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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Ⅰ. 도로교통의 정의 및 분야
도로교통은

보행자, 우마, 차, 자전거, 노면전차 등을 통해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을 총칭하나,
근래에는 자동차 교통과 같은 뜻으로 사용1)
도로교통의 협의의 의미는 도로를 이용하는 여객이나 화물의 이동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재화 등의 유체물은 물론 의사, 정보 등의 무체물의 장소적 이동을 의미
도로가 제공하는 교통의 기능은 이동기능, 접근기능, 공간기능으로 구분
-이동기능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 접근기능은 토지 위에 위치한 시설물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
- 공간기능은 가로형성, 방재, 채광,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시설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

 도로교통기술분야는 이동기능에 해당하는 자동차, 공간기능에 해당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접근기능에
해당하는 교통계획 및 운영, 교통안전 및 환경기술로 구분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의 안전도 및 성능향상, 운전자 및 대중의 이동편의 증진과 자동차 운행 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
-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 ICT와의 융합으로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 환경 친화적 동력기술을 통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

도로 및 교통시설기술은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기술성,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교통운영의 효율성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
-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이용자 요구를 수용하여 도로 상 교통소통과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 설계된 도로 성능구현을 위한 다양한 포장재료 및 포장기술
- 도로의 시공 및 성능유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료 공법, 장비기술
- 도로 내 노면표지 및 충격흡수 시설의 설계, 설치기술
1) 두산백과(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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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 및 운영기술은 도로 용량의 산정 및 성능평가, 원할한 흐름 보전을 위한 교통류의 분석 및
상황관리, 시설제어기술을 의미
- 인구, 경제, 토지이용 전망 예측을 통해 교통사업 대안을 설정, 평가하고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는 기술
- 현 교통체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교통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환승연계시스템
구축 기술

교통안전 및 환경기술은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을 의미
01. 개요

- 재난재해 예측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기술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을 원활히 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절차, 기준,
제도, 장치 기술
-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음/진동저감 및 대기오염 저감기술
표 1 도로교통분야 중분류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자동차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의 안전도 및 성능향상, 운전자 및 대중의 이동편의 증진과
자동차 운행 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
  - 자동차 안전 향상, 친환경 자동차 개발, IT융합 자동차 기술

도로 및 교통시설

 도로 및 교통시설기술은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기술성,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교통운영의 효율성 등을 최적화하는 기술
  - 도로 구조 및 설계, 도로포장,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도로교통 안전시설

교통계획 및 운영

 교통계획 및 운영기술은 도로 용량의 산정 및 성능평가, 원활한 흐름 보전을 위한
교통류의 분석 및 상황관리, 시설제어기술
  - 교통계획 및 평가, 교통운영 및 정보관리, 대중교통 및 연계환승 체계

교통안전 및 환경

 교통안전 및 환경기술은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
  - 교통안전, 교통약자편의, 교통환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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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로교통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은 ’13년 기준
GDP의 1.7%인 약 24조원 수준
’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OECD 31개국 중 4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위를 기록2)
그림 1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12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그림 2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12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13년 기준 약 24조 444억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13년도 GDP의
약 1.7%, 국가예산의 약 10.2% 수준3)

2)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 2014
3)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 도로교통공단,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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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정책, 화석연료의 고갈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세계적으로 친환경
도로교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석유사용량 감소를 위한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년을 목표로
EU의 경우 22.4km/l, 일본의 경우 20.0km/l 수준으로 연비규제 계획
최근 화석연료사용 저감,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새로운 에너지 동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확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분야에서는 교통운영에서의 탄소배출
저감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건설과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 지속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고령화가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
UN은 ’50년 세계 인구의 20%인 약 20억 명이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4)
- 우리나라의 경우 ’00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7%에 달했으며, ’18년에는 고령자 비율 17%의
01. 개요

고령사회, ’26년에는 고령자 비율 20%의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발이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해 상당기간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우선시 되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

 도시의 고밀화 및 지속적인 도시화 진행으로 한정된 도로시설의 활용도 및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중요성이 증대
’14년 세계 도시화율은 54%로 도시화 속도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50년 세계 도시화율은
약 66%로 증가가 전망
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도시화율은 각각 73.4%, 81.5% 달해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측면의 부작용이 발생
자원의 제약,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인프라 확장이 제한되어, 기존 도로인프라에 ICT기술을
접목해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 주목

4) 60살 이상 노인 20억명, 세계 인구 5명 중 1명, Economyinsight,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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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Ⅰ. 미국
 ’13년 오바마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Fix-it-First 계획을 공표5)
기존 보수사업과는 별도로 500억 달러를 확보하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400억 달러를 도로, 교량,
공공 교통 및 공항의 긴급 보수에 투자할 계획
교통인프라 보수사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 중
유지관리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물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을 수립

 미국은 ’99년 GASB(정부회계기준 위원회)를 통해 재무보고에 도로 등 공공재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회계 제도를 구축한 이래, 자산평가기법 정립, 자산관리전략 수립, 자산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추진6)
MAP 21연계, Transportaion Asset Management Plan 등
Transportation Asset Management Expert Task Group 구성/운영
’13년까지 고속도로 인프라 건전도 평가방법 고도화 추진
’12년까지 위험도기반 교통자산 관리 체계 구축
Transaction Asset Management Guide(2013), Practical Guide for Quality Management(2013) 등

 미국은 ’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MAP-217) 을 통해 장기적인 육상교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8)
’15년도부터 MAP-21을 확대 적용하여, 회계연도 동안 미국 내 육상교통수단 관련 프로그램에
1,030억 달러,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224억 달러 규모로 투자9)

5) 米國のインフラ老朽化どFix-it-First“, 建設經濟硏究所, 2013
6) FHWA(www.fhwa.dot.gov), 2015
7) MAP-21 : The 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
8) http://www.fhwa.dot.gov/map21, FHWA, 2015
9) Apportionment of Federal-aid Highway Funds(http://www.fhwa.dot.gov/map21/funding.cfm), FHW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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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21은 정부의 육상교통 투자 정책방향이나 이와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에 따라 육상교통 운영의
능률화 및 성능중심의 평가에 초점
미국에서는 낙후된 도로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 도로 계획의 개선, 도로인프라 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투자개선 등을 추진
- 기존 주정부 도로 계획들을 개선하여 성능관리와 비용편익분석에 중점
- 주정부 교통국의 정책 및 계획을 미국의 육상교통 경쟁력 확보,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
여행자들의 편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에 초점
- 각 주정부 도로인프라 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미국 내 육상교통 운송 시스템을 확장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 장기적 관점의 첨단 도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 미국 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율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지원하는 예산을 매년 10%씩 증가

 기존의 교통 네트워크를 다수단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전략
계획(’12년~’16년)을 수립10)
교통전략 계획은 공공 건강 및 안전 증진, 교통 시설의 보수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경쟁력 지원,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목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을 운용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설정

 합리적인 교통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교통수요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11)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 시간과 공간의 제약, 2) 통행 및 활동 의사결정시 발생하는 개인 간
상호작용, 3)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연속된 통행사슬, 4)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
활동기반모형은 통행자체 보다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정기적/비정기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시작

10) Transportation new generation for a strategic plan, USDOT, 2012
11) Travel Demand Forecasting: Parameters and Technique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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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통행배정모형은 활동기반모형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동적통행배정모형이 고려하기
어려웠던 교통혼잡의 악화, 교차로 대기차량의 증가와 같은 변화들을 고려하여 교통류 흐름을 보다
현실적이고 시공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
교통시뮬레이션 모형은 교통네트워크상에서 개별자동차들에 대한 움직임을 시간기반의
통행경로선택 알고리즘과 통행배정을 통해, 개발차량들의 시공간 궤도와 통행시간에 대한 정보를
결과물로 나타냄
표 2 교통수요분석 모형의 타당성 검증

모형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국토교통부

데이터

교통네트워크
및 교통존

 링크의 길이
 네트워크와 존 상세도의 정합성
 인구/근로자수 분포에 따른 존 크기
 네트워크의 속성 값
 네트워크의 연결성
 대중교통 통행시간

 GIS 센터라인 파일
대중교통 재차인원 조사자료

사회경제지표

 가구소득, 차량보유대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직업의 유형
특별통행유발 시설의 위치
지역별 인구수
존별 가구 및 직업 분포

 센서스 자료
 분기별 직업 및 소득 자료(QCEW)

통행발생

 다른 지역과의 일인당일평균통행수
비교
 일인당일평균통행수와 다른 변수
관계성 검토

 코든 라인에 대한 교통량 자료
 해당 지역의 이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국가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01년, ’09년)

통행분포

 통행유형별 통행 시간과 거리 분포
 거리별 유동근로자 수
 지구별 희망노선도
 존내부 통행
 차종별 외부존의 통행량

 미국 커뮤니티 조사(ACS)
 센서스 교통계획 패키지(CTPP)
 본 보고서 4장
 코든 라인에 대한 교통량 자료
 해당 지역의 이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국가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01년, ’09년)

 통행시간대와 첨두시간
 통행시간대별 통행속도

 상시교통량 수집자료
 국가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01년, ’09년)
 해당 지역의 이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대중교통 재차인원 자료

통행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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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주요테스트

데이터
 스크린라인에 대한 교통량과 대중교통 조사
자료
 센서스 교통계획 패키지(CTPP)
 대중교통 재차인원 자료
 국가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01년, ’09년)
 모형정산에 활용되지 않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대중교통
통행배정

 주요 대중교통 역/정류장 탑승인원
 버스노선, 대중교통축, 스크린라인
교통량
 환승주차장 이용 수요
 환승률

 대중교통 재차인원 자료
 주차장 이용대수와 같은 특별조사 자료

일반차량
통행배정

 스크린라인, 컷라인에 대한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 비교
 배정교통류와 관측교통류의 통행속도/
시간 비교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의 시간대별
방향별 비교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의 도로기능별
차종별 비교

 상시교통량 수집자료
 교통량 관측 자료
 도로교통모니터링시스템 자료(HPMS)
 GPS 탑재차량을 이용한 속도조사 자료 등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수단분담

 지역별 사회경제지표별 수단분담률
 구축된 수단분담 모형의 계수값
 지구단위의 통행량
 서비스수준에 따른 계수의 민감도
분석/탄력성

자료 : Travel Demand Forecasting: Parameters and Techniques,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2

 미국에서는 교통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수집, 보존, 검색과 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12)
미국 정부는 35만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교통부의 교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방향성을 제시

 FMCSA에서는 버스승객에게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 및 승객안전정보를 제공13)
연방정부는 버스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수행 중
버스 승객에게 안전한 버스 이용방법, 비상구 위치와 활용방안을 제공하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승객안전정보 제공방법을 교육
12) Improving Management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NCHRP 20-90, TRB, 2013
13) Buckle Up! - Safety Belt Use for Bus/Motorcoach Drivers Brochure, DO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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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친환경 정도에 따른 인증 기준을 수립하여 도로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가 시행14)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미국 워싱턴대학교와 CH2M HILL사가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Greenroads 라는
친환경 도로 인증 기준을 수립
인증 기준은 Certified, silver, gold, evergreen의 4가지로 구분되며 의무적인 사항을 제외한 자발적
사항의 충족 수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
- 의무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친환경 검토, 생애주기비용 검토, 도로 포장 생애주기 분석, 포장품질 관리
계획, 소음 저감 계획, 폐기물 활용 계획, 오염 방지 계획, 빗물 오염 및 활용 계획, 포장 관리 계획, 현장
관리 계획, 교육 및 홍보의 11개로 구분
- 자발적인 사항은 크게 환경/수자원, 접근성/자산, 시공단계 활동, 재료/자원, 포장기술, 소비자
신용도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별로 1~5점까지의 배점으로 구성
- 인증제가 요구하는 기준과 표준 절차 및 항목은 정해져 있지만 발주기관과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지형과 기후에 유연하도록 가변적으로 운영
그림 3 Greenroads 인증제 등급 구분

자료 :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김상범·곽현준, 대한토목학회지(33호), 2013

일리노이주는 신규 및 기존 도로의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수행 메트릭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로 건설 시
I-LAST(Illinois Livabl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4단계의 인증 제도를 적용
- 평가 기준은 4단계로 구분되며, Certified, Silver, Gold, Evergreen 으로 등급화
- I-LAST의 평가 기준은 환경적 자원의 최소화, 에너지 소비 최소화, 고속도로의 역사적·경관적·심미적
특성 강화 및 보호 그리고 시설물과 커뮤니티, 자연환경 및 경제적 환경의 균형 고려를 의미

14)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김상범·곽현준, 대한토목학회지(33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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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LAST 인증제 등급 구분

자료 :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김상범·곽현준, 대한토목학회지(33호), 2013

 미국은 ’91년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15) ’ 제정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추진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
시행 본격화16)
연방정부는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성 제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방정부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운영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14년 ITS Strategic Research Plan(’15년~’19년)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하여 양방향 인터넷이 가능한 Connected Vehicles 및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15)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16)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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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U
 유럽의 도로교통연구자원위원회(ERTRA)는 ’30년까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아젠다를 제시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교통 체제의 신뢰성 향상, 교통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아젠다를 도출17)
- ’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장거리 운송 교통량 증대, 교통의 정시 정확도 향상, 교통사고
감소 및 운송물 분실 저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
- 효과적인 도로 교통 시스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 이동성, 교통 상호작용, 장거리 교통 체계의
세가지 분야에 따른 주요 연구 분야 및 과제를 도출
•주요 연구 분야는 차량, 도로 인프라, 물류 이동 서비스, 에너지 및 자원으로 구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그림 5 ERTRAC의 연구 아젠다 도출 체계

자료 : ERTRAC Strategic Research Agenda 2010, ERTRAC, 2010

유럽의 ERTRAC(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은 ’30년까지의 ‘안전한
도로교통(Safe Road Transport)’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도출18)
- 안전한 녹색교통시스템을 통해 ’15년까지 사고를 20% 감소, 통합안전도로교통시스템을 통해 ’20년까지
사고를 30% 감소, ’30년 교통사고 제로 등을 목표
- 도로이용자의 안전, 안전한 자동차, 운전향상지원시스템, 교통안전분석, 안전한 사회시설, 도로안전 및
보안을 위한 협동, 물류보안 등에 대한 기술 방향성을 제시
17) ERTRAC Strategic Research Agenda 2010, ERTRAC, 2010
18) European Roadmap Safe Road Transport, ERTRA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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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afe Road Transport 로드맵 도로사용자 안전분야 로드맵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자료 : European Roadmap Safe Road Transport, ERTRAC, 2011

 EU 소속 국가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
영국은 ’27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감축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19)
- 전기차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차 도입에 따른 효율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EU는 최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에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20)
EU는 유럽 교통지원프로그램 ‘범 유럽 네트워크(TEN-T)’ 예산 중 4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총 소요예산은 840만 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
’15년까지 EU내 155개 충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는
VDE(독일전자전기정보기술협회, 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
시험 인증연구소가 수행
- 상호운용성에 대한 연구와 지속 가능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계획을 위한 프레임 구성과 관련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며 오는 ’15년 12월에 종료될 계획
19) PLUGGED-IN FLEETS : A guide to deploying electric vehicles in fleets, The Climate Group, 2012
20) http://yeogie.com/news/entry/10438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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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도로포장 등 교통인프라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와 과제발굴을 지속21)
유럽에서는 ’13년부터 Infravation Project를 통해 교랑, 터널, 도로포장 등 교통인프라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13년 9월부터 ’15년 8월까지 노후 인프라관리 관련
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유럽은 차량안전평가, 안전부품활용, 사양규정 등 기술기준을 통해 자동차 안전 사양을 확정
유럽의 신차안정성 평가프로그램(euroncap)에서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년까지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평가를 수행22)
- euroncap은 Adult Occupant Protection, Child Occupant Protection, Pedestrian Protection, Safety
Assist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며, 각 평가기준이 일정범위 이상일 경우 5 Star로 평가

유럽위원회는 ’15년까지 우선 6개 항목(도로 교통 데이터의 적정화, 운수 화물 관리 시스템의 계속성,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도로 안전 및 보안, 차량과 교통 인프라의 통합, 데이터 보호와 책임, 유럽 ITS의 협조)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사양을 규정한 위임 법령(Delegated Act)을 각각 채택23)
- 최소한의 무료 교통 정보 서비스, e-call(범유럽 자동 긴급 통보 시스템), 트럭 주차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의 위임 법령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진행
- 이러한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 법령을 작성할 계획

유럽위원회는 특히 인명과 관련된 e-call을 중요 항목으로 지정하고, ’15년 10월까지 동 시스템에
대응한 콜 센터 등의 인프라 정비 시스템 구축 및 신차에서의 탑재 의무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

 유럽은 European Road Safety Action Programme을 통해 ’20년까지 도로교통사망자를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
도로안전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중앙분리대 및 중앙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시설 방향과 성능규정을 제안24)
- 유럽연합 표준 1317(European Norm 1317) 뿐만 아니라 운전조건에 따른 안전시설 보호수준 확보를
규정

21) www.infravation.net, 2015
22) http://www.euroncap.com, Euro NCAP, 2015
23) EUにおける自動車IT化の取り組み, 日本貿易振興機構, 2014
24) Road Safety and Road Restraint Systems, ER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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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Road Assessment Program 및 Pilot 4 Safety Program을 통해 오토바이 안전을 위한
도로설계 정책 및 표준을 제공25)
- EU 회원 국가들은 오토바이 특화 도로평가 프로그램을 공식화하여 오토바이 통행자들을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도로평가의 운영적 변화를 도출
- 오토바이 통행자를 위한 위험경고를 위한 사전 경고안내를 위해 공사지역에 대해 보조표지를 사용

 유럽위원회는 유럽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The Single European Emergency Number 112 설치하고,
e - call을 시행할 예정26)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112를 설치하고 있으며, 적합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
’15년 10월까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이 자동으로 유럽 긴급전화 112에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신고하는 e-call을 시행할 계획
 유럽은 ’88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시켜 오고 있으며 ’14년 Euro 6 규정을 통해 차량 배출
NOx, PM을 0.46, 0.11로 제한27)
’88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한 Euro 0~5가 규정되었으며,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서는 ’93년부터 Euro
1~6가 규정
- THC, NMHC, NOx, HC+NOx, PM 물질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대형차량의 경우 Euro 6가
논의 중
표 3 EURO 배기가스 기준(승용차기준)

Euro standard
Euro 1

Date enforced
’93년

NOx
8.0

PM
0.36

Euro 2

’96년

7.0

0.15

Euro 3

’01년

5.0

0.10

Euro 4

’06년

3.5

0.02

Euro 5

’09년

2.0

0.02

Euro 6

’14년

0.46

0.01

자료 : http://www.cumminseuro6.com, Cummins, 2015

25) Infrastructur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Motorcyclist Crashes in Europe, ITSP, 2012
26) http://www.eena.org/, European emergency number association, 2015
27) http://www.cumminseuro6.com, Cummin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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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TEN-T 사업에 포함시켜 유럽 국가의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지원28)
유럽은 유럽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연구개발, 시험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유럽 차원의 교통정보 공유를 위한 상호운영성, 호환성 확보를 추진
유럽 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범유럽 아키텍처와 표준 준수를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개방형 차량 플랫폼 개발 및 도입을 지원
차량-도로간 연계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도로간
정보연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연구프로그램(CVIS, SafeSpot, COOPERS) 등이 이에 해당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Ⅲ. 영국
 영국은 도로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THINK!프로그램을 운영 중29)
THINK! 프로그램은 사고와 관련된 주요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시, 캠페인 활동 등을 수행
- 주요사고 유형은 음주 · 약물운전, 자전거 · 오토바이, 국도운전, 휴대전화사용, 말(馬), 피로, 속도,
안전벨트 등으로 구분
그림 7 THINK! 도로안전 홍보 포스터

자료 : http://think.direc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15

28)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29) http://think.direct.gov.uk/, Department for Transport, 2015

