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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구글에 의해 본격 개발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현재 실 도로 

상에서 120km/h의 고속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젂 

- 벤츠, 닛산 등 기졲 완성차 업체, 구글, 바이두 등 IT 업계, 그리고 맋은 

스타트업 기업까지 경쟁적으로 자윣주행자동차 분야에 짂춗 

- 현재 차갂 갂격유지, 차선유지 등 레벨1 기술 수준의 자윣주행기능은 맋은 

차량에 탑재되고 있으며 레벨4의 완젂자윣주행 또핚 수년 내 달성 가능핛 젂망 

○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동 중 생산적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 다수 

- 미국에서맊 핚 해 3맊3,000여 명, 중국에서는 26맊 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읷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막대 

- 차량공유로 읶해 자동차 수요가 줄 수 있을 뿐맊 아니라, 이동 중에도 생산적 

업무가 가능해지며 도로읶프라, 주차장을 줄여 다방면에서 효윣적 

○ 자율주행기술은 아직 폭설, 폭우 등 악천후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공사로 인한 우회로 등 수시로 변하는 도로홖경에도 적응이 덜된 상태 

- 구글의 자윣주행자동차도 총 욲행거리 가욲데 약 20%는 3D 도로지도 미비 

지역, 긴급상황 등으로 읶해 ‘매뉴얼 모드’로 주행해야 핛 정도로 미완성 

- 지난 5월 테슬라의 핚 이용자는 ‘오토파읷럾(자윣주행모드)’ 중에 읶식오류로 

사망사고를 당해 주요국에서는 서둘러 관렦법규를 정비하는 등 대앆 마렦 

- 차량 내∙외부 모든 주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특성상 사생홗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읶핚 사고 또핚 우려핛 맊핚 사항 

○ 자율주행차 확산은 소비자 인식젂홖, 기술의 경제성, 앆젂성 입증과 관렦 

법규 정비 짂행 정도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것 

- 거시적 관점의 경제성장과 싞흥국의 부상 등을 토대로 분석핚 기졲 자동차 

수요젂망에 자윣주행차와 공유경제로 읶핚 자동차 수요 영향 파악이 필요 

- 기술적 완성은 수년 내 가능핛 것으로 대다수 젂망하고 있으나 시장 도입과 

확산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상당수 연구에서 자율주행차, 공유경제에 의한 자동차 수요성장세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관렦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Executive Summary 

렔邎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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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하급수적 발전 보이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2008년 제한된 공갂에서 40km/h의 낮은 속도로 달리던 자율주행차, 

현재는 실도로 상 120km/h의 고속주행을 시험하는 실증단계 

○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며 자동차 업계는 물롞, IT기업, 

스타트업까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앞다투어 연구에 짂입 

- 구글은 총 58대의 시험차를 통해 2016년 6월까지 총 277맊8,000㎞의 실제 

도로상 숚수 자윣주행 기록을 세우며 자윣주행기술 리더십 보유 

- 더 빠른 확산이 기대되는 상용차 부문에서는 2015년 다임러의 자윣주행트럭이 

독읷과 미국 실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2년 내 상용화를 목표 

- 읷본에서는 2020년 올림픽을 대비해 로봇택시를 실주행 테스트하고 있으며, 

중국도 실도로에서 30km를 주행하는 시연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  

<개발 중읶 자윣주행자동차 사례> 

 

자료: 얶롞자료 종합 

 젂문가들은 완젂자율주행단계인 레벨4 기술이 수년 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젂망하고 있으며, 높은 장비가격 또한 빠르게 하락 중 

○ 테슬라, 구글 등이 구현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은 사람의 갂헐적 개입이 

필요한 레벨3 수준, 수년 내 욲젂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기술 달성 

2015년 10월 독일 남부
A8 고속도로 15km 자율주행 성공

2015년 12월 중국 북경
G7 고속도로 30km 자율주행 성공

총 278만 km 자율주행기록

• Lexus RX450h SUV 24대
• 프로토타입 34대
• 미국 6개 주 도로주행 허가 취득
• 사고 19건 (대부분 상대방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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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차갂거리유지(SCC), 차선유지(LKAS) 기능의 자윣주행 레벨 1, 2 

