로관리하고있어통합정보로써의가치또한낮
은편이다.2)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도로데이터를대량으로새로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율주행을 위해 신규로 구축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와 연계하면
상호효율성을추구할수있을것이다. 정밀도로지도정확성을높일수있도록도로관
리청이 협조하고, 도로관리청은 정밀도로지도의 일부를 공유받아 물리적 도로관리의
수준을높이는한편, 인프라로부터자율주행차에제공되는부가정보의밑바탕으로활
용하는순환체계가작동하도록하면자율주행을지원하는도로인프라마련에있어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기반이마련된후에는자동차와통신이가능한도로시설의종류, 도로시설에서
제공하는정보의종류, 통신기술및속도가도로시설수준을결정하는요소가될것이다.

3)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 마련
앞서언급한바대로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의구축및확장을위해서는, 그기준
으로써물리적도로시설의수준과디지털도로시설의수준에따른자율주행을위한도
로시설의등급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기반하여도로구간의자율주행지원등급
2) 윤서연, 배윤경, 김정화 (2019)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만-관 공동구축 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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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평가하고, 자율주행도로목표등급을설정하여도로인프라의수준을계획적으로높
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의 계획 수립
위의자율주행지원도로등급을집계하여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구축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도로법분류별로등급을평가하고목표치를설정하면, 자율주행인
프라 구축의 물량 산정 및 예산마련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도로 인프라의 물리적
수준, 디지털인프라제공수준을기준으로도로등급을마련하고이에대한도로관리
기준을마련하여, ｢도로법｣ 상도로분류별로자율주행지원도로인프라확충계획을적
용하는 개념을 다음 그림으로 요약하였다.
그림 5-1 |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 마련 및 계획 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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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관련 법령 정비방안
1)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의 마련
(1)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현황
아래는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구간을지정하는방법에대해｢자율주행자동차법｣에
서정하고있는내용이다. 안전하게자율주행을할수있는구간을｢도로법｣ 48조1항
에따른자동차전용도로중안전하게자율주행할수있는구간으로정하고있어, 이는
2, 3단계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며,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2,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췌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
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도로법｣을통한자율주행차지원방안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참조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한 제도는몇 가지보
완이필요하다. ｢도로법｣ 제48조에서는‘일반적으로차량의연속류를일정거리이상
제공하는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기술하고있으나, 조
건에해당하는모든도로를지정하는방식이아니라필요시지정하도록되어있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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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아니며, 지정되어있는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도직접연결도로건설및횡단보도
설치등으로자동차전용도로의성질을잃은경우에도지정해제되어있지않아(예: 양
재대로)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의도하는 도로구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법조항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
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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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현황

<자동차전용도로 등급별 현황(고속도로 제외)>
구분
자동차전용도로(전체)

연장(㎞)
2015년

2016년

2017년

1,692

1,771

1,786

(162개소)

(169개소)

(170개소)

일반국도

1,127

1,212

1,214

특별시도

388

400

413

지방도

145

127

127

시도

32

32

32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2016, 2017, 2018 및 저자작성

제5장 자율주행시대 도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 87

[참고] 자동차 전용도로 제도의 정비 필요 사례
1) 양재대로 양재나들목~수서나들목 구간(국도 제47호선, 국지도 제23호선, 서울특별시도 제92호선 구간)
- 1989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이후 도시개발로 횡단보도 설치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은 구간
* 노들로(국도 제6호선, 서울시)는 1986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고, 2014년 해제되었음
[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

2)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접속되는 311번 지방도
- 고속도로와 직결되고 자동차전용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사례
[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접속되는 311번 지방도 ]

도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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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속 현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으로｢자율주행자동차법｣을 지원하는 대안을제시하
고자 한다.
표 5-1 |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에 대한 지원방안
대안

특성
장점
∙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도입 초기 부분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정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음