18

국토교통부

2015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도로교통분야

 영국은 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갓길을 활용한 정체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영국의 성공적
도로정책 중 하나로 평가30)
정체 지점을 보다 완화시키기 위해, 도로 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갓길을 주행 차로로
바꾸는 정책
현재는 정체 시에 한정해 갓길을 주행 차로로 전환하는 “dynamic hard shoulder(동적 갓길)”로 가변
속도 규제와 조합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에서는 주류의 정체 대책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혼잡(Congestion)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동성(Mobility) 제고를 위해
교통혼잡을 정량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활발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Ⅳ.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기 건설된 교통시설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Better Use
programme을 운영31)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사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12년에 실시된 국토관리 조사에서 95%의 시설물들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인접 유럽
국가 중 교통시설물 안전성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

 네덜란드는 도로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이동성과 접근성의 동시 향상을 위해 SAR(Sustainable
Accessibility of the Randstad) 연구를 수행32)
SAR은 The Randstad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네덜란드의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연관성을 연구

30) 政權交代後の道路改革と最新施策, 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濟機構, 2013
31) By 2020, motorists travelling in the rush hour must be able to arrive punctually 95percent of the time, despite heavier traffic and unexpected
congestion, Rijkswaterstaat, 2013
32) Sustainable Accessibility of the Randstad (http://www.nwo.nl), NW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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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교통계획은 기존 도로 통행량 저감 및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제도와 신규 도로 신설 관련
제도로 구분
기존 도로 통행량 저감을 목적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수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Toll Gate 통행료 정책을 운영
- 도로의 시간대별 교통 혼잡도에 따라 부과금액의 차등적인 조절이 가능하여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공정한 운영방식
- 통행자가 스스로 교통혼잡 유발원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징수를 인정하도록 유도

Rijkswaterstaat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12년부터 131km의 추가 차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 추가된 모든 차로들은 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
- 추가 차로제도 시행 이후 지방도로와 주요 고속도로의 연결성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추가 차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목현상이 눈에 띄게 감소

독일과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2.5km의 도로(A74 도로)를 구축하였으며, 네덜란드에서 가장 짧은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도로이지만 Venlo의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고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도로 운영을 위하여 태양광 도로 프로젝트, 자전거도로 프로젝트를 추진
네덜란드는 태양 판넬로 포장된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태양광 도로 프로젝트(TNO)를 추진 중33)
그림 8 태양광 도로

자료 : http://www.go-green.ae/, gogreen, 2014

네덜란드는 자전거활용 확대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자전거 구입 지원 정책을 추진 중
- 교차로나 신호등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고속도로를 5개 운영하고 있으며, 2,500만 유로를
투입해 고속도로 2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자전거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또는 추가 보너스를 받는
제도를 마련
33) TNO: 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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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일
 독일은 ’15년부터 ’30년까지의 연방교통 인프라계획을 통해 교통 인프라 강화, 이동성 증대, 도로
네트워크 개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추진34)
독일은 연방교통 인프라계획(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ning)을 통하여 ’30년의
교통 수요 예측에 기반한 ’15년부터 ’30년까지의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개발을 계획
- 연방교통 인프라계획은 수요중심으로 작성되어 향후 도로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독일의 국가인프라
프로젝트의 기초체계
- 동 계획은 ’15년 주기로 갱신되며, 현재 시행중인 계획은 ’30년의 교통예측을 기준으로 ’15년부터
’30년까지의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개발을 계획
그림 9 연방교통 인프라계획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자료 : 연방교통 인프라 계획, 독일연방교통건설부(BMVBS) 홈페이지(http://www.bmvi.de), 2015.04 검색

연방교통 인프라계획의 비전은 여객운송의 이동성 향상, 화물공급보장과 경쟁력증가, 도로안전 개선,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피해 저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구성

34) 연방교통 인프라 계획, 독일연방교통건설부(BMVBS) 홈페이지(http://www.bmvi.de), 2015.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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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5년~’30년 까지 독일연방도로 인프라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법

비전
여객운송의 이동성 향상

화물공급보장과 경제성 증가

도로안전 개선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배기가스 배출감축

추진 방법
  현재 인프라 유지와 현대화
  교통류 개선과 병목지역 제거
  접근성과 연결성 개선
  기존의 인프라 유지와 현대화
  교통비용 감소
  교통류 개선과 병목지역 제거
  화물운송 신뢰성 향상
  결절점간의 연결성 향상 (공항, 항구, 복합교통터미널)
  현존하는 인프라 유지보수 및 현대화
  덜 혼잡한 도로나 안전한 곳으로 교통류를 우회
  교통류 개선과 병목지역 제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
  기 구축 인프라 유지와 근대화

환경피해 저감

  추가 토지개발 제한
  특정 동식물의 서식지역 손실 방지

삶의 질 개선

  교통 소음 감소
  도시 내 교통체증 감소

자료 : 연방교통 인프라 계획, 독일연방교통건설부(BMVBS) 홈페이지(http://www.bmvi.de), 2015.4

연방교통 인프라계획의 주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및 이동성 강화와 도로네트워크 개선
관련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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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일연방교통 인프라계획의 주요정책

구분

정책

방법

1

독일 교통 인프라 강화

  독일은 유럽권 수준으로 향후 동유럽교통네트워크를 보여주는
TEN-T 가이드라인을 FTIP로 수용
  확충된 동유럽 교통이용자들의 수요기대와 인프라 개선
  효율적인 동독 교통인프라 건설
  독일연합교통프로젝트에 대한 미래투자
  인프라를 위한 유럽지역개발재원 이용
  동서 루트를 강화 위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대

2

통합교통시스템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결

  도로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개선
  다른 교통수단 연결책 확충

3

통합교통 촉진

4

교통시스템에서 병목현상 제거

5

우회도로 건설

최신 교통 기술 증진

  혼잡방지계획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6

  화물부문에서 통합 교통 환적 이용시설
  통합된 교통 이용시설을 위한 연합재원

  현대교통기술 개선
  정책입안자, 산업, 교통부문과 서비스 제공자를 함께
데려오기 위한 교통텔레마틱에 대한 새로운 포럼
  간선도로를 위한 텔레마틱기술 시험
  특히 화물수송같은 향후 이동성에 대한 연구와 개발
  상업이용의 자기부상식기술

자료 : 연방교통 인프라 계획, 독일연방교통건설부(BMVBS) 홈페이지(http://www.bmvi.de), 2015.4

 독일정부는 향후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상 공공 충전인프라를 큰 폭으로 확장할 것이며, ’20년까지
7,000개의 급속 충전시스템과 2만 8,000개의 일반 충전시설 설비를 구축할 계획35)
독일 정부는 ’20년까지 총 100만 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추진 중이나, ’15년 초까지 등록된
전기자동차수는 1만 2,000대에 불과한 수준
독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판단, 독일 내 충전 인프라 확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 현재 독일 내 소재한 공공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4,800개에 이르는 것에 비해 급속 충전시설의 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며, 이외 각 가정이나 작업장에 설비된 시설이 존재

35) http://yeogie.com/news/entry/10438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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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본
 일본은 수소연료전지차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전국 100여개의 수소 충전소 건립이
목표36)
도요타 수소연료전지차량 출시시점부터 차량 1대당 202만 엔을 지급하고, 도쿄 및 후쿠오카 등
지방보조로써 100만 엔을 지원
- 차량 구입 시에도 200만 엔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수소 충전소 구축 개소당 최대 2.5억 엔을 보조하고 있으며, ’13년 18기, ’14년 24기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완료한 상태
- 정부는 평균 4억 6,000만 엔 정도 소요하는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에 2억 8,000만 엔을 상한으로 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13년 10월 “운전 지원 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37)
‘운전지원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서 고속도로상의 운전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일반도로에서의 운전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인프라 협조 방안을 마련
 ’13년의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점검 기준의 법정화 및 국가에 의한 수선 등 대행 제도를 신설38)
 ’13년 11월에는 “인프라 노후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이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을 ’14년 8월에 공표39)
국토교통성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중요도 및 시설의 건전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점검을 실시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변화 방향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의 기능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요구40)
고속도로의 대규모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포함한 어셋 매니지먼트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검토
36) 일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 주력 ,KOTRA, 2014
37) 運転⽀援システム⾼度化計画, IT總合戰略本部, 2013
38) 道路の老朽化對策の本格實施に關する提言, 國土交通省, 2014
39) 国土交通省インフラ長寿命化計画（行動計画）, http://www.mlit.go.jp/, 國土交通省, 2014
40) 高速道路の老朽化策, 參議院,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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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기능을 도로 유지보수 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부속물의 손상, 기능의 상실 등을 위한 보수비를
일정액 계상

 일본은 ’96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한 「ITS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추진41)
일본의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VICS)를 이용하는 차량 수가 2,400만대이고, ETCS를 이용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 비율이 80%를 초과(’09년 기준)
일본은 ’04년 ‘ITS 촉진회의’를 통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하나의 차량장치로 여러
서비스를 구현하는 범용 플랫폼을 구현하고 도로교통 안전 제고를 위한 차량-도로간 연계를 추진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Smart Way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차량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도로연계시스템에 대한 현장시험 진행 중

41)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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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중국
 중국은 ’20년까지 전기차량을 500만대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중42)
’14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1만 8,000대로 ’13년도 대비 38% 증가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전기차량 시장으로 부상
12차

5개년 계획(’11년~’15년)에 따라 중국전역에 전기 충전소 2,000곳, 40만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
전기차의 보조금은 ’11년부터 ’15년까지 지원 예정이었으나 ’20년까지 연장하여 구매보조금 지원을
'14년에 결정하여 추진 중
전기차의 세제혜택의 경우도 ’14년 9월부터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차, 연료전지차 3종
차량에 대한 소비세 10%를 ’17년까지 감면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16년도까지 공공기관은 30%에 대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도입을 의무화
친환경 시범도시의 경우 ’10년 25개에서 ’15년 기준 현재 39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와 별도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국은 수소전지자동차 구매에 대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을 증액할 예정43)
차량 1대당 ’14년도에는 RMB 19만 위안, ’15년도에는 RMB 18만 위안, 상용차에는 50만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며, 북경, 상해, 심천, 무안, 서안, 남경, 장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
 중국은 도시 확대와 차량 증가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44)
중국 정부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로교통 효율성 제고, 교통문제 해결, 운송안전 확보, 환경오염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관심을 집중
중국내 추진된 관련 프로젝트만 4,527건에 달하고 현재 중국 내 ITS 관련 기업은 2,000여개로 집계
「중국

제12차 5년 교통운수계획」이 발표되면서 중국 ITS 산업의 투자규모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
- 「’13년

중국 도시 ITS 시장 연구보고」에 따르면 ’08년~’12년 도시 ITS 시장은 연평균 20.2%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20∼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42) ‘스모그와의 전쟁’ 최종병기 전기차 500만대 늘린다, 아주경제, 2015
43)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확대, 환경부, 2015
44)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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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한국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교통체계 및 미래형 교통기술 구현, 교통안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45)
자전거 및 보행교통의 활성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구현, 적극적인 교통수요 감축 등을 통한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
미래형 교통기술 구현을 위해 미래형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및 활성화,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교통 연구개발사업 확대
교통안전 및 재난대응을 위해 교통수단별 교통안전체계 구축, 기간교통망 재난발생 대비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추진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해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 수립, 고령화 사회 및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교통약자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
표 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구분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교통수단간 수송분담구조 확립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간선철도망 고속화 및 전철화
 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하는 교통체계구축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방법

 G-7 수준의 항공교통 실현
 항만 및 해운 네트워크 구축 강화
 비용절감형 내륙 물류체계 확립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다양한 환승체계 보급
 KTX 역세권 교통연계거점 구축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복합환승센터 본격 추진
 다양한 환승체계 보급
 KTX 역세권 교통연계거점 구축

45)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국토교통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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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정책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대륙연결 및 신항로 개척
 남북 교통망 구축
 글로벌 항공·해운 네트워크 구축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강화
 동북아 교통시장통합의 단계적 확대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방법

 자전거 및 보행교통 활성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적극적 교통수요 감축
 녹색물류 추진
미래형 첨단 녹색교통수단 개발 및 활성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교통 연구개발(R&D)사업 확대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교통수단별 교통안전체계 구축
 기간교통망 재난발생 대비 대응·복구체계
구축
 보안검색 기능 강화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수립
 고령화 사회 및 교통약자에 대비한 교통대책
마련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국토교통부, 2012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효율성/환경/안전, 시설의 개량, 도시의 혼잡해소, 이용자편의를 위해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11 년~ ’20년)을 수립하여 추진46)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을 건설과 개발에서 효율성/환경/안전을 중심으로, 신설
및 확장에서 시설개량 중심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에서 도시 혼잡해소 중심으로 공급자 필요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전환

46)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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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

기본
방향

정비
목표

건설 및 개발

효율성/환경/안전

신설 및 확장

시설 개량

지방 균형발전

도시 혼잡해소

공급자 필요

이용자 편의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자료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1.6

중점추진과제로 국토간선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혼잡구간 정비, 도로 유휴부지 활용, 도로
교통수요관리, 친환경 도로건설 및 운영,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연구개발 확충,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을 제시
- 10개의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해 25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시
표 7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10대 중점추진과제 및 25대 세부추진과제

N0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

국토간선도로망 확충

 국토간선도로망(7×9)과 수도권고속도로망(7×4+3R)의 통합 관리
 축별 추진현황 및 계획
 도로부문별 사업계획

2

대도시권 혼잡구간 정비

3

도로 유휴부지

4

시설간 연계성 강화

 도시부 혼잡구간 우선 정비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
 민간투자 도로사업 효율화 모색
 도로 유휴부지(폐도 등) 활용
 휴게시설 기능 다변화 및 도로변 지역거점 조성
 국가교통시스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교통 지원
 지정·지선국도 등 연계도로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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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

중점추진과제

5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 교통수요 관리

세부추진과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 확충 및 활성화
 녹색교통체계에 부합한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
 고속도로 진출입 교통량 조절 등을 통한 수요관리 시행
 자전거 및 경관도로 사업 확대
 저탄소 친환경 포장공법 도입 및 추진
 도로안전시설 인프라 확충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의 적용성 증대
 도로사업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6

친환경 · 인간 중심의 도로
건설·운영

7

도로관리체계 선진화

8

도로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한
도로기술 선진화

 첨단 IT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도로분야 R&D산업 집중육성

9

도로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제고

 도로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구상

 아시안하이웨이(AH1, AH6)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 도로 및
동북아 연계도로망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동향 파악
 남북 연계도로망 구축은 교통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축 개념의 검토와 함께 남북을 하나의 영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륙차원의 신개념 도로개발 필요

10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의 상호연계성 제고
 도로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효율적 도로관리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한 도로시설 관리

자료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1.6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11년에서 ’20년까지 도로부문에 총 7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이 중에서 고속국도는 약 36%(26조 원), 일반국도는 약 34% (24조 원)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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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도로부문 투자소요(국고기준)

구분
고속국도

도로
2,249km

투자소요
25조 9,300억 원

신설

1,634

22조 1,477억 원

확장

615

3조 7,823억 원

일반국도

3,020km

24조 9,818억 원

확장

2,488

19조 4,336억 원

확국도대체우회도로

532

5조 5,482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769km

4조 2,461억 원

도로관리1)

1식

9조 4,076억 원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1식

5조 3,807억 원

주1 : 도로관리는 운영, 병목지점개선, 노후교량정비, 위험도로개선, 포장도 유지 · 보수, 국도 ITS사업 등
주2 : 위 투자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하되, 향후 SOC투자 증가 및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2011.6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2 년~ ’16년)을 통하여 OECD 평균 교통안전도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현재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12년~’16년)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전 분야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
표 9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정책
목표

도로

Global 10 달성
’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 중위권 진입

철도

1억 km당 사망자수 10% 감축 및 대형철도사고 Zero화

항공

’16년까지 지난 5년 평균(‘07년~’11년)대비 항공기 사망사고 및 비사망사고·준사고의
발생건수 24%감축

해양

’16년까지 해양사고 사망·행방불명 30%감축

자료 :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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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의 5대 추진전략을 제시
표 10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
이용자 행태
개선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교통
이용자 행태
개선

안전한교통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 교재개발 및 수업시수 확보
- 시·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지원 및 운영
- 교통안전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확대
-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 고령운전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지원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검토·추진
- 상습음주운전자 음주시동잠금장치 보급 방안 추진
-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범칙금 및 처분강화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 자동차 보험 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율 확대 적용
- 교통사고 회수·규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 강화 연구
-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
-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 대여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 그린 마일리지제도 도입

사업용 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정비
-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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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배치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계도

-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 보행우선구역 지정·운영 확대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
- 보행자 패턴을 고려한 보도 정비
-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2015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도로교통분야

추진 전략

안전한교통
인프라 구축

중점추진과제

추진내용
- 지명수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 야간·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확충
- 마을 진출·입 도로의 안전성강화
-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사업 추진
-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시
-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요령 마련 및 교육·홍보
-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등
- 국가 교통안전정보 공유체계마련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
-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스마트 교통
수단 운행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활용 확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
- CNG버스 안전관리 개선
-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보급

-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순항제어장치·
(ACC) 보급

- (보조간선도로) 원칙적으로 60㎞/h 이하 규정
- (생활도로) 30㎞/h 이하 하향 조정
- (교통사고 잦은 도로) 현행 제한속도에서 최소 10㎞/h
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확산
- e-Call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 지정체 구간 응급통로 확보대책 수립 및 기상변이구간의
응급구조체계 선진화
-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
- 중증외상센터 건립 및 재정지원
-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자료 :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국토교통부·관계부처 합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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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차, 천연가스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증진을 위해
맞춤형 재정지원, 이용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책이 추진 중47)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간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 보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혼잡통행료 할인 등 운행단계에서의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지속 보완하여 차종별 맞춤형 보급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
표 11 시장변화에 따른 차종별 맞춤형 보급전략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추진 전략

적용시점

현재여건

보급전략
- 소비자 선호에 따른 시장 경쟁
위주 보급
- 보조금 지원 및 일부 세제 감면
병행

하이브리드차
(HEV)

현재형

- 다양한 차종
- 연료비 절감
- 가격경쟁력 확보

전기차
(EV)

현재형+가까운
미래형

- 가격경쟁력 향상·
(배터리가격 하락)
- 차종 점차 확대

- 시 장 경 쟁 확 보 이 전 차 량
보조금,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수소연료전지차
(FCEV)

미래형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유력
- ’13년도 국내 최초 양산

- 세계시장 선점 지원
- 공공부문 중심 시범 보급('20년
500대)

천연가스차
(CNG)

개선형

- 일반 CNG버스 위주 지원
- CNG하이브리드버스, 청소차 ·
- 환경성·연비효율이 높은 CNG
중심의 보급정책 전환·
하이브리드 버스시범 보급 추진
(’15년부터)

자료 :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p.10, 환경부, 2014

 환경부·기재부·안행부 등은 친환경차량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정책을 추진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 1월 1일 이후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구매자에 대하여 100만 원을 지원
- (지원기준) CO2 배출량 97g/km 이하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량 구매자에게 100만 원 지급
- (예산현황) 300억 원(3만대 보조금 300억 원)
- (적용) ’15.1.1 출고분(구매자에 양도된 날)부터 지급

47)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p.10, 환경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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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제작사

현대차

토요타

포드

모델명

LF소나타
하이브리드
(16인치타이어)

LF소나타
하이브리드
(17인치타이어)

프리우스

프리우스V

렉서스
CT200h

퓨전
하이브리드

CO2
배출량 (g/km)

91

95

97

92

91

92

배기량 (cc)

1,999

1,999

1,798

1,798

1,798

1,999

전기차의 경우도 모델에 관계없이 ’15년 기준 1대 당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방비 추가보조
(300~800만 원)을 지원하며,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
-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을 ’20년까지 1,600기로 확대·설치하여 이용 편리성을 높여나갈 계획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그림 11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단계별 확충계획

자료 :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p.10, 환경부, 2014

수소차의 경우 현재 총 72대가 보급되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는 중으로 구입시
5,500만원 규모를 지원
- 향후 차량가격 안정화 등 상용화 가능 시점부터는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으로 전환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