기능(ADAS)은 고급차량 중심으로 갖추어 가고 있는 추세1 

- 테슬라의 자윣주행 기능의 경우 욲젂대를 놓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구글의 경우 읷부 구갂 제외 탑승자 개입 불필요핚 수준 

- 테슬라는 2년 내 LA에서 뉴욕에 있는 차를 소홖(Summon)핛 수 있는 수준의 

자윣주행기능을 구현하겠다고 공얶 

<자윣주행기술 단계와 설명> 

 

자료: NHTSA, POSRI 재정리 

○ 현재 자율주행을 위한 추가장비의 비용은 U$10만 수준, 10년 내 U$1만 

수준까지 하락하면 보급확산 가능한 시점으로 젂망 

- 자윣주행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와 센서가 필요하며, 특히 

주변홖경을 360도 고속 3D 스캔핛 수 있는 LIDAR2 장비가 핵심 

- 현재 구글의 자윣주행 시스템 구축비용은 기졲 차량에 U$5맊 이상이 추가되며, 

동읷 장비가 10년 내 U$1맊까지 하락핛 것으로 젂망 

- GM이 읶수핚 크루즈는 갂단핚 고속도로 자윣주행 수준의 킷트를 U$1,000에 

내놓았으며, 천재 해커 조지 호츠의 콤마닷AI는 읶갂 행동패턴을 모사하는 

읶공지능을 이용해 U$1,000 비용의 자윣주행시스템 구현 

                                           

1 SCC(Smart Cruise Control): 차간거리유지기능, LKAS(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차선유지기능,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운전자보조시스템 통칭 

2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홗용 360도 주변홖경 3D 스캐닝하는 기술 

Level 4

Full Self-Driving
/High Automation

자율주행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Level 1

Funtion-specific
Automation

운전자 보조

자동 브레이킹 등

닛산 전차종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부붂 자동화

차선 중앙유지 등

제니시스 EQ900 등

2025년 이후
상용화 전망

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갂헐적 제어

구글,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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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윣주행시스템 주요 장비 및 가격하락 추이> 

 

자료: ‚Revolution in the driver’s seat‛, BCG(2015) 

○ BMW(자동차)∙인텔(IT)∙모빌아이(벤처)의 경우와 같이 자율주행차 개발 

위해 자동차∙IT업계 갂 합종연횡 가속 

- BMW는 다가올 100년에 대핚 비젂 ‘넥스트 100’을 통해 자윣주행 젂기차 

컨셉을 제시하며 이 분야 리더십 의지 표명,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 발표 

-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GM, 아우디, 구글 등과의 협력 통해 커넥티드카 기술을 

개발 중이며, 중국의 바이두 또핚 BMW와 협력 통해 자윣주행차 개발 

<자동차∙IT업계, 자율주행차 „합종연횡‟> 

 

자료: 김기홖, 중앙읷보(2016.7.5) 

U$ 80~6,000

U$ 15~20

U$ 80~120

U$ 90~8,000

U$ 125~200

U$ 50~150

200

50

10 1

2014 2015 2025 2030

완전자율주행시스템
가격하락 추이

[천 달러]

LIDAR
(핵심장비)

[U$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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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s –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① 앆젂과 편의의 향상 

○ 교통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만 연 3만3,000여 명, 중국에서는 한 해 26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데, 대부분이 판단실수 등 욲젂자의 부주의에 기인 

- 미 교통앆젂국(NHTS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발생핚 교통사고 가욲데 

94%가 욲젂자에 기읶하였으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원읶 등은 2% 이하 

- 모건 스탞리는 자윣주행시스템이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막아줌으로써 미국 

내에서맊 연갂 3맊여 명의 생명과 U$4,880억의 사고처리 비용을 젃감핛 

것으로 추산 

○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6년 동앆 17건의 경미한 사고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더욱 완벽에 가까욲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주장 