1안)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여 도
단점
로등급과 관련 없이 자
∙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로만 통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어,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설
동차전용도로 지정 및
기준으로 일괄 지정할 경우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자동차만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함
관리기준을 마련
∙ 향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도로의 등급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거나 디지털 인프라 제공
수준에 의해 세분화 하고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제도를 마련할 당시와는 다른 ‘등급’
개념이 혼합되어 원래의 취지를 희석할 가능성이 큼
장점
∙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이 도입되어 신호 구간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자율
주행 안전구간을 자율주행 기술단계별로 지정 가능
2안) 자율주행 지원에 대한
∙ 자율주행 가능여부 뿐만 아니라 물리적 관리 수준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을
별도의 도로분류(등급)
고려한 등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도로분류를 마련하는 편이 자율주행
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유용
자동차법｣ 6조를 개정
단점
∙ ｢도로법｣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정하여 반영 필요

(3) 2단계자율주행사용이가능한도로의도출방안
앞서제시한2안(자동차전용도로를고려하지않고신규자율주행지원도로분류마
련)에 대해 2단계 자율주행 활용이 가능한 도로구간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도로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도출한 구간으로 향후 관리수준 및 디지털 인프라의
제공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 지원 등급을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KTDB 최신 도로망 데이터(민간 내비게이션 데이터에 기
초)로충청남북도, 세종시, 대전광역시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분석방법은도로데이
터상의속성값을활용하여도로등급에관계없이연속류통행이이루어지는도로추출
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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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링크 상 신호등의 수가 0인 경우(명백한 단속류 제거)
② 상행 또는 하행 기준 차로 수가 2개 이상
③ 링크 상 회전교차로 및 로터리가 없는 경우
④ 위 조건이 연속되는 구간이 2km3) 이상인 경우
⑤육안검수(유턴구간등내비게이션자료특성으로나타나는오류구간등제거)
표 5-2 | 충청도 내 2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분류별 연장
도로등급

연장 (km)

백분율

고속도로

1,869.3

74.6

고속도로 연결램프

64.2

2.6

도시고속화도로

16.7

0.7

일반국도

426.8

17.0

특별광역시도

35.9

1.4

국가지원지방도

15.9

0.6

지방도

5.8

0.2

시도･군도

69.6

2.8

전체

2,504.2

충청도내에서는분석으로도출된2단계자율주행이가능한도로중고속도로와일
반국도의비율이91.6%로도출되어이러한도로의관리및디지털인프라구축에있
어서국가의역할이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 특히수도권과같이시에서
관리하는도로의비중이높은경우국가의역할에서도로관리의일관성을보장하는제
도의 운영이 중요해질 수 있다.

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기준 중 완화된 기준 적용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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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충청도 내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분포

자료: 저자 작성

다음그림은위방법으로도출한도로구간중고속도로, 국도, 시･군도(세종시), 특
별광역시도(대전광역시) 등의 연속류가 서로 연결, 혼재되어 있어 2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연속된도로에대해서로다른관리기관간도로관리방법의일관성확보가필요
한 구간의 사례이다.
그림 5-4 | 2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관리기관 혼재 사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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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계획의 수립
□｢자율주행자동차법｣ 현황
아래는｢자율주행자동차법｣ 내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에대한사항이다. 앞으
로 제정될 대통령령에 의해 기본계획에서 포함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 운행지원을위한인프라의마련및확대에대한부분이도로
분야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
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을통한자율주행차지원방안
위와관련하여도로법에서정하고있는계획에서반영하여야할내용은다음과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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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도로관련 계획에 의한 자율주행차 지원방안
관련 조항

자율주행 관련 반영 가능한 내용

국가도로망종합계획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도로활용 변화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자율주행 관련 도로등급의 마련, 전국의 도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로 평가 및 자율주행 인프라 마련을 위한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계획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군집주행 지원을 위한 물류도로망에 대한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 계획
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로건설･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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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로등급별 자율주행 인프라 마련을 위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물류 군집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도로
건설･확장･시설개량 사업
∙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는 도로의 등급별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 시스템 개선
∙ 도로관리시스템과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
도의 연계
∙ 위 내용을 국도 뿐 아니라 특별광역시도, 지
방도, 시군구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
□｢자율주행자동차법｣ 현황
아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내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췌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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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을통한자율주행차지원방안
위의내용을지원하기위해도로법에반영되어야할부분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표 5-4 | 도로대장 및 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차 지원방안
관련 조항