천연가스차의 경우 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경유버스 대비 천연가스차량 가격의 차액을 지원
-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대체하기 위하여 ’00년부터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대당 600만 원
~2,000만 원을 국고로 보조
- ’15년부터는 CNG버스 보급정책을 전환하여 대도시는 CNG하이브리드 버스를 보급하고, 중소도시에는
CNG버스 보급을 지속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CNG하이브리드 버스를 중점 보급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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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저감량
(단위 : 누적 Ton)

’11년
11,640

구분
배출저감량

’12년
12,355

’13년
13,833

자료 :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p.10, 환경부, 2014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세제액을 최대 310~420만 원까지 감경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기존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등록세,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매입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해 일부 면제
표 14 친환경차 구매 세제감경 혜택

감경액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최대 130만 원
최대 260만 원

구분
개별소비세·교육세

근거법률
조세특례법(기재부)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취·등록세

최대 140만 원

최대 140만 원

지방세특례법(안행부)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매입면제

최대 40만 원

최대 20만 원

도시철도법시행령

합계

최대 310만 원

최대 420만 원

-

 국토교통부는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을 통하여 남북축(7축), 동서축(9축), 순환축(6축)을 중심으로
도로망 연장을 계획
고속도로는 장래 교통 여건, 추가적인 교통유발 개발계획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통 지·정체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수행
국도는 장래 교통수요, 도로망 연계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표 15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구분
제1축

남
북
측

주요경유지
강화~인천~군산 ~목포(서해안)

계획연장 (km)
630.8

제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780.0

제3축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중부, 제2중부, 경부)

539.8

제4축

철원~포천, 양평~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370.1

제5축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449.8

제6축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405.8

제7축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428.0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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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축

동
서
측

주요경유지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계획연장 (km)
399.1

제2축

무안~광주, 광주~남원~함양(88), 함양~울산

425.9

제3축

새만금~전주, 익산~장수, 무주~대구~영천~포항

336.8

제4축

당진~대전, 공주~청원~상주~안동~영덕

546.0

제5축

당진~천안~오창~괴산(경부), 문경~울진

258.8

제6축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제천)

250.4

제7축

인천대교, 인천~안양, 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

451.8

제8축

인천~일산, 하남~서울~홍천~양양

186.8

제9축

강화~문산~화천~간성
소계

제1축

서울외곽순환

128.0

제2축

수도권제2외곽순환

241.7

제3축

대전남부순환

13.3

제4축

대구순환

62.6

제5축

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2배후

64.1

제6축

광주순환

84.6

소계

합계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순
환
측

211.5
3,067.1

594.3
7,265.7

 국토교통부는 ’14년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을 발표하고, 국민안전 보장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설정48)
국민안전보장에 대한 미래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기간시설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 국토교통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SOC의 패러다임을 ‘SOC신설’에서 ‘기존SOC개선’으로 전환
- 국민행복 확대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 생활복지 향상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국민안정과 니즈충족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
- 재해·재난 등에 선제적 대응 및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기술 개발·구현으로 안전한 국토공간을
실현

SOC 시설물의 장수명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진단, 보수·보강 장비를 자동화·무인화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관리를 구현
- 주요추진전략 중 지능형 인프라 자동관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SOC 시설물 관련
보수·보강 장비 강화 방안을 마련

48)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안) (’14~’23), 국토교통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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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위험도도 커지므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기술 필요함에 따라, 국가 주도로 하는 재해 시설물의 보수·보강기법 개발방안을 마련

 ’13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로 분야, 철도분야, 해상분야, 항공분야 총 84개 기관과 함께 육해공 전반에
걸친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49)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00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을 수립
’00년 이후 지능형교통체계의 국가 표준에 해당하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 및
센터간 교통정보교환 기술표준, 버스정보교환 기술표준, DSRC 기반 기술표준 등 5개 기술기준을
제정, ITS 시장활성화를 위한 58개 단체표준을 정의함으로써, 국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이룸
’0 9 년 육 상 · 해 상 · 항 공 분 야 의 지 능 형 교 통 체 계 를 체 계 적 으 로 개 발 · 보 급 하 기 위 하 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완성하고, ’11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및 ‘지속가능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년~’20년)’을 수립
’13년 10월 기관별 ITS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13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교통기술개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국가교통기술 5위 국가 달성’을
목표로 하는 ’13년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 ’13년에 총 4,851억 원을 투자
표 16 ITS 관련 주요 법령체계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I, II, IV), DSRC를 이용한 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 대중교통(버스)정보교환 기술기준

고시

 ITS 업무요령, 교통정보제공 업무요령, ITS 성능평가 요령

훈령

 ITS 사업시행지침(VDS, AVI, VMS, CCTV),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관리지침, 건널목 관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운영지침 등

고시

49) 2013년 ITS 백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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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부터 5년간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50)
국토교통부는 ‘2018년, 선진 교통기술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3조 5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도로 및 자동차, 물류, 철도 등 각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 예정
표 16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4년
293,880

’15년
261,082

’16년
184,420

’17년
167,251

’18년
193,950

총계
1,100,583

물류

19,600

22,300

22,500

22,900

23,200

110,500

철도

136,633

194,618

225,552

239,257

277,785

1,073,845

항공

49,864

125,533

196,735

246,436

230,800

849,368

해운항만

26,425

64,570

99,475

122,250

104,525

417,245

합계

526,402

668,103

728,682

798,094

830,260

3,551,541

02.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구분
도로 및 자동차

그림 1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수립 경과

50)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14~2018), 국토교통부, 20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03. 자동차
Ⅰ. 주요 선진국 동향
1. 시장동향
 세계 자동차시장 규모는 ’12년 1조 5,211억 달러에서 연평균 7.2%로 성장하여 ’17년 2조 1,518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51)
그림 13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금액 기준)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MarketLine, 2014

’13년 기준, 권역별 자동차시장 비중은 아시아가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미국(27.3%), 유럽(25.3%) 순
표 18 ’13년 주요권역 및 국가별 자동차 시장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금액(억 달러)

아시아
6,950

미국
4,153

유럽
3,842

중동
145

그외
121

합계
15,211

비중(%)

45.7

27.3

25.3

1.0

0.8

100

자료 :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MarketLine, 2014

51)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MarketLi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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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기준, 자동차 시장규모 상위 5개 국가 중 중국, 미국 시장은 전년대비 판매대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 브라질, 독일은 전년 대비 감소52)
-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중국은 자동차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14.2%가 성장하여 자동차
시장규모 상위 5대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성장
그림 14 상위 5개국 전년대비 자동차판매 대수

03. 자동차

자료 : 2014 Outlook of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Frost & Sullivan, 2014

(1) 자동차 안전향상 및 IT융합자동차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는 ’13년 기준 203조 원 규모이며, ’18년까지 약 7%의 성장이 전망53)
세계 스마트카 시장 중, 소비자니즈·규제 대응 위한 파워트레인·안전 관련 전장품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
그림 15 세계 스마트자동차 시장규모 추이

자료 :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3

52) Global Automotive Manufacturing, MarketLine, 2014
53)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1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자동차의 부품 전장화 및 통신망 연결기능 강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치 등 차내 고부가가치 ICT 구성품 시장이 급성장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장품 원가의 비중(%)은 ’05년 19%에서 ’10년 40%, ’20년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54)
- 자동차 1대에 장착되는 반도체 원가는 ’12년 380달러에서 ’15년 49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2년 자동차용 7인치 디스플레이가 37%를 점유하는 등 고사양화 추세가 지속

자동차용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은 전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급성장
그림 16 자동차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3

통신망 연결 가능 자동차 비중은 ’12년 12%에서 ’15년 31%, ’18년 63%로 증가가 예상
- 자동차의 통신망 연결은 차체내장 방식이 스마트폰을 통한 간접연결보다 우세할 전망으로 이는
자동차가 새로운 스마트기기로 부상함을 시사
그림 17 통신연결 가능 자동차 비중 추이

자료 :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3

54) Automotive Electronics System Demand Forecast 2011 to 2020, Strategy Analytics,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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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자동차
 향후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반 확대 속에 지속 성장하여
’22년에는 판매대수가 1,34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55)
현재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주도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22년까지 지속
향후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친환경 자동차시장 확대에 기여
- 수소전지자동차의 경우 시장진입 초기단계로서 향후 내연기관 시장을 대체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2년 기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48%로
대등한 수준을 형성
그림 18 친환경차 시장규모 전망추이
03. 자동차

자료 : 2014 Outlook of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Frost & Sullivan, 2014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발생
최근 3년간 미국, 유럽, 일본의 친환경차 판매추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56)

55) 2014 Outlook of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Frost & Sullivan, 2014
56) 환경부(2014),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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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기준 전년 대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미국 234.7%, 유럽 85.9%, 일본 41.2%의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약진이 예상
표 19 주요국 친환경 자동차 현황

’11년
대수
%
268,752
4.4

’12년
대수
%
434,498
6.0

유럽

99,822

0.8

144,573

1.2

208,934

1.8

일본

663,990

18.8

870,000

19.0

1,015,356

22.3

미국

7,671

0.1

38,584

0.5

49,008

0.6

구분
미국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13년
대수
%
495,68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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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04

0.0

8,804

0.1

23,711

0.2

일본

3,742

0.1

13,178

0.3

12,972

0.3

미국

10,064

0.2

14,251

0.2

47,694

0.6

유럽

11,263

0.1

17,707

0.2

32,909

0.3

일본

11,861

0.3

55,513

1.2

78,384

1.7

자료 : 친환경차보급정책, 환경브리프, Vol.4, 환경부, 2014

 유럽,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정부지원책에 의해 견인되어 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과 미국
시장은 정부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친환경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미미한 다른 국가에서는 판매가 부진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12년도 친환경차 보급 전략 추진 이후 급격한 성장
- 중국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전략’을 통해 ’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500만 대 보급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관련된 보조금 정책을 제시
-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14년 중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4년 세계 4위 수준인 74,763대를 기록

미국, 일본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산업내 업체간 경쟁과 친환경자동차 수요자에 의해 시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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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자동차 안전 향상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자동차 운행 중 돌발 및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이 지속
미국은 운전자에게 운전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운전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센서
연구를 진행
- DRIVE-SMART 시스템 연구에서 운전 계측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수집 및 해석을 기반으로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57)
•차선과 운전자 머리 위치에 대한 실시간 MV 적용
•두 개의 비디오 채널의 저장 및 수집이 가능한 강력한 프로세서
•차량 네트워크로부터 CAN(Control Area Network) 정보를 입력하는 능력 보유
•GPS알코올 센서, 레이트 자이로, 가속도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센서 보유
03. 자동차

•자료 다운로드, 시스템 상태 점검 또는 사고 인식 등에 와이파이를 사용
•운전자에게 음성 또는 비디오 경보 능력 포함
그림 19 DRIVE-SMART 시스템

- 트럭 운전자의 상황 인지력 증강을 위하여 차량에 3D 소리장치를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58)
- 운전자에게 차로를 이탈할 경우 이를 경고하거나 차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59)
•기존 차로이탈시스템과 달리 차로 중간에 표식이 없는 환경에서도 차로 이탈 경고를 알려줄 수 있는 기술
•차로를 의도치 않게 벗어 날 때 운전자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타 차량에도 경고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60)
57) DRIVE-SMART Driver Monitoring and Crash Risk Mitigation System, IDEA, Thomas, A. D., 2014
58) Increasing Truck Driver's Awareness: Use of In-Vehicle 3D Sounds , IDEA, Thomas, D. D., 2013
59)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Prototype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CTS, Yang, J, S., 2013
60) Study on lane departure warning and lane change assistant systems. Study on lane departure warning and lane change assistant
systems, 1(1), 1-124, Visvikis, C., Smith, T. L., Pitcher, M., & Smith, 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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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콘티넨탈AG는 TPMS와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타이어 규정 공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음향신호를 발생시켜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

일본 덴소(Denso)는 운전자의 시선, 근육의 움직임과 표정을 읽어 운전자가 졸고있는지, 다른쪽을
보는지, 다른일을 하는지를 판단해 운전자에게 안전경고를 주는 운전자 생태 모니터링(DSM)
시스템을 개발 중
그림 20 덴소 운전자 안전경고 시스템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미국은 ITS Strategic Research Plan 2015-2019에서 자동차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조정을
수행하는 능동형 안전시스템 기술발전 연구를 계획61)
’15년~’16년 연구테마로 의사결정 시스템, 데이터 복합모델링 및 표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
- 커넥티드 자동차에서 교통관리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논리모델을 통해 능동형 안전시스템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개발
-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의 데이터 복합모델링 및 표준 개발을 추진
- 전기자동차의 데이터 통신 연결 및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

’17년~’19년 장기 연구테마로 자동화 차량, 자동차 위험요인 파악 등이 제시

(2)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차 분야에서 일본이 하이브리드차의 주요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의 개편됨 따라 주요 상용차 제작업체별로 고유 전기차 모델과 요소기술을 개발 중62)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도요타가 70%이상, 혼다가 1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 특허를 양사가 기 확보한 상황
61) ITS Strategic Plan 2015-2019(http://www.its.dot.gov/), USDOT, 2015
62) エコカ-及び自動車先進技術の開發動向と需要予測, 丸紅經濟硏究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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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Volkswagen과 BMW는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과 배터리 교체방식의 2가지 타입의
전기차 기술개발을 완료63)
독일의 아우디는 48볼트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차를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했으며, 테스트가 완료된 기술을 RS5 TDI, A6 TDI 컨셉트카 적용하여 차량에너지 효율을 향상64)
그림 21 Audi RS 5 TDI Concept

03. 자동차

미국은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 및 전기자동차의 운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에 슈퍼캐패시터를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65)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 시장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가 없으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 중66)
주요 상용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기술 제휴를 통해 일부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U는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트럭 및 로드캐리어(road carrier) 기술을 개발하여 t.km 당 25%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해 트랜스포머 프로젝트를 수행67)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로 트럭과 트레일러의 조합에 의한 하이브리드 온 디맨드 기술
개발, 공기역학적 트레일러 설계 기술 개발, 적재 효율성 제고 기술 개발을 설정
63) Electric Vehicles: 10 Predictions for 2013, Pike Research, 2012
64) https://www.audi-mediaservices.com/, Audi, 2014
65) Supercapacitors aim to charge ahead, http://articles.sae.org/, SAE, 2013
66) エコカ-及び自動車先進技術の開發動向と需要予測, 丸紅經濟硏究所, 2013
67) http://www.transformers-project.eu,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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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트럭과 적재량 상태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트레일러의 조합 예시

자료: http://www.transformers-project.eu

(3) IT융합 자동차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의 자동운행 실현을 위하여 네트워크 및 센싱 기술 개발이 지속68)
Google은 자동운행 실현을 위해 엔진,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의 능동제어 기술개발을 추진
- 레이저 레이더, 가시광선 카메라 등을 통한 외부 환경 센싱정보와 지도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능동 운행이 가능

일본에서는 ’20년까지 고속도로 자동주행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요소기술 개발이 추진
- 일본에서는 차세대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경제산업성/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NEDO)가 자동 운전·대열 주행 실험을 실시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년대 초에 고속도로에서의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
- 일본의 상용차 메이커는 ’13년 1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CES(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자동 운전 자동차를
최초로 공개

’15년 1월 세계가전전시회인 CES2015에서 독일 VolksWagen은 공로에서 무인자동주행을 시연69)
- 아우디 A7 모델은 20여개의 센서를 통해 신호를 처리·해석하여 무인주행에 성공
- 앞차와의 거리, 앞차의 속도를 측정하여 가감속을 조절(Smart Cruse Control)하고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Lane Departure Warning) 제어

68) 科學技術政策硏究所, 2013
69)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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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mart Cruise Control과 LDW 개념도

- 글로벌 상용차업체는 자동차에 IoT 개념을 반영하여 기존 자동차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마케팅에 활용

콘티넨탈 AG는 차량 연결·통신 기술 ‘e호라이즌’과 적응형 순항제어(ACC)를 결합한 시험 차량을
선보일 예정70)
- 콘티넨탈 시험차는 도로 특성과 주행 환경을 고려해 ACC 모드에서 주행 속도를 조절하고 종방향 제어
전반을 결정하며,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감속을 도와주는 장치인 AFFP(Accelerator Force
03. 자동차

Feedback Pedal)를 장착할 예정
- 차량에 설치된 무선통신 모듈로 양방향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며, 추가 지형자료, 교통상황정보 등 주변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그림 24 e 호라이즌 통합 ACC 개념도

미국 델파이사는 IAA(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전시71)
- IAA 전시 차량에 탑재된 기술은 델파이의 자율주행 기술로 ’15년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총
5500km를 99% 자율주행 모드로 횡단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북미 최장거리 자율주행 기록을 달성
- 모듈 방식의 확장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자율주행을 평가하기 위한
레이다, 비전, 카메라 센서 등을 아우디 SQ5에 장착
70) 콘티넨탈, `온라인 ADAS`로 자율주행 향한다. 전자신문, 2015.7.16
71) 델파이, IAA서 모빌리티․자율주행 기술력 과시, 교통신문,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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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Google은 자동차 장비모니터링, 정비 및 관리방안, 차량통신이 가능한 차량-스마트폰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72)
Apple, Google은 고유의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차량모니터링, 차량관리 관리, 엔터테인먼트, 이더넷
연결을 통한 차량 통신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 Apple사는 iPhone을 활용하여 CarPlay 서비스를 통하여, 음악·네비게이션·인터넷·전화·메시지의
기능을 구현한 서비스를 제공
- Google사에서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OAA라는 얼라이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
그림 25 Apple사의 CarPlay

그림 26 Google사의 OAA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CES2015에서 독일 MercedezBenz는 차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행 중에 이용가능한 I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컨셉트카 F015를 공개73)
F015는 차량 실내에 터치기능이 지원되는 6개의 UH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으며, 빔캠(Beam
Cam)을 실행할 경우, 차량 외부상황을 360도 촬영하여 전송이 가능
- 6개의 UHD 디스플레이에는 가상여행기능을 이용하여 실제 주행환경이 아닌 가상의 주변환경을
표현가능

 미국은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신개념 교통수단 시장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
GM사는 세그웨이와 함께 18개월간 공동개발로 차세대 1인용 퍼스널 모빌리티 ‘PUMA’를 공개74)
- 무게 319kg의 초경량 전기차로 리튬이온 베터리를 사용하며, 한번 충전으로 약 56km 주행이 가능

포드사의 전기자전거 ‘e-bike’는 알루미늄과 카본으로 제작되어 무게는 2.5kg 이며, 350W
전기모터를 앞바퀴 허브에 장착75)
72) 自動車の情報化（テレマティクス）から始まるIoTの世界, EY總合戰略本部, 2014
73)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74)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75) 포드 뉴 E-bike 컨셉트 공개, 매일경제신문,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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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슬러사의 전기시티가 컨셉모델인 ‘PeaPod’는 최고속도 40km, 완충시간 68시간이며 장착된
중앙콘솔장치는 애플사의 전자기기와의 연동이 가능76)
그림 27 GM ‘PUMA’

그림 28 포드 ‘e-bike’

그림 29 클라이슬러 ‘PeaPod’

 유럽은 벤츠, BMW, 오펠, 푸조, 르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개념 교통수단 제품을 출시
벤츠사의 ‘F Cell Roadster’는 차량 앞부분이 유리섬유로 제작되었으며, 중앙부에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이 위치하며, 최고출력 1.6PS, 속도 25km/h, 주행거리 350km77)
BMW사의 컨셉카인 ‘Clever’는 영국 Bath 대학과 공동개발한 차량으로 천연가스를 주연료로
03. 자동차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3바퀴 자동차로 도로운행시 헬멧이 필요없으며
하이브리드 파워엔진을 적용78)
BMW사의 전기자전거 ‘i-Pedelec’는 하이테크 개인 교통수단 형태로 전면 및 후면에 디스크 브레이크와
3단계 기어허브가 통합된 모터, 알루미늄 카본소재의 경량 프레임과 고성능 베터리를 장착79)
그림 30 벤츠 ‘F Cell Roadster’