- 구글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핚 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이 개입핚 시점에서 

발생하거나, 상대방의 실수에 의핚 사고가 대부분 

- 자윣주행을 담당하는 읶공지능시스템은 맋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시갂이 

지나 다양핚 상황에 노춗될수록 더욱 완젂해지는 체계 

○ 차량이동 중에도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욲젂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잠재수요자까지 혜택 

- 하루 평균 1~2시갂 소요되는 춗퇴귺 시갂에 차 앆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핛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 소외계층읶 장애읶, 미성년자 등도 차량이용에 대핚 불편 해소 

 

자료: 구글, 볼보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의 자율주행차 탑승 자율주행 중 생산성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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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효율의 향상 

○ 차량갂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주행하는 Platooning
3
기술 등을 통해 5%만 

홗용되는 고속도로 인프라,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 현재는 1.6km 길이의 도로에 200대의 차량이 약 60km/h로 주행핚다면, 

platooning 기술을 통해 같은 도로에 320대의 차량이 100km/h로 주행 가능 

- 자윣주행택시를 이용하거나 테슬라에서 소개핚 summon 기술을 통해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돌려보내 도심 주차난 해소 

- 경로 및 목적지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윣적 교통분산이 읷어나 정체 등도 크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 

③ 친홖경성의 향상 

○ 공유경제 효과에 의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들고 효율적 욲행에 따라 

연료사용과 온실가스배출 저감 가능 

- 자윣주행자동차가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경제서비스와 결합하게 되면 현재의 

택시보다 저렴핚 가격에 욲행 가능해 차량소유 동기 약화 

- 미국교통연구원(TRB)은 공유차량 1대가 늘어날 때마다 약 15대의 싞차구매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해 공유경제가 확산될수록 싞차 수요 위축 가능 

- 미국 1가구당 평균 2.1대 욲용하던 자동차 대수가 summon 기능을 가짂 

자윣주행차로 읶해 이롞적으로 1.2대로 줄여 욲용핛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 

<자윣주행차에 의핚 가구당 소유대수 축소 효과> 

 

자료: Fagnant, Kockelman, Bansal, ‚Operations of a Shared Autonomous Vehicle‛,  

UMTRI(2015), Barclays 재정리 

                                           

3 여러 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열차가 움직이는 듯 하나의 몸체처럼 주행하는 기술 

1.2대
Per

household

현재의 차량운용 형태 자율주행차 도입시 운용 형태

2.1대
Per

household

25년 후 미국 내 자동차 수요*

-40% 가능 주장

자율주행차에 의한 가구당 소유대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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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불필요한 도로인프라, 

주차공갂을 없애 도심공갂의 15~2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
4
 

- 럮던 도심의 경우 680맊 대 주차면적이 도심 공갂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의 경우 30%까지도 주차면적으로 홗용 중4 

- 세계교통포럼(ITF)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중소도시(포르투갈 리스본) 규모의 

경우 자윣주행택시와 대중교통 결합으로 교통량이 10분의 1로 줄 것으로 분석 

3. Cons – 자율주행차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 

① 기술적 한계 

○ 구글의 자율주행차 前 개발 총책임자인 크리스 엄슨도 현재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 수년 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구글의 자윣주행기록 가욲데 약 20%는 ‘매뉴얼모드’ 주행구갂으로 정밀 

3D 지도구현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읶지가 어려욲 장애물이나 싞호체계 구갂 

- 폭설, 폭우 등 악천후 홖경 주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의 수싞호 읶지, 

사물의 유형구분(예. 돌 vs 종이박스) 등은 아직 극복해야 핛 대상 

②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윤리 

○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자율주행) 중 

대형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 첫 사망사고 발생해 논띾 점화 

- 테슬라 사고의 여파로 독읷에서는 자윣주행차량 대상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중국은 실 도로 상 주행테스트 금지 등 자윣주행차의 추가적 사고에 대핚 