자율주행 관련 반영 가능한 내용

[도로법]
∙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 고,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의 고도화 및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갱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스템을 마련한다
∙ 위 내용을 국도 뿐 아니라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정보는 중앙에서 그 품질
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도로대장은 공간정보의 형태로 작성하며, 도로관리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청의 관리업무 및 기타 원인에 의해 도로의 물리적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시설에 변화가 생긴 경우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할 수
있도록 변화정보를 공유하고 도로대장에 반영하여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 위 내용을 국도 뿐 아니라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2. 기하구조조서
시군구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
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
관하여야 한다.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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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 자체를 시스템으로 관
리하고, 도로시설에 물리적인 변경이 생기는 경우
데이터에도 즉각 반영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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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New Framework of Road Management for the Self-Driving Era
Seo-youn Yoon, Junki Kim, Jaehyun Lee, Sangrok Kim

Key words: Self-driving Vehicles, New Road Classification,
Road Management Planning for Self-driving Vehicles

Along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private companies, various
government-led R & D and autonomous driving demonstration tests are being
conducted. A detailed plan for road infrastructure to support self-driving
vehicles should be drawn up based on the expected time of introduction so that
various technologies in the test phase can be used on actual roads.
In particular, the Provisional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Autonomous
Vehicles announced in November 2018 by the Office of the State Coordinator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s presented ‘Permitted Road for self-driving
vehicles’. The situation requires a methodology for detailing
There is a few reasons that the current road management framework has to
be reformed for autonomous driving. First, the current Road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by defining road type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cto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urrent system when establishing a consistent road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at supports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each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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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ntity is using a separate road management 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for the whole road network. Lastly, there
is need to prepare standards and plans to efficiently apply road infrastructure
technology developed in government-led R & D projects to the road network.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quickly began researching road standards for
self-driving. EU is funding the INFRAMIX project to prepare road
infrastructure that can support the coexistence of existing cars and autonomous
vehicles during the upcoming transition period. On the other hand in the US,
the Federal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 funding development of road
infrastructure standards supporting autonomous driving through the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R & D project.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Tesla users conducted in this research
and a survey conducted with sector experts and stakeholders by the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 reveal that physical elements such as road
pavement, road cracks, portholes, etc. need to be improved, and signals and
road surface markings need to be standardized. However, when high-level
autonomous driving is deployed, demand for digital infrastructure and
telecommunication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Road facility standards that support autonomous driving are not applicable to
all roads at once, but may be appli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road, and timely planning is needed for the spread.
Evaluating the grades and setting the targets for each section will provide the
basis for estimating the volume and budgeting of the infrastructure for
autonomous driving. In this way,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national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road infrastructure that supports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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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테슬라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포커스그룹인터뷰를시작할때미리마련된질문지를인터뷰참석자에게배포하고, 키워드및짧은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하게 한 후 답변지를 보면서 인터뷰 진행하였음
∙ 아래표의응답은인터뷰참여자들이작성한간단한답변이며, 본문에수록된내용은상세인터뷰에서
도출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내용임

질문

응답

1. 차량 구매시기 및
2018년 4인, 2019년 4인 (무응답 1인)
오토파일럿 숙지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2.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로 ⑤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⑥
⑦
⑧
⑨

전기차 새로운 기술과 미래 자율주행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최첨단 사양,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가격대 성능
전기차에 대한 쾌적성, 저렴한 유지비
오토파일럿, 경제성
살아있는 차(지속적 업데이트), 실험정신
오토파일럿, 경제성
경제성, 관리의 용이성, 계속 업데이트 되는 기능
주유비 절감, 오토파일럿, 장기적 관점에서 점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는 시대로
변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3. 어떠한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⑤
기능을 사용하는지
⑥
⑦
⑧
⑨

장거리 여행(고속도로 위주) 사용
장거리 여행, 근거리 이동, 이동시 대부분 이용
무응답
자동차 전용 도로는 항상
항상
출퇴근, 장거리
출퇴근
출퇴근
출퇴근 등 모든 운전에 항상 사용