그림 31 BMW ‘Clever’

그림 32 BMW ‘i-Pedelec’

오펠의 전기자전거 ‘RAD e-bike’의 프레임은 철을 사용하고 다운튜브는 카본복합제를 활용하였으며,
최대 속력은 25km/h로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충전시간 2.5시간)
푸조의 1인용 컨셉카인 ‘Moville’는 1인용 캡슐에 세 개의 자성 구슬 바퀴를 장착하였으며, 미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80)
76) 클라이슬러사 홈페이지(www.chrysler.com)
77) 메르세데스 벤츠 홈페이지(www.mercedes-benz.com)
78) BMW의 3륜 컨셉트카, 머니투데이, 2009.10.11
79) BMW사 홈페이지(www.bmw.com)
80) 푸조사 홈페이지(www.epuge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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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그룹은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를 개발하고 국내 시범 도입을 추진81)
그림 33 오펠 ‘RAD eBike’

그림 34 푸조 ‘Moville’

그림 35 르노 ‘Twizy’

 일본은 토요타, 혼다, 닛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개념 교통수단 제품을 출시
토요타사의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컨셉카인 ‘i-ROAD’는 초소형 2인승 3륜전기 차량으로 차량 스스로
차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액티브 린(Active Lean) 기술을 탑재82)
혼다사의 전기차 컨셉카인 ‘3R-C’는 3개 바퀴로 주행하는 축전지 차량으로 미래 오토바이를 대신할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신개념 교통수단
닛산의 초소형 전기차 ‘New Mobility’는 리튬이온전지를 활용한 차량으로 ’13년 6월 가나가와현이
최초로 ‘New Mobility’의 공공주행을 승인
그림 36 토요타 ‘i-ROAD’

그림 37 혼다 ‘3R-C’

그림 38 닛산 ‘New Mobility’

 보쉬(Bosch)사는 무인 자동화 시대에 대비하고 한층 더 엄격해진 각국의 안전도 평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차량용 중거리 레이더(Mid Range Radar, MRR)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83)
레이더 기술 기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술로
유럽과 미국의 신차 안전 평가 기준에서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고 있어 자동차 안전 기술의 필수
조건으로 부상
중거리 레이더는 일반적인 장거리 레이더에 비해 소형화·경량화되었고 전방 160m, 좌우 ±45도의
넓은 대역 탐색이 가능하며 77GHZ의 고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더욱 정밀하게 탐지가 가능
81) 승용차 3분의 1 크기에 1~2인 탑승...‘1인가구시대’, 초소형 차량온다, 한겨레, 2015.5.15
82) 토요타 미래 퍼스널 모빌리티 공개, 한국일보, 2013.3.7
83) 보쉬, 자동 긴급제동 핵심기술 ‘차량용 중거리 레이더’ 출시, 아시아투데이, 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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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보쉬 ‘차량용 중거리 레이더(MRR)’

 최근 보쉬(Bosch), 다임러 AG, 카셰어링서비스 Car2go 등 3사가 자동주차 공동 개발 실현을 위한
기술제휴를 체결84)
기술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공간까지 이동하고 다시 자율 주행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운전자에 의한 조작이 불필요
03. 자동차

자동주차는 보쉬가 개발하는 주차장 안의 인프라와 차량 컨트롤 유닛,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되어
있는 최신 센서, Car2go의 카셰어링 노하우와의 기술적 조합으로 구현

 미국 델파이사는 운전자가 단순히 손을 흔들거나 재빨리 움직이는 것만으로 차량이 운전자가 원하는
바를 읽을 수 있는 ‘제스처 컨트롤’ 기술을 개발
동 기술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2015 IAA)에서 전시된 BMW 7 Series에 ’16년부터 탑재 될 예정
운전자의 음성, 시선, 제스처, 터치 등 다양한 감지 옵션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
그림 40 델파이 ‘제스쳐컨트롤’

84) 보쉬, 다임러 AG와 자동주차 시스템 기술 개발한다, Global Auto News, 20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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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동향
1. 시장동향
 ’14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2천만 대로, 국민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가 0.3대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85)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포함할 경우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표 20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

				

연도
등록대수

단위(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794,219 17,325,210 17,941,356 18,437,373 18,870,533 19,400,864 20,117,955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통계청, 2015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중 승용차가 15,747,171대 이며, 화물차가 3,353,683대, 승합차
947,021대, 특수차 70,089대 수준
표 21 ’14년도 자동차 등록(차량종류별)

		

승용차
15,747,171

승합차
947,012

화물차
3,353,683

단위(대)

특수차
70,089

합계
20,117,955

자료 : 통계청, 2015

(1) 자동차 안전향상 및 IT융합자동차
 국내 스마트카 시장의 경우 ’13년 110억 달러로 동기간 세계시장 증가율(6.7%) 보다 낮은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86)
국내 스마트카 시장은 세계시장 성장률 대비 다소 낮으나, 향후 파워트레인·안전관련 전장품 중심의
지속적 성장세 추세
- 해외 대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짧은 전장품 사용 연력 및 주요 전장품 탑재 의무화 시차, 고급 승용차
중심의 탑재 경향 등에 기인

85) http://kosis.kr, 통계청, 2015
86)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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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내 스마트카 시장규모 추이

자료 :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국내 ICT 업계의 대응과제, 산은조사월보, KDB산업은행, 2014

(2)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14년까지 누적 13만 대가 판매되었으며, 이는 신차판매의 2.5~3.0% 비중
03. 자동차

국내 판매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유율 확대가 지속
표 22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대수

구분
계
판매
국내
하이
(대)
브리드
수입
점유율 (%)
승용차 합계 (만대)

’05년
121

’06년
145

’07년
724

’08년
997

’09년
7,312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1월
8,473 20,271 37,030 28,092 35,383

121

145

355

360

6,231

6,186 16,346 30,688 22,257

-

-

-

369

637

1,081

2,287

3,925

6,342

5,835

-

0.01

0.02

0.07

0.10

0.59

0.65

1.54

2.83

2.17

2.60

94

97

104

102

124

131

132

131

129

136

 국내전기자동차의 보급은 공공기관 중심에서 최근 들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
국내 판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맞춰 충전시설 또한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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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구분

총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44
890
116
22
87
20
16
166
7
204
45
20
127
17
175
119
266
747

’11년
소계
338
73
8
7
11
4
7
1
0
35
9
5
8
1
50
15
58
46

공공
303
55
8
6
10
2
7
0
0
30
9
3
8
1
50
11
57
46

’12년
민간
35
18
0
1
1
2
0
1
0
5
0
2
0
0
0
4
1
0

소계
753
285
10
5
23
6
2
3
2
74
10
6
59
9
40
40
35
144

공공
414
52
10
5
21
6
2
3
2
45
10
6
29
9
40
39
34
101

’13년
민간
339
233
0
0
2
0
0
0
0
29
0
0
30
0
0
1
1
43

소계
780
330
3
4
15
6
3
62
2
31
6
6
33
3
22
32
62
160

공공
202
16
3
4
15
6
1
35
2
20
6
6
18
3
9
27
31
0

’14년
민간
578
314
0
0
0
0
2
27
0
11
0
0
15
0
13
5
31
160

소계
1,173
202
95
6
38
4
4
100
3
64
20
3
27
4
63
32
111
397

공공
225
53
4
3
7
3
4
39
3
28
8
3
11
4
15
14
4
22

민간
948
149
91
3
31
1
0
61
0
36
12
0
16
0
48
18
107
375

표 2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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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경기

’10년~’11년

’12년

’13년

’14년

3,201
915
128
22
97
24
17
176
15
195

소계
354
79
8
7
16
2
8
2
1
27

급속
33
10
0
1
3
0
1
1
0
3

완속
321
69
8
6
13
2
7
1
1
24

소계
725
199
16
6
24
11
2
5
11
50

급속
85
19
6
0
4
1
0
3
1
5

완속
640
180
10
6
20
10
2
2
10
45

소계
892
421
6
3
18
7
3
66
0
41

급속
59
8
2
0
4
1
0
3
0
18

완속
833
413
4
3
14
6
3
63
0
23

소계
1,230
216
98
6
39
4
4
103
3
77

급속
60
9
5
0
1
0
0
3
0
13

완속
1,170
207
93
6
38
4
4
100
3
64

강원

47

11

1

10

11

0

11

4

1

3

21

1

2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
146
20
197
118
271
793

3
8
4
63
14
52
49

0
2
1
4
1
2
3

3
6
3
59
13
50
46

9
75
9
45
48
44
160

0
9
0
5
5
8
19

9
66
9
40
43
36
141

4
32
2
23
26
59
177

1
0
0
1
0
3
17

3
32
2
22
26
56
160

4
31
5
66
30
116
407

1
4
1
3
4
5
10

3
27
4
63
26
11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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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자동차 안전 향상
 현대기아차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 자율주행, 차선이탈경보·방지 시스템, 지능형 속도제한 시스템 등
4개 요소기술로 나누어 개발 중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에는 레이더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서행제어시스템 기술이 포함
자율주행기술은 차선이탈방지시스템, 차량변경제어기술, 장애물 회피제어기술 등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 주행경로를 선택하여 자율주행을 수행
- 첨단 스마트 순항제어(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 ASCC)는 그랜저에 탑재되어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자동정지/재출발 지원 및 차량 밖 360도 화면을 차안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제공87)

차선이탈경보시스템은 차량 스스로 차선을 인식하여 운전자가 차선을 넘으면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03. 자동차

에쿠스에 적용
- 일반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등과 함꼐 경보음이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 경고등과 경보음이 더
빨리 울림과 동시에 안전벨트가 진동
그림 42 ASCC

그림 42 차선이탈경보시스템

급제동 경보시스템은 투싼 ix에 장착되어 브레이크 조작과 감속 정도로 급제동 여부를 판단하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는데 이때 급제동 경보시스템이 휠에
장착된 속도센서와 차량 감속도를 계산하여 ‘급제동’인지 일반적인 제동인지를 판단

87) 현대차 스마트카 시대 열었다, 중앙일보,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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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승객안전보호장치, 페달분리시스템, 바이제논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적용하여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승객의 상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승객 안전보호 장치(Adaptive Safety Restraint System : ASRS)를
통해 사고발생시 최첨단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충돌상황을 감지
- 전방 충돌감지 센서를 통한 충돌 심각도, 운전석 및 승객석의 안전벨트 착용유무, 운전석 시트의 위치를
감지하여 감지된 사고유형에 맞추어 최적의 인공지능형 안전장치가 작동

페달분리시스템(Brake-away Pedal System : BPS)은 충돌시 페달은 운전자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되어 운전자의 다리상해를 줄여줌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헤드램프가 움직여 시야확보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바이제논 어탭티브
헤드램프를 적용
 쌍용자동차는 전자식 주행안정화 장치, 전복방지시스템, 언덕길 밀림방지 시스템, 급제동 경보시스템 등을
적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전자식 주행 안정화 장치(ESP)는 렉스턴에 적용되어, 노면의 상태나 급선회 등에 의해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주행 궤도를 이탈할 경우 차량종합정보를 점검하여 엔진출력 및 브레이크를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운전자를 보호
전복방지시스템(Active Rollover Protrction : ARP)는 코란도C에 적용되어 운전자의 급격한 조향으로
인한 전복을 방지하는 시스템
언덕길 밀림방지(Hill Start Assist : HAS)는 코란도 XC에 적용되었으며, 언덕길 등 정차시 밀림을
방지
급제동 경보시스템(ESS)는 코란도 C에 적용되었으며, 브레이크 잠김방지(ABS) 작동시 후방 차량에
경고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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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의 안전관련 핵심 아이템은 차간거리 제어장치, 차선유지 도움장치, 모비스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등 총 9개 분야
표 25 현대모비스 안전관련 핵심 아이템

주요내용

차간거리 제어장치

-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자동 운행하거나 전방 주행 중인 차량과
사전에 설정된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

차선유지 도움장치

- 차량 전방 카메라 센서를 통해 도로차선인식,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발생시 경고 및 조형 제어

모비스 전자식 제어장치

- 위험상황 발생시 차량 움직임을 판단하여 바퀴의 미끄러짐과 차체
선회각을 감지해 안전 조향 가능

타이어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

- 타이어의 저압 이상 고온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타이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 기존 핸드/풋 레버를 이용한 기계식 파킹브레이크가 아닌 스위치
버튼에 의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헤드램프

- 고속, 저속, 곡선로, 교차로 등 주행조건에 따라 램프 불빛의 강도 및
조사방향을 자동으로 제어

전자제어 현가장치

- 에어스프링 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고속주행시 차체 높이를
낮춰 주행안정성 확보

사각지대 장애물 경고장치

- 차량 측후방 사각지대에 위치한 장애물을 센서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도움을 줌

사전충돌방지

-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방의 위험물체를 감지하고 위험상황 경고, 충돌
피해 경감, 충돌 회피를 제공

자동주차지원 시스템

- 차향 장책센서를 통해 주차공간을 탐색하고 공간에 차량 주차할 수
있는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시스템

전자식 제어식 브레이크

- 전기신호에 의해 각 휠에 장착된 전동식 제동장치를 제어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제동시스템

03. 자동차

제품명

(2) 친환경 자동차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용화되어 다양한 모델이 출시
’15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6 종류이며, 국내 제조기업 차량은
‘쏘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아반떼 LPi하이브리드’, ‘포르테 LPi하이브리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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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주로 중소형 위주의 전기자동차가 출시되고 있으며, ’11년 이후 전기 대형버스가 출시
표 26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소,중형)

제작사

차량명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기아

닛산

파워프라자

RAY

SM3

SPARK

i3

SOUL

LEAF

라보 PEACE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경형)
(중형)
(소형)
(중형)
(중형)
(중형)
(경형)
4인 승용
5인 승용
4인 승용
4인 승용
5인 승용
5인 승용
2인 화물
승차인원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95km/h
최고속도
91km
135km
135km
132km
148km
132km
67.5km
주행 상온
거리 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71.9km
6시간
6~8시간
6~8시간
6~8시간
4~5시간
5시간
8시간
충전 완속
시간 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40분
16.4kWh
26.6kWh
21.4kWh
21.3kWh
27kWh
24kWh
17.8kWh
배터리
(실사용)
(14kWh)
(22kWh)
(19.4kWh)
(18.8kWh)
(24.3kWh)
(19.2kWh)
(16kWh)
배터리
6년 12만km 5년 10만km 8년 16만km 8년 10만km 10년 16만km 5년 10만km 7년 15만km
보증기간
1,185kg
1,580kg
1,280kg
1,300kg
1,508kg
1,530kg
840kg
공차무게
3,595㎜
4,750㎜
3,720㎜
3,999㎜
4,140㎜
4,445㎜
3,495㎜
길이
1,595㎜
1,810㎜
1,630㎜
1,775㎜
1,800㎜
1,770㎜
1,400㎜
제원 너비
1,710㎜
1,460㎜
1,520㎜
1,578㎜
1,600㎜
1,550㎜
1,800㎜
높이
5,750만원
3,790만원
전기차
3,500만원
4,338만원
3,990만원
6,400만원
4,250만원
5,400만원
가격
(예상)
6,900만원
국내출시

’12.3

’13.10

’13.10

’14.4

’14.5

’15.1

’15.3(예상)

표 27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대형)

제작사

차량명

승차인원
최고속도
1회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실사용)
차량가격
국내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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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

올레브

피엠그로우

E - Primus

올레브

BEGINS

(초저상버스)
49인승
100km/h
69.8km
85.8kWh
(43kWh)
5억 원
’11. 11

(저상전기버스)
48인승
85km/h
75.5km
98.2kWh
(78.56kWh)
6.5억 원
’14. 3

(배터리교환식버스)
49인승
80km/h
인증전
102kWh
(81.6kWh)
3.5억 원(예상)
’15년 상반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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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무선충전 전기버스(올레브, On-Line Electric Vehicle)가 지난 ’15년 6월
22일부터 본격 운행88)
운행노선은 공정거래위원회~종촌동~고운동~아름동~도담동~공정거래위원회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노선으로, 212번 노선(1일 6회)과 213번 노선에 운행(1일 7회)
무선충전 전기버스(올레브)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첨단 신교통수단으로 주행과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운행 가능
무선충전 전기버스(올레브)는 자기장을 사용해 무선으로 충전함으로써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고, 눈·비 등 날씨의 영향 없이 충전할 수 있어 편리성과 활용성이 높은 전기버스라는 평가
그림 44 무선충전중인 올레브

그림 45 무선충전방식 개념도

03. 자동차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을 도출하고 수소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89)
동 연구는 기존 시행중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안전기준의 평가를 기본으로 삼되, 현행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분야(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대한 평가기술 개발 및 안전기준/시행세칙
도출을 목적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관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사고위험성 및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고전압장치, 수소
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적

88) 행복도시 이야기 제 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5.7.1
89)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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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비향상을 위하여 차량 경량화 및 차체 디자인 공력 최적화 기술을 개발
현대자동차는 차체 및 부품에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한 차량을 제작하여 일반 차량의 무게보다 약
80kg을 저감하였으며, 연비효율을 2.2% 개선90)
현대자동차는 차체에 사이드미러 대신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차량의 공기역학적 개선을 통해
공기저항을 줄임으로써 연료효율 향상이 가능한 컨셉트카를 발표91)
그림 46 현대 제네시스 HCD-14 콘셉트카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성능화를 위해 병렬형 구조의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92)
TMED93) 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구동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클러치를 엔진과 모터 사이에 위치시켜 모터 단독 주행이 가능한 기술94)
현대차는 기존 하이브리드 방식인 2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1개의 구동 모터를 사용하여
크기와 용량을 줄였고 클러치 접합 방식을 고도화하여 차별화된 하이브리드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

 국내에서는 친환경 전기차의 전기에너지 생산·저장장치의 고성능화 연구가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및 중대형 이차전지 개발을 목적으로 녹색산업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11년~’17년)을 추진
EV용 전력 모듈인 SiC 전력반도체와 모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연구소와 대학 중심으로 진행 중

90) 전기차·스마트폰도 탄소섬유로 만든다···더 가볍고 더 강하게, 한국경제, 2013.9.16
91) 제네시스 후속 HCD-14, 컨셉트카 '왕중왕', 제네시스 후속HCD-14, 컨셉트카 ‘왕중왕’, 오토헤럴드, 2013.7.4
92) 고속철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타 교통수단 기술동향 조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11
93)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94)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시장의 변화,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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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융합 자동차
 국토교통부는 ’12년부터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을 수립하여 주행 및 도로의 환경을 인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V2X 기술을 개발95)
국토교통부는 주행환경, 도로환경 등을 자동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등 승용차 자동제어 및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V2X 기술 기반 지능형 자동차 및 도로의 개발과 구축을 확대할 계획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C -  ITS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96)
현대자동차는 차간거리유지지원시스템, 전방충돌경보(FCW)&충돌피해경감시스템, 주차조향보조
시스템, 차선이탈방지&차선유지지원시스템, 차량간&차량/인프라 통신기술 등을 상용화했거나 개발
현대모비스, 만도 등 주요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스마트가
서비스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
03. 자동차

최근 미국 “SAFTEY PILOT”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가하여 국내에서는 C-ITS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했으며 국내에서 C-ITS 단말기를 활용한 차량테스트를 가장 많이 수행
그림 47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기술

자료 : 현대자동차

 자동차 제조회사 및 전자기기 업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를
개발 및 일부 상용화 중
현대, 기아 등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원격제어 기능,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을 개발97)
95)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국토교통부, 2012.6
96)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97) 현대·기아차, 연내 ‘중국판 카플레이’상용화, http://www.ipnomics.co.kr,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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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현대자동차는 에어백 작동 상황을 상담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SOS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케 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서비스를 제공98)
그림 48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자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bluelink.hyundai.com)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는 체인을 없애고 단순 접이식이 아닌 캐리어 방식을 채용해 이동성을 극대화한
풋루스(Footloose)를 개발99)
220V 전원으로 완충시 최대 40~50km 이동이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25km/h
’12년 10월 국내에서 300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타겟 시장인 유럽에서는 ’13년 초부터
2,900유로에 판매
그림 49 만도 풋루스(Footloose)