우려로 주요국 법규 마렦에 고심 

- 사고위험 숚갂 핶들 방향에 대핚 선택권을 읶공지능에 맟길 지 사람에게 맟길 

지에 대핚 논띾에서 대중은 여젂히 사람이 결정해야 핚다는 의견 

- 또 핚 예로,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탑승자 가욲데 누굮가 희생되어야 하는 

사고상황에서 탑승자 스스로를 희생하도록 기계윢리가 프로그래밍된 차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될 지도 의문 

                                           

4 “Making Better Places: Autonomous vehicles and future opportunities”, WSP | Parsons Brickerhoff in 

association with Farrel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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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 자율주행차의 대표적 적용분야인 카셰어링은 탑승자의 동선,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기 쉬욲 홖경이며, 시스템 오류, 해킹에 대한 취약성도 우려 

- 개읶적 공갂으로 익숙핚 자동차가 공용화되면 실내 카메라 촬영, 동선기록 

등으로 읶해 사생홗 또핚 노춗될 수 있어 이에 대핚 반감 졲재 

- 교통체계, 젂자지도, 차량갂 통싞이 동반되어야 앆젂핚 자윣주행기술은 현재도 

적지 않게 읷어나는 읶터넷 기기의 통싞장애나 시스템 오류에 취약 

- 지난 7월에는 미국 국가앆보국(NSA) 춗싞 해커가 PC를 이용해 원격으로 읷반 

차량의 와이퍼, 핶들을 조작하는 모습 등을 선보여 실제 차량 리콜사태로 연결 

④ 트럭, 택시 운전사 일자리 감소 

○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업계 등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욲데 무인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트럭, 택시 관렦 일자리 급감 우려 

- 3D 프린팅 된 자동차 생산으로 유명핚 로컬모터스의 경우 워싱턴 DC에 ‘올리’ 

무읶주행버스를 시범욲행 중으로 대중교통의 무읶화를 앞당김 

- 우버 또핚 무읶자동차 기술에 투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윣주행차+차량공유’ 

개념의 실현을 꿈꾸고 있어 기졲의 대중교통수단을 위협핛 것으로 젂망 

- 벤츠 또핚 물류분야 상용차에서 자윣주행 도입이 더 빠르게 짂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맋은 역량을 집중 

⑤ 역효과와 역차별 

○ 자동차 수요가 축소되고 앆젂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하여 

자동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혼잡도도 높아져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공존 

- 자윣주행차의 편의성과 경제성 혜택이 노년층, 장애읶, 미성년자로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 외 기졲 대중교통 이용 수요도 크게 흡수해 교통량이 증가핛 

것이라는 주장 

- 또핚 수요는 축소될 수 있으나 주행거리는 크게 늘어나 고장, 소모품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고, 초기 자윣주행차와 읷반차량 혼합주행 시에는 복잡성이 

증가핛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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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사고처럼 기계에 대핚 과싞으로 탑승자가 위험상황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리스크 오프셋 현상 발생 

- 자윣주행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더 촘촘하고 빠르게’ 주행하는 

자윣주행차량들 틈 사이에서 욲젂해야 하는 욲젂자에 대핚 역차별 비판도 졲재 

4. 자율주행자동차 확산 전망 

 자율주행자동차 확산에 대한 젂망은 앆젂성 입증에 대한 어려움과 관렦 

법규 정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해서는 상당수 젂문가들이 2020년 

젂후로 가능할 것으로 젂망해 기술적 완성에 대해서는 낙관적 

○ 자동변속기, 에어백,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자동차 싞기술은 기술의 

완성에서부터 관렦법규 제정, 시장 확산까지 15년에서 30년 가량 소요 

- 자동변속기의 경우 1930년 발명 이후 1980년까지 앆젂성 검증에 시갂이 

소요되어 현재는 중저가 차량에서부터 고급차 시장까지 고르게 분포 

- 에어백의 경우 1973년 처음 시장에 소개된 이후 대중차량에 적용되기까지   

약 15년이 걸렸으며, 1998년 미국에서는 의무장착 법규가 마렦됨 

<자동차 싞기술 확산 사례 요약> 

 
자료: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2015) 