4. 오토파일럿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어디인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전부
무응답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마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모두
고속도로, 일반도로 테스트용
올림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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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
⑧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⑨ 고속도로 들어갔을 때, 직선도로 주행시

①
②
③
④
5. 하루 주행거리 및 오토파일럿
⑤
기능을 이용하는 거리는
⑥
어느정도인지
⑦
⑧
⑨

6.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였을 때 운전행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주일 약 400~800km 정도(여행지에 따라)
하루 주행거리 50km→오토파일럿 이용 40km
무응답
하루 주행거리 평균 50km→오토파일럿 이용 30km
하루 주행거리 100km→오토파일럿 이용 50km
주행거리의 50% 이상
오토파일럿 이용 80km
출퇴근하는데 오토파일럿 이용 60km
평일 주행거리 50km→오토파일럿 이용 30km, 주말 유동적으로 고속도로 이용
많고 90%사용
편안한 자세에서 주위를 더 둘러보게 됨
주변을 바라보며 운전할 수 있는 여유, 운전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음
무응답
피로감 감소, 운전 집중력 저하됨
오토에 의존을 많이 함
고속도로에서는 방관자, 일반도로에서는 선구자
편하고 하루일을 정리할 수 있음
전방주시, 편안하게 운전
장거리 운행시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 감소, 피로도 절감

①
②
③
7. 테슬라 차량 이전에
④
사용하던 차량에 주행보조 ⑤
⑥
기능이 있었는지
⑦
⑧
⑨

아니오
아니오
무응답
네(현대 아이오닉)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 차선이탈 경보, 급정거기능
아니오
오토 크루즈(단순속도고정)
아니오

①
②
③
④
8. 오토파일럿 기능에 만족하는
⑤
점. 운전이 편리해진 점.
⑥
⑦
⑧
⑨

고속도로 차선 변경 및 신뢰도
여유, 피곤이 덜함
무응답
차로 유지, adaptive smart cruise control
운전피로도가 현저히 감소함, 차선유지 기능 및 가･감속 기능에 만족
오토스터어링
완전만족
장거리 출퇴근에 큰 도움, 먼 거리라도 불편함이 줄어듬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개선이 되는 점, 운전피로도 절감

①
②
③
④
⑤
⑥

도로 중첩구간 급제동
kt기반 맵 사용으로 인한 급감속 및 지도 오류
무응답
손을 너무 자주 올려야 하는 점
급제동 미흡, 사고유발 제동 (주행시 내비 사정에 따라 감속(급감속))
주행으로 인한 피로감 저하(?)

9. 오토파일럿 기능 사용에
불만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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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응답
⑦ 맵 연동, 갑자기 정지하는 점
⑧ 미국에는 적용되었으나 한국에는 미적용된 기능
⑨ 신호인식 못한다는 점, 갑자기 끼어들 경우 조금 불안함

① 눈, 비가 올 때, 차선 인식이 잘 안될 때
② 급커브길, 커브길, 시내주행시
③ 차속관련, map data와 도로의 표지사항이 중첩되는 구간에서 어느 지시를 따를
것인지
④ 갑자기 풀리는 경우
10. 오토파일럿 기능 이용 시
⑤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제동하지 못하고 추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⑥ 주행 중 급정거 동작, 끼어들기 불안정
경우가 있었는지
⑦ 중앙선 침범, 급정지(속도를 줄이는 것)
⑧ 급정거 상황
⑨ 갓길 공사중일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했음
오토파일럿 이용 시 앞차 없이 빨간불일 때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신호무
시하고 달릴 위험성 존재

11. 다른 나라에서 같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거나 더 나쁜 점이
있는지

① kt맵데이터 부정확성으로 인한 불편
② kt맵 기반 사용에 대한 이용 제한
③ 국내, 해외에서 생기는 근본적 차이는 없으나, 법령 제약의 주순으로 인하여 도로
그 자체의 스펙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가 많음(도로의 차선에 대한 규격 등)
④ 무응답
⑤ 무응답
⑥ 무응답
⑦ 국내 적용되는 업데이트가 늦다.
⑧ 무응답
⑨ 무응답