98) KT·현대자동차, 텔레매틱스 사업 협력강화, 전자신문, 2014.10.9
99) 자동차업계 전기차에서 블루요션 찾는다, 매일경제신문, 20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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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동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5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04. 도로 및 교통시설
Ⅰ. 주요 선진국 동향
1. 시장동향
(1) 도로설계 및 포장
 ’11년 기준, 세계 도로연장은 약 2,933만km이며, 도로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100)
그림 50 세계 도로연장 추이(’07년~’11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세계 도로연장 추이, World Bank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 2014
* 연도별 집계현황이 상이하여 국가별 현황이 고르게 포함되어있는 201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함

 ’11년 기준, 주요 7개국(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호주)의 도로연장은 총 1,991만km이며,
이는 세계 도로연장의 67.9%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656.2만 Km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호주가
그 뒤를 잇고 있음

100) 세계 도로 길이, World Bank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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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1년 기준 주요국 도로연장

자료 : 세계 도로연장 추이, World Bank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 2014

04. 도로 및 교통시설

* 연도별 집계현황이 상이하여 국가별 현황이 고르게 포함되어있는 201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함

 ’13년 기준 세계 도로 및 교량시장 규모는 4,085억 달러이며 이후 중남미, 중동, 유럽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101)
아시아는 세계에서 도로 및 교량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으로 매년 10%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13년 0%대로 급락
중남미 도로 및 교량부문 시장규모는 ’13년 872억 달러에서 ’15년 1,066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
북미(미국)의 도로 및 교량부문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556억 달러에서 ‘15년 586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
중동의 도로 및 교량부문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476억 달러로 ’15년 576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
- 중동 시장은 ’11년 아랍의 봄과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이후, ’12년 이후 차츰 안정을 되찾은
상황

유럽 6개국(영국, 그리스, 우크라이나, 터키, 폴란드, 헝가리)의 도로 및 교량부문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389억 달러로 ’15년 452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경우 6개국 외 타국가의 시장을 합산할 경우 아시아 수준과 유사한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

101) Global Insight, Global Construction Outlook 2013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Infrastructure Report 2014,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국내기업 해외도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6

·
·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7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아프리카의 도로 및 교량부문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109억 달러로 6개 권역 중 가장 낮지만 ’15년
13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그림 52 권역별 도로 및 교량시장 추이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 북미는 미국을 기준으로 산출함
** 유럽은 6개국(영국, 그리스, 우크라이나, 터키, 폴란드, 헝가리)을 기준으로 산출함

(2)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미국은 ’20년까지 도로유지관리 비용으로 약 3조 6,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102)
미국토목학회(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에서 ’13년도 발표한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에 의하면, 미국의 모든 공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평균점수는 D+로 조사
도로기반시설의 경우 평균점수는 D로 나왔고 미국 주요 도시의 고속도로 정체율은 42%에 달하며
매년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연료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약 1,010억 달러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도로기반시설의 현재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1,7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단체에서 매년 9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도로기반시설이
향상되었으나, 투자액이 미미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성능을 하락시키는 상황
- ’09년까지 전체도로 대비 불량도로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1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

102)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ASCE 홈페이지(http://www.infrastructurereportcard.or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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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미국도로 중 불량 및 보통 이하인 도로 현황
(단위 : %)

’06년

’07년

’08년

’09년

’11년

’12년

- 주요고속도로

2.0

1.9

1.9

1.7

1.8

1.8

- 기타고속도로및고속화도로

3.3

3.2

2.9

3.1

3.2

3.5

구분
지방도로

- 기타주요간선도로

5.9

5.7

5.7

6.2

6.6

6.4

- 일반간선도로

16.4

16.2

16.0

16.2

18.6

19.2

- 주요고속도로

5.2

5.9

5.4

5.0

5.2

5.2

- 기타고속도로및고속화도로

6.5

7.2

6.5

6.5

7.8

7.6

- 기타주요간선도로

25.6

26.9

26.8

26.4

28.1

26.9

- 일반간선도로

32.0

31.9

30.8

30.2

37.3

38.2

- 지방도로

47.2

47.0

45.1

44.8

53.7

52.4

16.8

16.9

16.6

16.7

20.0

19.7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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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길이대비 %)

자료 : Infrastructure 통계, US DOT 홈페이지(http://www.rita.dot.gov/bts/,), 2014

 서유럽은 전체 SOC투자금액 중 약 30%를 유지·보수에 투자103)
OECD 회원국은 GDP의 0.3%를 교통 인프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투자
- SOC 투자: GDP의 1%(신규건설 0.7%, 유지·보수: 0.3%, 서유럽 기준)

서유럽의 전체 SOC투자금액 대비 유지·보수 투자 비중인 30%를 적용하면 ’15년 기준 세계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시장은 약 1,470억 달러 규모로 추정
그림 53 SOC 투자(%, GDP대비)

그림 54 SOC 투자 중 유지·보수의 비중

자료 : Statistics Brief 2012(CEEC: 중앙 및 동유럽 국가, WEC: 서유럽 국가), OEC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103)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기본계획(2013~2017), 국토교통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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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경우 전체 도로 중 Poor나 Very Poor로 분류된 20.6%의 도로를 교체하기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약 911억 달러인 것으로 예측104)
산/학/연/관 협동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발간한 “2012 Canadian Infrastructure Report Card“는
사회기반시설을 상수도, 하수도, 우수시설, 도로로 구분하여 평가
사용된 데이터는 ’09년~’12년에 지자체 인프라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Municipal roads)의 경우 Fair(requires attention)의 등급을 받았으며 절반이
넘는 도로의 상태가 good condition 이하로, 32%의 도로가 fair condition으로 분류
Poor나 Very Poor로 분류된 20.6%의 도로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약 911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이
비용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각 가정마다 7,325달러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55 캐나다 도로상태 현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2012 Canadian Infrastructure Report Card, CPWA·FCM홈페이지(http://www.canadainfrastructure.ca)

 영국의 경우 도로 보수비용이 전체 도로관련 예산의 1/5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2억 파운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105)
영국 토목공학회(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ICE)에서 발간된 “The state of the nation:
Infrastructure 2014”는 6개 분야(에너지, 교통, 지역교통, 상하수도, 홍수관리, 폐기물 및
자원관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평가를 수행
- 영국 도로의 전반적인 등급은 D-인 상태로 매우 안 좋은 상황

’13년도 기준 유지보수 비용은 6억 파운드에서 12억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

104) 2012 Canadian Infrastructure Report Card, http://www.canadainfrastructure.ca, CPWA․FCM, 2013
105) State of the Nation: Infrastructure 2014, I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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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도로설계 및 구조
 각 국은 승객 및 화물 등 교통량을 고려한 자동차 도로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106)
러시아는 ’18년 6월 경에 개통을 목표로 모스크바~쌍뜨뻬째르부르크 M-11 고속도로를 추진
그림 56 모스크바~쌍뜨뻬째르부르크 M-11 고속도로 노선

04. 도로 및 교통시설

- 5년간 63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연장 669km의 설계속도 150km/h의 고규격 도로 건설을 추진
- 178개의 입체시설, 34개의 논스톱 교통제어시스템 및 폐쇄식 요금지불시스템 구축 등 교통흐름
최적화를 위해 IT 기술 등을 활용한 도로의 지능화를 추구

 도로설계 시 수용량 계획뿐만 아니라 공간활용, 환경대응, 안전성 등 도로와 관련된 영향력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 중
미국의 고속도로 수용량 계획에서 화물운송을 고려한 용량개선 및 계획에 대한 효과 증대를 위한
연구 수행107)
- 시장 기반 화물 고려는 재화에 대한 경제적 수요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환경과 안전부문 성과의
연계관계를 계층적으로 묘사하도록 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도로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유럽에서는 환경 적응, 자동화, 탄력성이 결합된 도로 설계를 통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
보안, 건강 및 거주 적합성이 향상된 도로 개발이 진행108)
106) ЦенапроездапоскоростнойавтодорогеМосква-Петербургможетсоставить1100-1200 рублей, 2013.
107) Integrating Freight Considerations into the Highway Capacity Planning Process: Practitioner’s Guide, TRB, 2013
108) FOREVER OPEN ROAD, FEHRL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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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도로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도로 통행량에 따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도로기술이 적용
정보통신을 통하여 도로사용자, 차량, 사업자간의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시스템
기술을 적용
홍수, 눈, 비, 바람,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이에 따른 도로 적응 및 도로운영 관리 문제에 대응하는
기술을 적용

(2) 도로포장
 최근 도로포장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슈는 도로수명 장기화이며, 이를 위해 도로마모 감소를 위한
기준제정, 포장기법이 개발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미국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수명의 도로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정보제공109)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도로포장에 있어 카펫끌기 방법을 활용하여 포장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타이어 마모현상을 줄임으로써, 도로포장 마모를 감소110)

 아스팔트 재활용 등 비용절감형 및 친환경적 도로포장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유럽에서는 100% 아스팔트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111)
- 내구성과 품질이 높고, 비용적으로 낮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혼합 방법 및 평가방안 마련

유럽에서는 도로 환경 라벨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배포 및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112)
- 도로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환경 라벨링 기준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 부하저감을 위한
권장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

109) Precast Concrete Pavement Technology,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13
110) Performance of Concrete Pavements with Longitudinal Tining, Transverse Tining, and Carpet Drag Finish (No. WA-RD 637.2), Anderson,
K. W., Uhlmeyer, J., Sexton, T., Russell, M., & Weston, J., 2012
111) Toward a sustainable 100% recycling of reclaimed asphalt in road pavements, AllBack2Pave, 2015
112) Development of a novel ECO-LABELing EU-harmonized methodology for cost-effective, safer and greener road products and
infrastructures, 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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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포장에서 나타나는 소음문제를 최소화 하고,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미국의 콜로라도는 QPPP(Quiet Pavement Pilot Progra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로포장에 대한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113)
- 도로의 소음 원인 중 하나인 타이어와 포장도로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기존의 소음방벽이 아닌 특정 포장방법과 질감, 표면처리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영국은 도로포장 후 소음감소를 위한 도로표면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114)
- 미세 밀링과 LDG을 활용하여 고속 마찰력 감소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미세 밀링 처리는 단기·  중기적
사용에 적합하며, LDG는 중장기 활용에 더 유용
표 29 질감처리에 따른 방안

개요

서비스
수명(월)

절차적 이슈

도로 사용자의 편익과 이슈

LDG

회전 드럼이 표면을
지나가면서 표면에 1-10
mm의 길이방향 홈을 생성

36-52

소음과 폐기물이
발생

마무리된 표면은 매우
평탄하고 조용
승차감이 개선.

부쉬
해머링

여러 개의 경화 팁 끌을 가진
해머(hardened tip chisel
ended hammers)로 도로
표면을 타격

15

소음 발생 및
도로 표면에 대한
손상(미세균열)

처리 전의 소음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음

숏
블라스팅

회전 휠(rotating wheel)에 의한
강철 분사(steel shot)로 도로
표면을 처리

15

먼지 발생과
분사된 입자 처리

처리 전의 소음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음

미세
밀링

회전 드럼이 도로 표면 위를
회전하면서 밀링 헤드가 미세
질감을 형성

36

소음 및 폐기물
발생

처리 전보다 소음 수준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음

04. 도로 및 교통시설

처리 방안

벨기에는 도로의 탄성 증가를 통해 주행 중 소음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115)
-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혼합 아스팔트를 개발함으로써,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
- 기존 고무혼합 아스팔트가 갖는 다공성화학물 결합 약화를 해결한 고무혼합아스팔트를 개발

113) Tire/Pavement and Environmental Traffic Noise Research Study. Colorad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TD Applied Research and
Innovation Branch, Rasmussen, R. O., & Sohaney, R. C., 2011
114) Surface Treatment Options for Concrete Roads,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2014
115) PoroElastic Road SUrface: an innovation to Avoid Damages to the Environment, 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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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고무혼합 아스팔트 테스트 도로

(3)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나타는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영국에서는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기술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116)
- 차로에 있는 트렌치(trench: 도랑과 배수구 등)와 대규모 개착부(opening) 위로 철판을 놓고 연결을
하는 시스템
- 트렌치에 대해 “빠른 설치와 제거”가 가능한 임시적 채움재와, 작업 중 특정 시간에 교통을 허용하기
위한 접근로(access chamber)를 사용
- 공사가 완료된 후 더 빨리 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로를 개방하고, 도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차로의 영구적 회복을 위한 더 빠른 양생과 설치가 가능한(faster cure and set) 물질을 사용

(4) 도로교통 안전시설
 도로 사고 발생시 유·무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피해저감, 신속한 대응기술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중
유럽에서는 교통안전시설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충돌을 견디도록 설계 및 개발함으로써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117)
- 방호울타리를 통한 차량의 도로변 장애물 충돌 방지
- 차량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피해 저감
- 방호울타리 단부에 위험방지 시설 설치
116) Reducing congestion from road works, TRL, 2013
117) Road Safety and Road Restraint Systems, ER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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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보호시스템(MPS, motorcyclist protection system)을 설치
- 위험에 노출된 도로 이용자에 미치는 각종 위험을 보호

이탈리아에서는 안전성과 비용효율성이 고려된 적절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웹기반 툴
개발연구가 진행118)
- 적절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안전, 성능최적화, 수명, 비용을 고려한 알고리즘 및 웹 기반 툴을 개발

미국은 실시간 고속도로 사고 탐지를 위하여, 데이터수집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119)
- 신속하게 사고를 탐지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알고리즘과 잘못된
경로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도로사고 저감을 위한 야간, 안개, 위급상황에서의 시야확보 및 도로이탈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120)
네덜란드의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는 도로 및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로
04. 도로 및 교통시설

디자인을 설계
- 국도의 경우 Glowing Lines을 통해 도로외부에 라인을 밝혀 줌으로써, 도로 외부이탈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 고속도로의 경우 형광반사 물질을 극대화한 도료를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도로라인을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그림 58 Glowing Lines 디자인

그림 59 Smart Highway 디자인

영국에서는 도로에 LED 램프를 적용하여 도로시야를 확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121)
- 지능형 도로 조명, 도로라인, 교통정보를 LED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각적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118) Selection of Appropriate Vehicle Restraint Systems, EC, 2014
119) REAL TIME FREEWAY INCIDENT DETECTION, Southwest Region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 Moggan, M. & Rand Machemehl, P. E.,
2014
120) http://www.smarthighway.net/, heymans, 2015
121) INtelligent Renewable Optical ADvisory System, 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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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LED 조명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예

 미국은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성능 향상을 통해 운전자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연구
미국에서는 기존 교통 표지판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유타주 교통부의 관리 하에 있는 교통 표지의 현재 성능을 평가하고, 유타주 교통부가 가진 특별한 교통
표지 니즈에 맞는 평가 및 관리 방법 개발122)
- 펜실베니아 교통부는 교통 표지를 재귀반사도(retroreflectivity)에 기반한 관리를 위해 49개주의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표지 평가/관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123)

인디애나에서는 HPS, LED, 플라즈마, 유도 조명장치에 대한 시범연구를 진행
오하이오 주는 유지관리 절감 및 램프수명 연장을 위해 LED 조명을 채택

122) Plan Recommendation for Traffic Sign Management, Dot, 2012
123) Retroreflectivity of Existing Signs in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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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동향
1. 시장동향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시장은 ’14년부터 ’18년까지 누적 38조 4,450억 원
정부는 ’14년~’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38조 4,450억 원을 투자할
것임을 발표
표 30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시장(단위 : 십억 원)
연도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시장

’14년
8,470

’15년
8,859

’16년
7,980

’17년
7,007

’18년
6,129

자료: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2014

04. 도로 및 교통시설

 국토교통부는 ’15년 도로부문에 약 9조 173억 원을 투입할 예정124)
고속도로·국도

등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공사 중인 주요 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에 중점
- 고속도로 21개 지점에 1조 4,611억 원, 국도 222개 지점에 3조 6,511억 원을 투입하고 추진 중인
민자도로 사업의 토지매입비 지원(1조 2,667억 원)을 확대
표 31 ’15년 도로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계
고속도로(교특)
국도건설(교특)
도로관리(교특)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도로운영
도로보수
도로병목지점개선
위험도로
첨단교통체계
기타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교특)
지자체도로건설지원(광특)
광역도로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4년 예산(A)

’15년 예산(B)

85,912
14,767
38,351
10,426
1,189

90,168
15,226
36,512
14,808
1,452

증감
(B-A)
6.256
459
△1,839
4,382
263

%
7.5
3.1
△4.8
42.0
22.1

666

595

△71

△10.7

5,318
1,470
739
611
432
14,148
6,221
779

9,235
1,590
845
642
448
17,346
6,276
826

3,917
120
106
31
16
3,198
55
47

73.7
8.2
14.3
5.1
3.7
22.6
0.9
6.0

5,442

5,450

8

0.1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2015

12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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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로연장은 ʼ00년 88,800km에서 ʼ15년 107,527km로 확대”125)
’15년도 국내 도로의 총 연장은 107,527km, 평균 포장율은 92.1%이며, 1인당 도로연장은 전년도
대비하여 2m/인으로 유지
도로 연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도로설계 및 포장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고속국도의 경우, ’00년 2,100km 대비 ’15년 4,193km로 두배 가량 증가
그림 61 연도별 도로연장 현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2014

 국내 운송부담 현황은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여객 분담 비중이 8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m당 운송인원의 경우도 361,50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 운송부담현황 (’13년 기준)

수단별
공공도로

수송인원(명)
26,342,611.5

분담률(%)
87.6

수송인원(명/km)
361,505.7

분담률(%)
82.5

지하철

2,476,393.0

8.2

27,822.0

6.4

철도

1,224,820.0

4.1

38,531.0

8.8

해운

16,063.0

0.1

1,011.0

0.2

항공

22,353.0

0.1

9,093.0

2.1

합계

30,082,240.5

100.0

437,962.7

100.0

자료 :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2014

125) 국토교통통계누리(www.molit.go.k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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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 분야에 ’15년 총 1조 4,808억 원을 투입할 예정126)
사고가 잦은 곳 개선, 안전시설 개선, 감응신호 시스템, 보도설치 등에 1,452억 원, 포장관리, 낙석 및
산사태 위험정비, 졸음쉼터 설치, 차선도색 등 도로유지보수에 4,776억 원을 투입할 예정
교량 및 터널보수, 안전점검, 터널 조명등 교체 및 보수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에 4,458억 원을
투입할 예정
도로병목지점개선 및 위험도로 개선에 2,435억 원을 투입할 예정

 ’13년 국내에서는 약 322,168건의 포트홀이 발생, 이중 고속도로에서 약 29,694건의 포트홀이 발생된
것으로 집계127)
포트홀은 전체 도로 파손 가운데 66%를 차지해 균열(24%)보다 3배가량 많아짐128) 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확대
04. 도로 및 교통시설

그림 62 2013년 일반국도 및 고속국도 월별 포트홀 발생현황

자료 : MBC뉴스/연합뉴스 2014.1.