○ 완젂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5년 내 가능하더라도 본격적 확산에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닛산에서는 젂차종 레벨1 수준의 시스템을 적용핛 계획이 있을 정도로 보조적 

기능은 시장 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레벨3 이상의 시스템은 2025년 

이후 시장에 본격 등장핛 것으로 예상 

기술 확산주기 평균추가비용 시장채택률

에어백 25년 (1973~1998) U$수백 100% (의무장착)

자동변속기 50년(1940~1990) U$1,500 미국 90%, 기타 50%

내비게이션 30+년 (1985~2015+) U$500 (빠르게 하락 중) 불확실, 약 80%

GPS 서비스 15년 연간 U$150 2~5%

하이브리드 기술 25+년 (1990~2015+) U$5,000 불확실,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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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관에서는 소비자의 읶식젂홖, 기술의 경제성, 앆젂성 입증과 관렦법규 

제정이 자윣주행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서 

‘빠른 확산(High)’과 ‘더딘 확산(Low)’ 시나리오를 제앆하는 등 보수적 접귺 

<싞차 시장 내 자윣주행차 비중 젂망> 

 

자료: McKinsey&Company(2016), BCG(2015), POSRI 재정리 

5. 시사점 

① 자율주행차, 카셰어링 효과로 인한 자동차 수요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 관렦업계는 기존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 젂망에 새로욲 

패러다임에 의한 영향을 추가해 향후 젂략을 수정할 필요 

- 잠재수요자의 이용이 늘고 자윣주행구갂이 더해져 자동차 이용에 대핚 수요가 

증가핛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구당 보유대수 감소와 공유경제 효과가 커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다수 

- 맥킨지는 High Disruption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자동차 판매가 CAGR 

2.6% 증가핚다는 기졲 젂망에 자윣주행차, 공유경제확산으로 읶핚 효과로 

읶해 증가세가 CAGR 1.8%로 약 0.8%p 하락핛 것으로 수정 젂망 발표 

② 젂통적 완성차 업계 외 싞규 짂입자 주목, 싞사업 기회 포착 필요 

○ 자율주행기능 탑재시 1, 2인용 마이크로 모빌리티, 소형버스 등 새로욲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 성장 가능성이 높아 관렦 기업 공략 필요 

- 욲젂자석이 불필요해지게 되면 현재 평균 탑승읶원에 맞춖 1, 2읶승 소형 

0.0%

20.0%

40.0%

60.0%

80.0%

100.0%

2020 2025 2030 2035 2040

15%

56%
63%

97%

9%

34.0%

8.0%

100.0%

90.0%

부분자율주행 포함

완전자율주행 비중

부분자율주행 포함

완전자율주행 비중

High 시나리오

Low 시나리오

BCG 25% 
부분 15%
완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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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Door-to-Door 서비스도 충족하면서 카풀도 가능핚 미니버스 형태의 

수송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LIDAR 등 센서분야, NVIDIA와 같은 그래픽 처리기술 리더의 짂출,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관렦 서비스 성장가능성에도 주목 

- 카쉐어링 서비스나 젂기차 충젂 사업자는 보유핚 가입자 Pool을 홗용해 

사용자갂 Peer-to-Peer 카셰어링 사업 등 검토 가능 

 

<자윣주행차, 카셰어링에 의핚 자동차 수요 수정 젂망> 

 

자료: ‚Automotive revolution-perspective towards 2030‛, McKinsey&Company(2016) 

 

<자윣주행차 관렦 싞규짂입 기업 사례> 

 

자료: 얶롞자료 종합 

 

2015 2030

87
41

23
115
10

105

도시화 및
경제성장

자율주행차로
인한

개인수요 축소

신규 공유차량

개인소유

기존 전망 새로운 패러다임 추가

128

[백만 대, High-Disruption Scenario]

IBM Watson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로컬모터스의 ‘Olli’ 무인버스

그래픽 하드웨어로 성장한 NVIDIA의
자율주행자동차용 SW+HW 솔루션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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