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개선이 필요함
② kt맵 업데이트가 원활히 되었으면, 감속할때 조금만 더 부드러워졌으면
③ 법령이 명확하게 수치기반으로 제약조건을 명시해야 함
(ex. 하지말아야 한다.(x), 해야한다(o)→수치기반일 것)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법령만이 제대로 된 기술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음
12. 자율주행 기능의 원활한
고속도로 입출구의 안내선 규격의 ㅇㅇㅇ인 통일 필요
활용을 위해 도로 관리에
야간 게시판의 조명 정도에 대한 규격화
있어 개선하여야 할
④ 명확한 차선 구획, 도로의 포장상태 관리
부분이 있는지
⑤ 사거리 점선표시가 필요, 도로가 만나는 곳의 차선이 지워진 경우를 개선해야함
⑥ 새로운 도로 표기 지양
⑦ 삼거리,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이 유도선이 있어야함
⑧ 차선이 잘 보이도록 명확하게 해야함
⑨ 공사 중인 도로 관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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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자율주행 인프라에 대한 설문 원본
FHWA Automated Driving Systems RFI: FHWA-2017-0049
1. What roadway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for influencing the safety,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ADS? Are there certain physical infrastructure elements (e.g., lane markings,
signage, signals, etc.) that are necessary for ADS? If so, what current challenges exist for
ADS to interpret them? Are these characteristics important for all levels of automation, or only
specific levels?
(For levels of automation, see https://www.nhtsa.gov/sites/nhtsa.dot.gov/files/documents/13
069a-ads2.0_090617_v9a_tag.pdf, page #4)
2. What challenges do non-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 present for ADS technologies and how
does this affect the costs of ADS systems?
3. How does the state of good repair (e.g., pavement and road markings quality) impact ADS,
including technology or safety costs, if at all?
4. How should FHWA engage with industry and automation technology developers to understand
potential infrastructure requirements? Are there specific issues that FHWA should engage with
industry directly?
5. What is the role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data in enabling neede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DS and roadside infrastructure? What types of data transmission between ADS and
roadside infrastructure could enhance safe and efficient ADS operations? What type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data, if available, would help accelerate safe and efficient
deployment of the ADS on our Nation's public roadways? How might the interface between
ADS and digital infrastructure best be defined to facilitate nationwide interoperability while still
maximizing flexibility and cost effectiveness for ADS technology developers and transportation
agencies and minimizing threats to cybersecurity or privacy?
6. What concerns do State and local agencies have regard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planning
for ADS, given the level of uncertainty around the timing and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How should FHWA engage with its State and local partners as they consider impacts on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funding, finance, and revenue? Are changes to any of the programs
that comprise the Federal-aid Highway Program needed to enable State and local agencies
to more effectively make infrastructure investments to support deployment of ADS?
7. Are there existing activities and research in the area of assessing infrastructure-ADS interface
needs and/or associated standards? What is the current thinking on where potential revisions
may be necessary? How should FHWA work with existing research partners (e.g.,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etc.)
in sharing research results and information?
8. What are the priority issues that road owners and operators need to consider in terms of
infrastructure requirements, modifications, investment, and planning, to accomm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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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ADS and to derive maximum system efficiency benefits from ADS additional
capabilities?
9. What variable information or data would ADS benefit from obtaining and how should that data
be best obtained? Examples might include information about zone locations, incidents, special
event routing, bottleneck locations, weather conditions, and speed recommendations.
10. What issues do road owners and operators need to consider in terms of infrastructure
modifications and traffic operations as they encounter a mixed vehicle fleet (e.g.,
fully-automated, partially-automated, and non-automated; cooperative and unconnect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a potentially fully automated fleet? What are likely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f ADS on other motorized and non-motorized users of public roadways?
What plans do stakeholders have to address these impacts, and are there possible roles for
road owners and operators to support the interaction of ADS with those users through
infrastructure changes or operat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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