 ’13년 기준 국내 도로유지보수 비용은 총 15,16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포장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국내 도로 보수 실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장분야로 전체 보수비의 약 24%로 ’13년
약 5,865억 원이 소요
- 포장분야는 소파보수, 표면처리, 덧씌우기, 재포장, 미포장, 균열실링, 교면포장, 포트홀 보수로 구분

 국내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13년도 총 3,930억 원을 투입

12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2014
127)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http://www.rsis.kr), 국토교통부, 2014
128) 포트홀 관련기사, MBC뉴스/연합뉴스 등,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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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로유지보수 비용(’13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포장

국비

지방비

계

210,981

368,182

7,080

586,243

소파보수

45,555

55,995

1,146

102,696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재해 및
응급복구

5,642

4,808

0

10,450

덧씌우기

77,365

192,338

1,967

271,670

재포장

29,197

93,601

561

123,359

미포장

37

1,537

0

1,574

균열실링

868

937

167

1,972

교면포장

44,374

9,338

2,992

56,704

7,943

9,628

247

17,818

계

251,706

254,489

9,881

516,076

교량

109,834

118,841

4,964

233,639

터널

18,663

17,020

323

36,006

사면

78,597

22,224

1,034

101,855

소구조물

26,272

41,616

408

68,296

안전진단

14,076

31,548

3,152

48,776

내진보강

4,264

23,240

0

27,504

계

112,226

58,988

1,627

172,841

재해대비

25,595

16,183

963

42,741

재해복구

82,876

39,122

160

122,158

응급복구

2,067

2,978

17

5,062

도로손괴 원상복구
위험도로
개선

1,688

705

487

2,880

계

130,348

110,620

3

240,971

위험도로

97,490

94,197

3

191,690

사고잦은곳
계

32,858

16,423

0

49,281

705,261

792,279

18,591

1,516,131

자료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http://www.rsis.kr/maintenance_summary_profit.htm), 국토교통부, 2014

도로 노면표지에 756억 원, 보도설치에 749억 원, 안전시설장비에 550억 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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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도로안전시설 비용(’13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방호시설

국비
39,254

지방비
9,029

민간사업비
728

계
49,011

방음시설

5,141

4,113

497

9,751

도로표지

7,975

14,575

688

23,238

노면표지

24,283

49,976

1,334

75,593

생태통로 및 경관도로

7,574

42

210

7,826

길어깨

8,907

2,300

-

11,207

과속방지시설
안전시설

4,946

18

5,116

3,374

270

-

3,644

보도설치

23,964

47,976

-

71,940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5,550

3,262

391

9,203

중앙분리대

2,637

6,153

-

8,790

미끄럼방지

3,799

7,266

51

11,116

졸음쉼터

5,968

84

6,052

횡단보행시설

5

1,914

-

-

안전시설정비

28,737

24,769

1,492

54,998

어린이보호구역

3,799

7,266

51

11,116

04. 도로 및 교통시설

152

과적차량 단속시설

자료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http://www.rsis.kr/maintenance_summary_profit.htm), 국토교통부, 2014

2. 기술동향
(1) 도로설계 및 구조
 국내에서는 스마트하이웨이사업을 통하여 첨단 지능형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술을 개발
스마트하이웨이사업에는 고속 이동환경에서 차량 간(V2V)또는 차량과 인프라 간(V2I)의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한 체험도로 개발 포함
- 여주시험도로(중부내륙선 마산기점 261.7km, L = 7.7km) 내 주행 중 무선 통신기술(WAVE) 등 10개
기술과 운영센터 및 관련 인프라(기지국, 광통신 등)를 구축 운영 중

동 사업을 통하여 자동 돌발상황 검지, WAVE 기지국 등 5개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수집정보를 저장하고 돌발상황 정보(SMART-I 및 레이더)를 일반차량에게 제공할 계획
- 경부선 서울TG~수원IC(약 11km, 왕복 8~10차로) 내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 실제 공용도로 적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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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포장
 초장대교량사업단에서는 케이블교량 강바닥판용 박층 포장시스템을 개발129)
기존 교면 포장의 경우 포장 무게에 따라 교량의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큰 처짐이 발생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개발된 기술은 교면포장두께를 40mm로 박층화 하여, 포장의 고정하중 경감을 통해 교량의
건설비용을 약 30% 절감 가능
개발된 박층포장시스템은 ‘개질 매스틱 아스팔트+박층 PSMA System’과 ‘박층폴리머 콘크리트 포장
시스템’으로 구분
그림 63 MMP-BD40 (Modified Mastic Asphalt Pavement for Bridge Deck)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그림 64 UPS-BD12 (Ultra Thin Polymer Concrete System for Bridge Deck)

 도로포장시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파손된 부분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도로포장재 개발에
대한 연구기획이 진행
롤러블 표층용, 패널형 기층 슬래브 도로포장체에 대한 기획연구가 진행130)
129) 초장대교량사업 주요 연구성과 소개 간담회, (주)로드코리아, 2013.3
130) 교통지체 최소화를 위한 쾌속 도로포장 시공 및 유지보수 공법 개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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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블 표층용 도로포장체 개발(REGOMAT: REady-to-Go MATtress): 고분자 및 연성포장재료를
이용하여 롤링이 가능한 도로포장 표층용 매트리스로서, 슬래브 패널위에 매트 형태로 쾌속시공이
가능한 신설 또는 유지보수 도로포장
- 패널형 기층 슬래브 도로포장체 개발(REGOSLAB: REady-to-GO SLAB): 강성, 연성 또는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패널형태 도로포장 슬래브로서,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소규모의 시공 장비로 도로포장을
조립식으로 쾌속시공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도로 포장체를 개발

 도로포장시 에너지 활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
도로포장시에 Energy Harvesting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도로운영시 활용되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전력원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131)
- 갑작스런 전원 공급 중단과 같은 외력에 의해 시스템이 오작동하였을 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조 전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04. 도로 및 교통시설

그림 65 Energy Harvesting을 적용한 도로

’13년부터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중온아스팔트 포장공법이 전국에 생산·시공132)
- 중온화 첨가제를 사용해 가열아스팔트 품질을 유지하면서 약 30℃ 낮은 온도에서 아스팔트를 생산 가능
- 중온아스팔트 포장공법은 ’02년부터 선국에서 실용화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09년 도입돼 ’10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성능검증 및 현장적용시험을 거쳤으며 ’13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전국에 생산·시공 중
-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13년 5월부터 재생아스팔트 생산시설에 중온아스팔트공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13년도에 전체 생산량 85천 톤 중 51천 톤을 중온아스팔트로 생산했으며 ’14년
상반기에는 37천 톤 중 27천 톤을 중온아스팔트로 생산·시공했고 향후 전량 중온아스팔트로 생산할 계획
131) Energy Harvesting을 이용한 도로교통 시설물 제어시스템 개발 연구보고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2
132)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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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14년 자동차 폐부품을 아스팔트 첨가제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법을 개발133)
-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나오는 부품(폐접합필름, 폐유리) 등을 아스팔트 첨가제로 재활용해 중온에서
아스팔트를 생산·시공하는 도로포장법
- 자동차 폐부품을 활용한 중온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등 현대자동차그룹 내
계열사와 유진기업, 일우피피씨 등 협력사가 공동개발

(3)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도로의 사용연한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노후화된 도로에 대하여 표면 보수를 위한
연구가 중점 진행
아스팔트 포장의 장점과 콘크리트 포장의 장점을 융합한 SMA 아스팔트를 이용한 CRCP의 덧씌우기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및 복합포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134)
- 하부 콘크리트 타설 시 표면을 거칠게 하여 물리적 마찰력을 증대 시키고 부착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시공법 개발 중
- 복합포장용

CRCP 콘크리트와 SMA 경계면 부착 거동, 아스팔트 재료 및 배합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

구상형 전기로산화슬래그를 이용한 고성능콘크리트 최적배합을 도출하여 품질 기준에 만족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부분 단면 보수 전용 콘크리트 칩핑용 장치를 개발135)
우레탄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적용하여 노후 도로 표면 보수 사업화를 위한 균열 실링, 포트홀
보수용 혼합물, 칩실 및 슬러리실 혼합물에 대한 최적 배합 설계 및 칩실 장비와 슬러리실 혼합물
혼합기를 설계 밎 제작136)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천 시 빈번한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홀 대응을 목적으로 포트홀
관리시스템, 보수재료, 장비 기술개발을 완료137)
’14년 건설기술혁신사업 중 ‘아스팔트 프리캐스트 포트홀 응급보수시스템 개발’과제에서 GIS와
연계된 포트폴 관리시스템, 프리캐스트 보수재로, 채움재 및 살포공법, 진공흡입 및 청소장비, 파손부
제거장치 등을 개발
133) 자동차 폐부품 이용 친환경 도로포장공법 개발, 교통신문, 2014.6.10
134) SMA 아스팔트를 이용한 CRCP의 덧씌우기 및 복합포장 시스템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135)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를 이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포장보수공법의 사업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2.
136) 노후도로 표면보수 사업화-우레탄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이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손 보수 재료 및 공법 개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137) 아스팔트 프리캐스트 포트홀 응급보수시스템 개발, 국토교통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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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통 안전시설
 국내에서는 교통상황 및 인적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가변안내 표지판을 개발하여 적용138)
운전자의 운행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 독립형 가변안내표지판을 개발
공기저감 기술, 누수방지구조 기술, 경량화 기술, 장애대응 기술 등이 결합된 지능형 가변안내 표지판을 개발
그림 66 가변안내표지판

04. 도로 및 교통시설

 국내에서는 도로안내에 대한 시야확보를 위하여, 결로방지 및 반사 성능을 높이는 도로표지판이 개발139)
기존 도로표지판보다 결로 소거시간을 50%단축하여 일정시간 이후 반사성능을 80%이상 확보하는
기술 및 제품을 개발
표지판의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결로방지 표지판의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
 국토교통부는 도로인프라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로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140)
동 기술 개발 사업은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 고도화 및 도로시스템 운영·관리, 자율주행
자동차 연계 협력주행 실증,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Test Bed 구축 및 평가 기술 개발을 목표로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총 275억 원이 투입될 예정

138) 지능형 다기능 가변안내표지판 개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
139) 도로표지판 결로방지 기술 개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
140) 2015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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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기술의 연구개발내용

구분

연구개발내용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 고도화 기술
개발

- 도로교통 상황정보 수집 기술 개발
- 상시연결성 및 통신보안 등이 확보된 도로교통 정보 쌍방향통신(V2X) 시스템 개발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LDM(Local Dynamic Map) 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 시설 개선 연구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운영·관리 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 운영·관리 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효과분석 연구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실용화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연계
협력주행 실증 기술 개발

- 차량의 도로시설 인식성능 향상 기술 개발
- GPS 반송파 기반 측위 보정정보, 정밀 전자지도 LandMark, 차량센서 등을
융합한 GPS 음영지역 해소 고정밀 복합측위 기술 개발
- 도로교통 상황정보, 고정밀 복합측위 정보 등을 통합한 차량제어기술 개발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Test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Test Bed 구축 및 운영
Bed 구축 및 평가 기술 개발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평가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자료 : 2015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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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통계획 및 운영
Ⅰ. 주요 선진국 동향
1. 시장동향
 세계 ITS 시장은 연평균 9%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141)
중국, 동남아, 중남미 시장 등 신흥개발국가는 비교적 높은 연평균 15% 성장이 예상
ITS 시장에서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분야가 36% 이상의 시장 규모 차지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표 36 세계 ITS 및 ATMS 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구분
세계 ITS 시장

’13년
169

’14년
184

’15년
197

세계 ATMS 시장

59

64

68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미국의 FHWA142) 는 도로 유지 및 보수, 교통 혼잡 완화 및 이동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6년 예산으로 513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143)
국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National Highway Performance Program’에 22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관련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예산을 편성

1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142)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43) FHWA FY 2016 BUDGET, FHWA, DO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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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FHWA의 ’16년~’21년 교통 관련 프로그램 예산
(단위 : 백만 달러)

’16년
예산($)

운영목적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

2,600

- 목적 : 도로 안전 개선
- 주요활동 :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위험이 높은 도로 점검, 안전
p2p프로그램 및 훈련 지원

National Highway
Performance Program

22,300

- 목적 : 국도에 대한 상태 및 성능을 유지하고 도로 건설에 투자
- 주요활동 : 건설, 재건, 재포장, 복구, 재활, 충돌 조치, 도로안전개선,
환경복원 및 오염저감 등

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

10,300

- 목적 : 육상교통을 보존하고, 교량 및 터널 프로젝트 자금 지원
- 주요활동 : 건설, 재건, 재포장, 보존, 시외 여객 버스서비스, 도로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

Congestion Mitigation
and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2,300

- 목적 : 교통혼잡을 낮추고, 대기질 개선
- 주요활동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평가, 도로성능측정,
대기질 향상, 교통혼잡에 대한 계획 및 대기질 연계 계획

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ning

320

- 목적 : 대도시권 교통유연성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
- 주요활동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계획, 안전성 확보,
대기오염감소 방안 마련, 교통약자의 교통시스템 접근성
향상성 제고

Transportation
Alternatives Program

847

- 목적 : 대중교통 및 향상된 이동성 확보
- 주요활동 : 보행자, 자전거시설,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Critical Immediate
Safety Investments
Program

7,500

- 목적 : 시급한 안전조치 시행
- 주요활동 : 기존 도로 재건, 복구, 재할, 도로 구조적 결함 해결, 교량
포장개선 및 보존

05. 교통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명

자료 : FHWA FY 2016 BUDGET, FHWA, DO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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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도로 관리 및 도로망 개선을 목적으로 한 “Investing in Britain's future”계획에 280억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동 계획에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포함144)
’21년도까지 도로 구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
영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순위가
높은 버스에 대하여 기금을 제공
- ’12년 기준 24개의 버스 노선에 대하여 7천만 파운드 예산을 지급

 일본에서는 노후도로에 대한 대책과 도로 방재 및 도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15년 총 1조 6,816억 엔의
예산을 책정145)
도로보수 및 도로건설 사업에서 보조금 연장과 사전 재해 완화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조 6,816억 엔의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예산을 편성
- 별도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차량 안전대책, 이동성 확보, 피해자 구재 등에 대한 예산으로 총 600억 엔의
예산을 편성
- 자동차관련 보급 촉진, 안전·  안심 확보를 위한 대책, 환경대책 추진, 중증 후유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포함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219백만 엔을 확보
경영환경이 어려운 지방노선 버스 회사의 자립경영 실현을 위해 데이터 분석 등을 근거한 노선을
개발하고 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45백만 엔의 예산을 책정
지역 시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생활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수송수단을 계획하고 총 174백만 엔의 예산을 확보

144) Investing in Britain's future, UK, 2013
145) 度道路関係予算配分について, 国土交通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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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교통계획 및 평가
 미국에서는 신뢰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전략을
포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146)
시스템은 신뢰도를 모니터링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구간 통행시간으로부터 경로 통행시간 신뢰도를
추출하는 전 과정을 지원
- 도로교통 관련 돌발 상황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측, 트래픽 허용능력 등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개발·적용

실시간 교통데이터(Realtime traffic data ; 단기적 예측 교통수요)에 기반을 두어 시뮬레이션 모델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전환경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

05. 교통계획 및 운영

(2) 교통운영 및 정보관리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의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중국의 주요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GM, Ford, Chrysler는 ’90년대 초부터 US-DOT와 협력하여 차량도로 협력시스템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 중이며, 대학 연구소로는 MIT 대학이 ITS에 대해 활발히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료 소비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Signal Guru)을
개발
유럽에서는 BMW가 ’12년 8월, San Francisco에서 ‘ParkNow’ 모바일 주차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Piat, Volvo 등과 ’06년부터 참여한 ‘SAFEPOT’ 차량 인프라 시스템 협력(CVIS)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자사 차량에 적용
일본에서는 주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및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장치간 통합 관련 시장이
도요타, 덴소, 도시바, 파나소닉 등 세계적 업체들을 중심으로 확대

146) Schneider Electric(2012), Taking Traffic Management Centers Beyond Automation to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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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 주요기업현황

국가

기업
구글

•자율주행시스템

미국

GM

•보안솔루션

IBM

•커넥티드카 기술 지능도시

도요타
일본

EU

중국

덴소

분야

•사고위험 감지 기술
•요금징수시스템

도시바

•디지털 보호전송장치

BMW

•모바일 주차 서비스

지멘스

•텔레매틱스

중흥통신

•교통 정보 수집 장비

북경지원

•교통상황 감지기

천대지승

•도로정보채집설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과거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정보제공에서 최근에는 시가지 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
구글에서는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경로, 스트리트뷰 기능을 제공147)
미국의 INRIX에서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도로에 대한 혼잡, 공사 등에 대한 교통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공범위의 증가,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출현, 빅데이터 기반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가 확산148)
유럽위원회에서는 ITS를 기반으로 한 교통혼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로안내, 주차장 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149)
 연료비용, 대기오염, 소음공해, 탄소배출량 등을 포함한 환경 정보의 수집과 도로의 과부화에 대한 정보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
미국에서는 교통안전 정보, 통행 정보, 기상 정보를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연계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C-ITS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150)
유럽에서는 ITS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낭비를 유발하고 교통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정보를
수집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151)
147) https://www.google.co.kr/maps, google, 2015
148) http://www.inrix.com/, INRIX, 2015
149) http://tentea.ec.europa.eu, EC, 2013
150) Transforming Transportation through Connectivity : ITS Strategic Research Plan, US DOT, 2012
151) http://tentea.ec.europa.eu/, 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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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카와 도로인프라의 통신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구현하기 위한 C-ITS 기술개발이 활성화152)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기술은 차량과 차량(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노변장치(V2I: Vehicle to Infrastructure), 차량과 보행자(V2P: Vehicle to Pedestrian) 간
무선통신체계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의미
- C-ITS는 차량, 도로, 무선통신으로 구성되는 체계로써 차량에 설치되는 OBE(On Board Equipment),
도로에 설치되는 RSE(Road Side Equipment), 차량과 도로를 이어주는 무선통신인 WAVE(Wireless
Access Vehicular Environments)가 인프라로 활용
- 차량운행상태, 위치정보, 차량종류 등 기본안전정보, 차량이상 고장정보 등 차량 이벤트 정보, 기상정보,
도로상태, 도로차단현황, 안전운전 권장속도, 신호운영 상황, 경고 등 인프라 제공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
- 국외에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노변장치 간의 통신 메시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현재는
마무리 단계
05. 교통계획 및 운영

유럽의 경우 Framework Programmes(FP6)을 통해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신핵심기술 프로젝트인 CVIS153) , 도로안전기술 프로젝트인 SAFESPOT154) , 도로운영기술
프로젝트인 COOPERS155) 등이 추진
미국은 ’03년부터 VII, IntelliDrive, Connected Vehicle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C-ITS의
FOT 인 ‘SAFETY PILOT’을 추진하면서 승용차 등 중소형 차량(’13년), 트럭 등 대형차량(’14년)의
현장검증을 완료
표 39 미국 C-ITS 추진경과

연도
’03년

내용
VII 기획

비고
미교통국, 미도로교통협회, 자동차 제작사 참여

’06년

VII 운영컨셉발표

미교통국

’08년~’09년

VII POC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VII 실용화 결정

’09년~’11년

IntelliDrive

WAVE 기반 실용화 개발 착수

’11년~현재

Connected Vehicle

C-ITS의 애플리케이션 선정, 프로토타입 개발, 전체시스템 평가 등

’13년~‘14년

SAFETY PILOT

승용차·대형차 필드테스트, 운전자 클리닉 등

자료: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152)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153) 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
154) Integrated Project Cooperative Systems for Road Safety
155) COOPerativesyst Ems for intelligent Roa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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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및 연계환승체계
 대중교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신규교통수단이 도입
유럽은 트롤리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노선을 건설함으로써 대기오염 및 소음오염을
낮추기 때문에 각광
- 최근에는 축전기 기술과 결합되어 장소의 탄력성을 높이는 시도가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결합되어 탄소제로에 가까운 버스운영 가능성 확대
그림 67 새롭게 개발된 트롤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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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동향
1. 시장동향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계획 및 운영 관련 분야에 ’14년~’23년(10년간) 약 3,483억 원을 투자할 계획156)
교통계획 및 운영 관련분야는 막힘없는 첨단교통, 차별없는 복지교통 분야로 매년 R&D 투자가
증대될 예정
- 막힘없는 첨단교통 분야는 교통계획 및 운영분야인 ‘도로통행속도 향상’, ‘교통혼잡 분산 및 관리’ 외에
무인자동운행 실현 기술 투자금액이 포함
- 차별없는 복지교통 분야는 교통계획 및 운영분야인 ‘공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외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약없는 교통환경 조성 기술이 포함
표 40 국토교통부의 교통계획 및 운영 관련분야 R&D 투자금액
05. 교통계획 및 운영

(단위 : 억 원)

구분
막힘없는 첨단교통

’14년
6

’15년
40

’16년
105

’17년
168

’18년
232

’19년
257

’20 년~
1,105

소계
1,913

차별없는 복지교통

58

82

110

158

177

185

800

1,570

계

64

122

215

326

409

442

1,905

3,483

자료 :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교통계획 및 운영분야 R&D에는 ’09년~’13년간(5년간) 약 500억 원이 투자
도로통행속도 향상에 152억 원, 교통혼잡 분산 및 관리분야에 196억 원, 공공교통 이용자 편의
향상에 152억 원이 투자
표 41 사고없는 안전교통분야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로 통행속도 향상
교통혼잡 분산 및 관리

’09년
-

’10년
1,541

’11년
5,478

’12년
5,590

’13년
2,600

소계
15,209

7,222

5,238

2,110

3,415

1,664

19,649

공공교통 이용자 편의 향상

7,485

6,853

-

855

-

15,193

계

14,707

13,632

7,588

9,860

4,264

50,051

자료 :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156)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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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ITS 추진을 위해 ’01년 이후 12년 동안 약 2.9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0년까지
총 3.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ITS 계획을 대폭 수정157) 158)
투자 효율화 및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수정
국토교통부는

ITS 혁신방안을 통해 앞으로 약 1조 3,700억 원을 투자해야 가능했던 전국 단위
소통정보 수집을 즉시 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표 42 ITS 소요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국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합
965 946 726 877 1,816 990 952 944 1,578 832 748 725 12,099

지방비

917

465

618

497

761

977

공기업

258

336

87

19

535

379 1,316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합계

611

719 1,321
894

765

643 1,293

877

964 9,492

970 1,545 8,275

2,140 1,747 1,431 1,393 3,112 2,346 2,879 2,557 3,542 2,890 2,595 3,234 29,866

자료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국토교통부, 2012.6

 한국의 ITS 수출은 중남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등에도 진출159)
수출 품목은 교통카드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단속시스템 등이 주를 이룸

157)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계획 2020, 국토교통부, 2012.6
158) 정부, ITS(지능형 교통체계) 독자 추진 ‘포기ʼ, 내일신문, 2014.8
159)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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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 ITS 수출 실적현황

연도
’06년

국가(도시)
중국(베이징)

내용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기업명
LG CNS

금액(천USD)
50,000

’07년

에콰도르(키토)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이비

4,700

’08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교통정보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SK C&C

110,000

’08년

몽골(울란바토르)

교통정보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SK C&C

12,000

’08년

인도(뉴델리)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삼성 SDS

20,000

에콰도르(키토)

통합교통카드시스템

이비

47,400

’08년

에콰도르(쿠엥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이비

2,600

’08년

뉴질랜드
(웰링턴,오클랜드)

교통카드시스템,
유통결제인프라 구축 등

한국스마트카드

23,000

’09년

인도(벵갈루루)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삼성 SDS

15,000

’09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비

2,100

’10년

중국(청두)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삼성 SDS

20,000

’10년

미국(워싱턴, LA,
알렉산드리아 등)

택시 전자지불 시스템

삼원 FA

2,000

’10년

이란(마샤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이비

2,900

’11년

콜롬비아(보고타)

버스정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등
(BOT)방식, 15년간 운영)

LG CNS

300,000

’11년

카자흐스탄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건아정보기술

1,808

’1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통카드시스템, 유통결제인프라구축,
버스결제시스템구축

한국스마트카드

38,000

’11년

콜롬비아(보고타)

LED신호시스템구축사업

한국전기교통

2,000

’12년

카자흐스탄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건아정보기술

3,490

’12년

인도(자이푸르)

철도 자동요금징수시스템(AFCS) 등

삼성 SDS

5,000

’12년

미국(댈러스, LA 등)

미국 택시 전자지불 시스템 구축

삼원 FA

4,200

’12년

이란(이스파한)

택시결제단말기 10,000대 공급

이비

1,300

’12년

사우디아라비아

감시카메라 등

인펙비전

1,734

’12년

콜롬비아(보고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단말기 공급

한국스마트카드

13,140

’13년

인도(하이데바라드)

철도 자동요금징수시스템(AFCS) 등

삼성 SDS

8,000

’13년

파나마

버스관리시스템

삼원 FA

2,000

’13년

카자흐스탄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건아정보기술

5,200

05. 교통계획 및 운영

’08년

자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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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교통계획 및 평가
 국내에서는 교통계획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추진160)
과학적인 교통정책 수립·  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수단의 실시간 관리·  제어와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교통품질을 저하하는 요인을 찾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

국가 ITS 기본계획에 의한 ITS 분야는 교통관리최적화, 전자지불처리, 교통정보유통활성화,
여행자정보고급화, 대중교통활성화, 화물운송효율화, 차량도로첨단화 등 7개 서비스분야로 분류

(2) 교통 운영 및 정보관리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06년부터 C-ITS와 관련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추진 중161)
국토교통부는 C-ITS와 관련해 현재 FOT 사업을 추진 중이며 FOT 사업 이후 ’30년까지 C-ITS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가차원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 국토교통부는 C-ITS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도입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C-ITS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ITS 구축사업을 추진 중
- 차세대 ITS 구축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여 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도로공사,
관련 법·제도는 한국교통연구원, 표준화는 ITS KOREA가 담당하여 추진
표 44 국내 C-ITS 추진경과

연도
’06년~’12년

내용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

비고
KAIA, KOTI

’08년~’14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KAIA, EX

’12년~’13년

C-ITS 기술동향 조사 및 국내도입방향 연구

MOLIT, KOTI, ITS KOREA

’13년

C-ITS 국내도입 서비스 및 인프라계획(안) 공청회

MOLIT

’13년

ITS 산업활성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MOLIT

’14년

차세대 ITS 구축사업(시범사업)

MOLIT, KOTI, ITS KOREA

자료: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160)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국토해양부, 2011
161)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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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도로교통 상황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기획연구를
추진 중162)
- 동 기획연구는 사업용 차량에 C-ITS기술을 접목하여 도로교통 상황정보 수집 패러다임을 고정식에서
모바일로 전환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증대와 효율적 교통 운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

국내에서는 ’20년 상용차, ’25년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C-ITS용 단말기 장착이 의무화될 전망163)
 정부는 대중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중교통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구축(Tago.go.kr)하고, 전국단위의 고속·시외·시내버스, 마을버스, 항공, 철도,
해운, 지하철 등 대중교통정보의 효율적인 상시운영
버스위치정보, 버스 정류소 정보, 버스 노선정보, 버스 도착정보, 고속버스 정보, 시외버스 정보,
국내선박운항 정보, 국내항공운항 정보, 지하철 정보, 열차 정보 등을 제공
05. 교통계획 및 운영

그림 68 TAGO 서비스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화물 교통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164)
업무, 귀가, 여가, 기타에 대하여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지하철, 고속철도, 항공, 해운을 활용한
통행량을 예측
도로화물, 철도화물, 항공화물을 구분하여 중장기 수송수요를 예측
162) 2015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2015.6.24
163) C-ITS와 스마트카 기술동향 및 전망, 홍인기, 이훈석 심영대,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2015.6. 0
164) 교통수요예측, http://www.ktdb.go.kr/,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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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교통체계(ATMS, BIS/BMS, FTMS 및 일반국도 ITS 구축사업, UTIS)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87.8%에 해당하는 도시가 ITS 서비스를 운영 중165)
ATMS 사업은 도시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상황 및 사고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수집시스템(CCTV166) ), 차량검지시스템(VDS167) ), 차량번호인식시스템(AVI168) ), DSRC
무선통신기반 교통정보수집제공 시스템, 도로전광표지판(VMS169) ) 등을 통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12년 기준 112억의 국비지원을 통해 '13년 인천광역시 등 총 7개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
이용객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으로, ’04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원을 통해 도입되기 시작하여 ’12년 12월까지 총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
- 버스정보시스템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정보안내기(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및 정류장 QR코드, 스마트폰 app, ARS,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버스도착정보를 제공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표 45 정부 주요기관별 2013년 ITS 투자계획

구분
국토교통부

투자대상
일반국도 ITS, 통합정보센터, R&D개발 등 도로·자동차분야 사업

투자예산
926억 원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ITS 관련사업

1,384억 원

경찰청

도시부도로 UTIS 사업

240억 원

자료: 2013년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2013.6

그림 69 지능형 교통시스템(ICT) 개념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2014)

165) 2013년 ITS 백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4.4
166) 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167) VDS : Vehicle Detection System
168) AVI : Automated Vehicle Identification
169) VMS : Variable Messag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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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은 SK C&C, 삼성 SDS 등 시스템통합(SI)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
SK C&C는 중국 심천시 ITS 설계 사업을 수주하여 교통정보 교환 플랫폼과 버스정보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에서도 ITS 구축 사업을 수주
표 46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 국내 주요기업현황

기업

주요분야
- 교통정보 교환 플랫폼
- 버스정보 관리시스템(BMS/BIS)

주요진출국
중국,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삼성
SDS

- 철도 자동운임수집 시스템(AFC)
- 스마트 인프라 기술(SIE)
- 융복합형 디지털 복합공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말레이시아

44%

LG CNS

- 대중교통 자동운임징수 시스템
- 우편물류 정보관리

중국, 그리스, 콜롬비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15%

포스코
ICT

 전기, 신호·제어, 스크린도어 등
- 턴키 사업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30%

SK C&C

해외사업비중
10%

05. 교통계획 및 운영

자료: 각 기업 자료 및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홈페이지

(3) 대중교통 및 연계환승 체계
 국내에서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 활용 및 연계환승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열차-도로,
광역교통수단이 연계될 수 있는 환승체계를 구축170)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호환 교통카드를 보급하였으며,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도로 요금 지불이 가능
KTX역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환승 교통망 구축을 유도하고, 환승지원시설을 개발 통합
진행 중
시외버스 간 환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환승시스템을 기 구축하였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시스템 및
프리패스 시스템을 도입171)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확대와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권 교통청’ 신설 및 관련
연구진행을 계획 중172)
출퇴근시 환승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경로 개발 연구를 통해 환승 확대 유도
서울-수도권간 교통시설 연계를 위한 환승체계 구축을 계획
170) 전국호환 교통카드, 국토교통부, 2014
171) 고속버스도 환승이 가능하다?, 오마이뉴스, 2014
172) 수도권 교통청’ 신설… 환승체계 대폭 손본다, 경향신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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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교통안전 및 환경
Ⅰ. 주요 선진국 동향
1. 시장동향
 세계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확대
미국은 ‘Highway Safety Improvement Program(HSIP)’에 대한 ’16년 예산으로 총 26억 달러를
책정173)
- Highway Safety Improvement 프로그램은 국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계획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기획
- HSIP 프로그램에는 도로의 안전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선, 교통개선과 같은 투자뿐만 아니라, 조명시설,
속도관리, 표지판, 차선표시 등과 같은 안전 활동이 포함

EU는 Road Safety Action Programme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EU가입국에서는
관련 예산을 책정174)
영국에서는 The Traffic Signs Regulations and General Directions을 마련하여 교통표지판에 대한
규정과 기본 방향을 설정175)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학생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계획에서 ’15년 5.94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15년 기준 5.94억 달러를 책정하여
각 개별 주에 분배176)
- NHTSA는 교통약자를 자전거 운전자, 어린이, 장애인 운전, 보행자, 학교버스, 10대 드라이버 등으로
구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 확보 프로그램을 추진

연방도로청(FHWA)에서는 Pedestrian & Bicycle Safety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년 기준 8.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177)
173) http://safety.fhwa.dot.gov, FHWA, 2015
174) Road Safety Programme 2011-2020, Eropean Commission
175) The Traffic Signs Regulations and General Directions 2015, Department for Transport, 2014
176) www.nhtsa.gov,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ion, 2015
177)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PEDESTRIAN and BICYCLE & SAFE ROUTES TO SCHOOL GRA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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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통부에서는 ‘Congestion Mitigation & Air Quality Improvement Program’에 2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계획178)
현재 425톤인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280톤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중 자동차와
관련된 오염물질을 100톤까지 저감시킬 계획
표 47 미국 대기질 프로젝트(오염물질 배출 수준) 목표


(단위 : 톤)

현재
125

미래
100

Area Sources

50

30

On-Road Mobile Sources

150

100

Off-Road Mobile Sources

100

50

Total

425

280

06. 교통안전 및 환경

구분
Stationary Sources

자료 : The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Key Issues, 미국교통부 홈페이지(http://www.planning.dot.gov)

 일본에서는 자동차 운행 시, 사고저감을 목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부문 11억 8,700만 엔, 개인용 자동차
부문 2억 4,000만 엔 총 14억 2,700만 엔을 투입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ASV, 피로측정, 디지털운행 기록, 사내안전 교육 등에 총 10억 엔을
투입하고 있고, 더불어 관련 감사체제 활동에 별도로 3,800만 엔을 책정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하여 9,100만 엔을 투입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800만 엔을 투입

개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고분석 및 대책 효과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 확립, ASV프로젝트, 자동차
평가 연계를 목표로 운영
- 안전기준 확립을 위하여 충돌 시 보행자 보호 기준, 안전대책 표준화 등 안전기준 확립을 위하여 총 1억
3,000만 엔을 투입
- ASV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운전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억 1,000만 엔을 투입
- 운전자가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66억 5,800만 엔을 책정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
178) The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Key Issues, 미국교통부 홈페이지(http://www.planning.dot.go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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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자동차 환경대책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 트럭 및 버스
구입을 위해 4억 8,100만 엔의 예산을 투자179)
CNG를 활용한 트럭·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4억 8,100만 엔의 예산을 확보
표 48 일본 환경차량 보조금

보조대상
CNG트럭·버스

하이브리드 트럭·버스

CNG 차량개조

보조율
-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통차량가격과의 차액 1/2 이내
  •차량본체가격의 1/4 이내
-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통차량가격과의 차액 1/3 이내
  •차량본체가격의 1/4 이내
- 개조비용의 1/3 이내

자료 : 平成27年度予算,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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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동향
(1) 교통안전
 원활한 도로 교통의 소통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역 및 도시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
정보에 기반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통합 신호교차로 기술이 개발
미국의 LA는 도시 전체 교차로에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을 모두 설치하여 교차로마다 교통량에
대응하여 신호 체계의 현시 주기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180)
- LA 교차로 신호시스템을 약 4,300개 운영 중이며,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1.5억 달러를 지원받아
’06년부터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
- 교통신호는 센터에서 원격으로 교차로의 교통량 데이터와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제센터에서
교차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 주기를 결정해 교차로 신호체계를 제어

일본은 고도의 교통관제시스템인 ITCS(Integrate Traffic Control Systems)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광역적인 단위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신호 제어를 최적화하는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181)
- 근적외선기술을 응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에 탑재된 장치와 쌍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광비콘을 통해
교통관제시스템과 차량이 쌍방향 통신이 가능
179) 平成27年度予算,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2015
180) 도시 전체에 첨단신호제어시스템 세계 최초 도입, KISTI 미리안, 2013.4
181) 일본의 스마트 그린 시티(신교통관리시스템(utems_)), LG 춘,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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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정보량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신호 제어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신호기를 통한 제어가 자동으로
수행되며,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광역적인 단위의 교통 정보를 평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교통사고 대응 기술이 개발
유럽은 도로 사고 탐지 및 신고 기기 기술 사양을 고도화하는 RAIDER(Realising Advanced Incident
Detection on European Roads) 프로젝트를 추진 중182)
- 사고발생시 자동차에 설치된 사고감지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사고발생위치가 포함된 사고정보데이터가
전송되어 신속한 구난을 수행하는 시스템
- 차량 내 및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추가 사고 및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
- 차량과 도로변 시스템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지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탐지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06. 교통안전 및 환경

영국은 사고다발지점 대책 프로그램(AIP, Accident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Program)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고 도로의 노선 변경 등과 같은 공학적 솔루션을 통한 사고 발생 감소
기술 개발을 추진
- 동 프로그램 보고서를 근거로 영국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책지침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교통약자 우선정책을 실시한 결과 ’00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9.1% 감소(’81년~’85년 대비)시켜
목표치를 초과달성(기존 목표: 사망자수 1/3 감소)
- 사고다발지점 대책 프로그램은 사고다발지점을 정의하고 새로운 표시와 노면표시(new signs and
markings), 특수 도로포장(special road surfaces), 도로의 노선 변경 등의 공학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
표 49 영국 사고다발지점 대책 프로그램(AIP) 주요 결과

Year
2007/08 (full monitoring)

Number of schemes Accident reduction at schemes First year rate of return
9
38%
863%

2008/09 (full monitoring)

12

54%

323%

2009/10 (full monitoring)

13

40%

468%

2010/11 (initial results)

11

38%

630%

2011/12 (initial results)

7

63%

263%

2012/13 (initial results)

5

66%

435%

2007-2012 Overall

57

50%

430%

자료 : ACCIDENT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CASUALTY REDUCTION PROGRAMME 2015/16 (www.westlothian.gov.uk)

182) Realising Advanced Incident Detection on European Roads, 유럽국립도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fehrl.org/), 2015.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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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트렌드 분석에 기반하여 ’20년대에 발생될 교통 안전 관련 이슈를 4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주요 기술을 선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교통안전 관련 주요 연구 분야는 인간, 차량, 도로 인프라, 교통 안전 분석 및 평가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로 주요 이슈 및 기술을 도출183)
- 인간과 관련한 미래 주요 이슈로 교통약자 대상의 안전 교육 기술 개발 및 교통약자 중심의 도로 설계,
개인별 행태 특성에 기반한 안전 기구 개발을 도출
- 차량 분야에서는 자동 운전 기술 확대를 위한 도로와 차량의 상호작용 기술 개발, 차량내 운전자
모니터링 및 태도 분석 시스템 개발, 차량 무게에 따른 내충격 및 외충격 비교 분석 연구를 도출
-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해주는 도로 기술(Forgiving Road), 도로의 상태를 스스로 분석 및
경고하여 안전주행을 유도하는 도로 기술(Self-Explaining Road) 개발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
- 교통 안전 분석 및 평가 분야에서는 사고 모니터링 감지 기술 개선, 실제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자동화 차량과 실제 운전자간의 영향 분석 연구 등이 주요 연구 이슈로 도출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그림 70 운전자 실수 보완 도로 기술(Forgiving Road)

자료 : 우리나라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설재훈, 2013.5

(2) 교통약자 편의
 유럽에서는 도로교통분야에서 취약한 도로이용자(VRU, Vulnerable Road User)를 위한 안전기술을
교통안전분야의 우선과제로 추진184)
취약한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관리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고방지를 위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시스템
자동차 사고로부터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이륜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
사고발생 후 이차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
183) Priorities for Road Safety Research in Europe, Pros, 2014.11
184) Safety and comfort of the Vulnerable Road User, 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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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시 내 구획 구분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속도 저감 기술을 적용
런던은 홈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스쿨존에 ‘차로폭 좁힙’ 기법 적용을 통해 지구 전체에서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며, 보/차도 분리 및 볼라드 설치를 통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185)
그림 71 영국 런던의 홈존 진입 시, 차로폭 좁힙 기법

일본 기타규슈시 쿠마니시·야오야마 지구의 커뮤니티 존에서는 통과 교통의 통행량을 줄이고 주거지,
06. 교통안전 및 환경

학교 주변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험프, 협착, 크랭크 등 정비를 통한 차량통행
속도를 억제

 자전거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토록 하는 기술을 개발
볼보자동차와 POC, 에릭손의 협동 연구를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가 해당 헬멧을 착용 후, 차량 근처에 근접한 경우 자동차에서 자전거가 가까이 있음을 알려
주는 기술을 개발186)
-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전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자전거가 근접해 있음을 확인

(3) 교통환경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 준수를 위해 저탄소 교통수단 개발이 추진 중
유럽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대형화물차의 10%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187)
185)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7
186) 테크트렌드-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한국디자인 진흥원, 2015.1.16
187) Towards low carbon transport in Europe, Transport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Port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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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좋은 소형화물차 엔진 개발, 효율적인 엔진 및 변속기 기술로 상업용 자동차 동력기술 개발을 추진
- 디젤 기관차 및 해양 엔진의 저 배출가스 기술을 개발

미 교통부는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적용을 우선하여 추진했고 일부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
버스와 순수 전기자동차, 디젤차 보급을 추진188)
-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버스는 기존 디젤 버스보다 연료효율성이 14%~48% 정도 우수하며 배출가스
감소 효과도 큼
- 미국 교통기관은 바이오디젤,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는 적어도
40개의 교통기관이 바이오연료로 버스를 운영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녹색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적용
미국 워싱턴주의 Greenroads, 일리노이주의 I-LAST 등에서 4단계의 인증 제도를 적용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 워싱턴주의 Greenroads는 도로포장 생애주기 분석, 포장품질, 소음저감, 폐기물 활용, 오염 방지, 빗물
오염 및 활용, 포장관리, 현장관리, 환경/수자원, 접근성/자산, 시공단계 활동, 재료/자원, 포장기술 등을
다루고 있음
- I-LAST에서는 환경적 자원의 최소화, 에너지 소비 최소화, 도로의 역사적·경관적·심미적 특성 강화 및
보호, 시설물과 커뮤니티, 자연환경 및 경제적 환경의 균형 등을 다루고 있음

188) Transit on the Cutting Edge of Clean Technology, APT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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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동향
1. 시장동향
 정부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2년  ~’16년)을 수립하여 교통안전분야에 총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11조 9천억 원을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할 계획189)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소관기관별 투자액은 국토교통부가 1조 9천억 원, 행정안전부가 9조 4천억 원,
보건복지부가 5천억 원, 경찰청이 700억 원 규모
표 50 도로교통안전 분야 소관기관별 투자규모(’12년~’1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국토해양부
1,921,828

행정안전부
9,425,202

보건복지부
526,316

경찰청
71,884

소계
11,945,230
06. 교통안전 및 환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 및 환경 관련 R&D사업에 ’14년~’23년(10년간) 약 4,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190)
교통안전 및 환경 관련분야는 사고 없는 안전교통, 공해 없는 청정교통, 차별 없는 복지교통 분야로
매년 R&D 투자가 증대될 예정
- 사고 없는 안전교통 분야는 교통안전 및 환경분야인 ‘도로인프라 안전성능향상’, ‘교통사고 인적요인
최소화 기술’ 외에 차량 충돌사고방지 기술 투자금액이 포함
- 공해 없는 청정교통 분야는 교통안전 및 환경분야인 ‘온실가스 관리 및 생활환경개선 기술’ 외에
자원순환형 도로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기술 투자금액이 포함
- 차별 없는 복지교통 분야는 교통안전 및 환경분야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제약 없는 교통환경 조성
기술’ 외에 공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기술이 포함
표 51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및 환경 관련분야 R&D 투자금액
(단위 : 억 원)

구분
사고 없는 안전교통

’14년
151

’15년
79

’16년
107

’17년
145

’18년
152

’19년
155

’20 년 ~
621

공해 없는 청정교통

72

46

76

70

155

168

653

1,240

차별 없는 복지교통

58

82

110

158

177

185

800

1,570

계

281

207

293

373

484

508

2,074

4,220

소계
1,410

자료 :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189)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3), 국토교통부, 2011.9
190)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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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및 환경분야 R&D에는 ’09년~’13년간(5년간) 약 545억 원이 투자
- 도로인프라 안전성능 향상 기술개발에 234억 원, 교통사고 인적요인 최소화 기술에 37억 원, 온실가스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에 76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197억 원, 제약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1.6억 원이 투자
표 52 사고 없는 안전교통분야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도로인프라 안전성능 향상

’09년
8,426

교통사고 인적요인 최소화

300

’10년
6,836

’11년
2,551

’12년
2,440

’13년
3,120

소계
23,373

235

3,120

3,655

4,694

19,684

온실가스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2,107

2,279

2,988

235

교통약지 이동지원

6,091

6,229

2,670

-

제약없는 교통환경 조성
계

7,609

160
16,924

15,344

8,209

3,070

160
10,934

54,481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자료 :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교통분야), 국토교통부, 2014.7

 ’12년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약 1,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8%이며, 향후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교통약자 지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191)
국내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산업이 성장하여 ’20년에는 약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192)
표 53 교통약자 인구

구분
인구(명)

소계
12,634,127

장애인
1,500,806

고령자
5,980,060

임산부
484,550

어린이
2,347,418

영유아 동반자
2,321,293

총인구대비(%)

24.8

2.9

11.7

1.0

4.6

4.6

교통약자대비(%)

100.0

11.9

47.3

3.8

18.6

18.4

자료 : 201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고령친화사업 활성화전략(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친화 교통산업은 연평균 13.36%의 성장으로 ’20년
약 9.5조원에 이를것으로 전망
교통산업으로부터 고령화 관련 모태산업을 도출하고 연령대별 통행수단의 분포와 고령층의 통행수단
분포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령친화 교통산업을 선정
191) 201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19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Ⅱ), 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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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교통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고령층의 통행량 증가율을 이용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하였고,
’01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는 ’10년까지는 30~50%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20년까지는 60~100%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산정
표 54 고령친화 교통산업의 시장전망
(단위 : 백만원)

모태산업
육상수단 제조

보고, 정류장,
터미널 건설업

0

’10년
1,568,966

’20년
5,965,210

초소형 차량

0

34,443

98,162

-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0

102,407

389,350

-

엘리베이터

876,058

1,243,477

1,771,954

기능성포장재

0

325,403

927,399

-

고령친화 교통산업
저상버스

’01년

비고
-

교통부분의 수요를
50%로 가정하여 추정

형광표지판

0

82,397

313,272

-

양방향 통신카드

0

6,582

18,760

-

-

합계

876,058

3,363,675

9,484,108

06. 교통안전 및 환경

정보, 안내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 13.36%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는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확산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193)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23년까지 총 54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11년부터 ’21년까지 총
831억 원, 산업부는 ’09년부터 ’18년까지 총 6,695억 원을 투자 예정

2. 기술동향
(1) 교통안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지 교차로 혼잡해소를 위한 지능형 신호시스템 개발 기획’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재해 및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신호시스템 개발 기획을 추진
교통흐름 제어를 통해 운전 시, 막힘없는 첨단교통 환경 구축을 통해 도시 상습 반복 교통정체 구간인
신호교차로 네트워크의 교통혼잡 해소를 추구
193)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국토교통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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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해 및 긴급상황 대비 적응형 신호체계 운영기술을 통해 상황인식/대응형 통합 교통운영시스템
기술 개발 기획을 추진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긴급 e-Call 대응 등 상황인식기반 최적 네트워크 신호주기 및 현시배정 및 제어
기술 개발 기획을 추진

 교차로의 차량소통 능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차로 감응 신호시스템’의 도입이 ’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194)
차량의 움직임을 방향별로 자동 감지하고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함으로써 나머지 시간에는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교차로에서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는 새로운 신호체계 기술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3년 8월부터 ’14년 4월까지 시범 사업을 시행하여 교차로 1개소 평균
직진(녹색)시간이 시간당 약 11분(27%↑) 빨라지고 통과 차량대수는 약 259대 증가(12%↑)한 것으로 확인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시범사업 효과를 전국의 주요 국도에 적용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연간 4,640억 원에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달할 것으로 예측
그림 72 교차로 감응시스템 구성도

194)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시선 집중, 정보통신신문,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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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C-ITS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그림 73 C-ITS 사업 내용

06. 교통안전 및 환경

 최근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 운행지원을 위한 차량기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제도·인프라 기반구축 연구 기획을 추진195)
동 기획은 제한된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실도로 주행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도출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운행지원을 위한 실도로 유사환경 테스트 베드 시설·  장비의
사양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2) 교통약자 편의
 국토교통부는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첨단 ITS 기술과 접목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을 추진196)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으로 ‘스마트 가드’, ‘스마트폴’, ‘스마트횡단보도’를 개발하고 관련 상황을
교무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
- 스마트 가드란 스쿨존 내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차량, 보행자, 대기자 검지 정보를 표출하여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며, 위급상황 대처 E-Call 기능을 구현
- 스마트폴이란 스쿨존과 인접한 이면도로 상에서 차량과 어린이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레이저 검지기 및 블루투스모듈을 이용해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회전형
검지 정보 표출 기능과 모니터링용 24시간 상시 주변 영상 녹화 기능을 구현
195) 2015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 2015.6.17.
196)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원호,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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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횡단보도는 횡단보도 근처의 대기자와 주변 차량의 정보를 검지하여 LED 조명을 이용해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횡단보도 통행 유도 및 경고용 LED 조명과 대기자 검지
로드셀 등으로 구성
그림 74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모식도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3) 교통환경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중립형 도로(Carbon Neutral Road) 기술개발연구를 수행
국토교통 R&D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중립형
도로에 도달하기 위한 법제도, 평가시스템, 도로 및 도로운영 기술개발을 목표로 실시197)
- 녹색도로 인증제도 및 시스템 개발, 녹색도로 탄소배출 산정 및 투자효과 평가시스템 개발, LCA 기반
탄소저감형 도로설계기술 개발, 탄소흡수용 도로재료 개발, 탄소저감형 흙포장 기술 개발, DAC 기술을
활용한 도로 CO2 흡수 시설물 개발

 국토교통부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수행
국토교통 R&D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계획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198)
 ‘탄소중립형 도로기술 개발’ 과제에서 도로변 CO2의 저감을 위해 DAC 기술을 활용한 CO2 포집 인공나무
형태의 저감 장치를 개발하여 ’15년 현장 시험 시공을 진행199)
197)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
198)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통합관리기술 개발,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
199) 탄소중립형 도로기술 개발 연구단 소개, 녹색도로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ties.kr/), 2015.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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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형 도로기술 개발 연구단’을 통해 도로 생애단계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와
배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도로 설계 기술개발을 추진
- 연구는 크게 ‘탄소중립형 도로 제도 정립 및 설계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형 도로 재료 및 시공
기술개발’로 구분
- 한국형 탄소 중립형 녹색도로 구현을 비전으로 ’11년부터 ’15년까지 정부출연금 79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
그림 74 한국형 탄소중립형 도로 연구단 개요

06. 교통안전 및 환경

자료 : 탄소중립형 도로기술 개발 연구단 소개, 녹색도로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ties.kr/), 2015.4

탄소중립형 도로 재료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CO2를 저감하는 유일한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을 국내에 ’15년 시험 시공하여 대기 중 CO2를 10tonCO2/yr㎡ 저감
- DAC 기술을 활용한 CO2 포집 인공나무 형태의 저감 장치를 개발하여 도로 대기 중 CO2를 10tonCO2/
yr㎡ 저감
- DAC 기술을 적용한 인공나무는 1㎥/min 규모의 CO2 포집 장치 시스템으로 개발된 인공나무 설치 시
3백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과 동일한 CO2 저감 효과가 발생200)
그림 75 DAC 기술을 활용한 도로 CO2 흡수 시설물

자료 :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녹색도로 ‘꿈’ 현실로, 건설기술, 2015.1.27

200)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녹색도로 ‘꿈’ 현실로, 건설기술,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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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내외 동향 요약
Ⅰ. 시장동향
 ’18년 해외 도로교통분야 시장은 약 5,940억 달러 규모, 국내 도로교통분야 시장은 6조 원 규모로 추정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은 세계 도로건설시장이 ’14년 이후 연평균 6.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18년 해외 도로건설시장은 액 5,940억 달러로 추정
’14년~’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로투자계획에 따르면 ’18년 국내 도로교통분야 시장은 약 6조
1,290억 원 수준으로 추정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해외 도로교통분야 시장
355,000 379,000 398,000 409,000 442,000 490,000 523,000 557,000 594,000
(단위 : 백만달러)
국내 도로교통분야 시장
(단위 : 억 원)

78,070

80,880

85,890

91,440

84,700

88,590

79,800

70,070

61,290

Ⅱ. 정책동향
구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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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국은 교통전략 계획(’12년~’16년) 수립을 통해 다수단 교통내트워크의 추진 및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MAP-21을 ’15년도부터 확대
적용하여 장기적인 육상교통 프로그램을 지원

EU

 EU는 European Road Safety Action Programme을 통해 ’20년까지 도로교통사망자를 50%까지
감축 추진하고, ’2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감축을 목표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30년까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아젠다 제시

독일

 독일은 연방교통 인프라계획(‘15년~’30년)을 통해 교통 인프라 강화, 이동성 증대, 도로네트워크
개선에 집중한 도로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추진하고 교통텔레마틱 기술, 자기부상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

일본

 일본은 수소전지차량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15년까지 전국 100여개의 수소 충전소 건립을 목표)을
추진하고 있으며, ’13년 고속도로상의 운전지원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구축

한국

 국내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01년 ~ ’20년)을 통해 환경 ·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12 년~ ’16년)을 수립하여
교통안전분야에 총 16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도로안전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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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동향
주요 기술동향

자동차

 자동차 사고저감, 편의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기술개발 지속
   - 미국, 독일에서는 자동차 운행 중 돌발 및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
   - 미국은 ITS Strategic Research Plan 2015-2019에서 자동차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 조정을 수행하는 능동형 안전시스템 기술발전 연구를 계획
   - 자동차의 자동운행 실현을 위하여 네트워크 및 센싱 기술 개발이 지속
   - Apple, Google은 자동차 장비모니터링, 정비 및 관리방안, 차량통신이 가능한 차량-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 CES2015에서 독일 Mercedez Benz는 차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행중에 이용가능한 I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컨셉트카 F015를 공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해 주요 상용차 업체의 전기차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지원 기술개발이 추진 중
   - 친환경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의 재편되면서 주요 상용차 업체는 고유 전기차 모델과
요소기술을 개발
   -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시장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가 없으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 중
   - EU는 에너지 효율적인 트럭 및 로드캐리어(road carrier) 기술을 개발하여 t.km 당 25%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추진하는 트랜스포머 프로젝트를 수행
   - EU는 LORRY 프로젝트를 통하여 트럭의 연료 절약 관리를 위한 낮은 타이어 저항 개념을
도입하여 트럭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 중
 국내에서는 운전자 편의성과 안전성향상을 위한 보조시스템 기술과 V2X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진행
   -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들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
- 자동차 제조회사 및 전자기기 업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한
커넥티드카를 개발 및 일부 상용화 중
 국내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 및 관련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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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동향

도로 및
교통
시설

 환경 적응, 자동화, 탄력성이 결합된 도로 설계를 통해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 보안,
건강 및 거주 적합성이 향상된 도로 개발이 진행 중
 도로포장과 관련해 마모감소 및 수명 장기화, 시공소음 및 온실가스 저감, 시공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 최근 도로포장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슈는 도로수명 장기화이며, 이를 위해 도로마모 감소를
위한 기준제정, 포장기법이 개발 중
   - 아스팔트 재활용 등 비용절감형 및 친환경적 도로포장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도로포장에서 나타나는 소음문제를 최소화 하고,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
   - 도로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나타는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
 도로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내 교통시설물 성능향상, 피해저감 및 신속대응 기술개발이 진행 중
   - 사고 발생시 유·무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저감, 신속 대응기술 등 개발이 진행 중
   - 야간, 안개, 위급상황에서의 시야확보 및 도로이탈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
   - 운전자가 주변정보 이해도를 향상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교통 시설물 성능향상
기술을 연구
 국내에서는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등 도심지 도로를 포괄하는 첨단 지능형 도로 건설 및 운영 기술
개발이 추진
   - 국토교통부는 도로인프라와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로시스템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최근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제 도로 운행지원을 위한 차량기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제도·인프라 기반구축 연구 기획을 추진

교통
계획
및
운영

 교통정보, 대기오염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 중
   - 미국은 신뢰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전략을 포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
   - 최근 고속도로, 간선도로, 시가지 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 중
   - 교통정보의 범위가 연료비용, 대기오염, 소음공해, 탄소배출량 등을 포함한 환경 정보의 수집과
도로의 과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카와 도로인프라의 통신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구현하기 위한 C-ITS 기술개발이 활성화
 대중교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신규교통수단이 도입 중
 원활한 도로 교통의 소통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역 및 도시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 정보에 기반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통합 신호교차로 기술이 개발
 국내에서는 교통흐름 방지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도로포장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포트홀의 급속 복구 기술 및 장비 기술개발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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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동향

교통
안전 및
환경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기술이 개발
   -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 및 정확하고 사건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교통사고 대응 기술이 개발
   - 영국은 트렌트 분석에 기반하여 ’20년대에 발생될 교통 안전 관련 이슈를 4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주요 기술을 선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교통약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
   - 유럽에서는 도로교통분야에서 취약한 도로이용자(VRU, Vulnerable Road User)를 위한
안전기술을 교통안전분야의 우선과제로 추진
   -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시 내 구획 구분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속도 저감 기술을 적용
   - 자전거 이용자수의 증가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토록 하는 기술이 개발
 저탄소 교통수단 및 관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 준수를 위해 저탄소 교통수단 개발이 추진 중
   -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녹색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도로의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적용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및 재해재난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가시성을 높인 표지판 및 신호시스템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이용 편의성 향상,
연계환승 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체계 및 환승시스템 개발이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7. 국내외 동향 요약

분야

119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08. 주요이슈 및 시사점
 차량의 스마트화, 친환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현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22년 자동차 시장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각각 50%,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EU, 중국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국내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
 도로 및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시장의 성장이 전망
’11년 OECD 가입국 기준 도로부문 투자금액은 약 2,170억 유로로 ’03년 1,770 대비 약 400억 유로 증가
동향조사 · 도로교통분야

도로 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노후화 도로에 대한 보수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서유럽은 전체 SOC투자금액 중 약 30%를 SOC(교통)분야 유지·보수에 투자

 차량  -  도로인프라간 통신(V2X)에 기반한 실시간 교통흐름관리, 운전자 편의성 향상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미국은 최근 고속도로, 간선도로, 시가지 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
국외에서 원활한 도로 교통의 소통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역 및 도시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 정보에 기반하여 신호를 제어하는 통합 신호교차로 기술이 개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카와 도로인프라의 통신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구현하는 C-ITS 기술개발이 활성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기술보다 융합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의
소비자 니즈 충족이 관건이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자동차는 단순 운송수단에서 안전 · 쾌적한
생활·업무공간으로 변화
Apple, Google은 자동차 장비모니터링, 정비 및 관리방안, 차량통신이 가능한 차량 -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국내에서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등 도심지 도로를 포괄하는 첨단 지능형 도로 건설 및 운영 기술 개발이 추진
 국내외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자 사회 진입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성 제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
미국, 독일 등에서 자동차 운행 중 돌발 및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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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도로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내 교통시설물 성능향상, 피해저감 및 신속대응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교통사고 저감 및 재해재난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가시성을 높인 표지판 및
신호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이 추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OECD 내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선진국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개발과 제반 시스템
구축, 운영관리가 필요
유럽에서는 도로교통분야에서 취약한 도로이용자(VRU, Vulnerable Road User)를 위한 안전기술을
교통안전분야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내 구획 구분을 통해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술이 적용
08. 주요이슈 및 시사점

 도로교통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 도로 건설·유지관리까지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연구가 추진
대중교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신규교통수단이 도입
- 유럽은 대중교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친환경적인 신규노선을 구축을 추진
- 축전기 기술력 향상에 따라 트롤리 버스의 장소 탄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국외에서 교통정보의 범위가 연료비용, 대기오염, 소음공해, 탄소배출량 등을 포함한 환경 정보의
수집과 도로의 과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집되고 있는 기술을 개발
국내에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리시스템 개발연구를 수행
도로포장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마모감소 및 수명 장기화, 시공소음 및 온실가스 저감, 시공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진행
 지능형 교통시스템 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시장진출과 국내 IT 기업 및
시스템통합(SI) 업계들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산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
국내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ITS 사업을 수주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하이패스와 같은 무정차 통행 시스템과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임
ITS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 BIS, 하이패스 이후의 새로운 주요 서비스
산업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는 산업에 대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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