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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논의의 현재상황
 단기적 입법 과제와 장기적 입법 과제의 중첩
 현실화∙상용화 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과도한 전망
 규제개혁 논의와 연계(ex. 인허가 및 개인정보 규제)

 외관상 IT산업과의 연계성보다는 자동차산업에 초점
 위험 방지 및 대응보다는 산업 진흥 방안에 중점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의 접근 미비

입법전략(사회적 이상향 + 단계적 접근)의 부재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2)
기술과 규범의 관계
 기술-사회 공진화론(co-evolution)
- 기술결정론(technology determinism): 보급가설
-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격차가설

 기술-사회 공진화론적 접근과 규범
- 기술로 인한 규범의 변화(현재 논의의 주류)
- 규범 설정을 통한 기술 향도 → 가치적 합의?

 기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은 기술의 종속변수가 아님
- 유지해야 할 가치(이해관계)와 그렇지 않은 가치의 구분(ex. Uber)
- 새롭게 부각시켜야 할 가치(규범)의 명확화(ex. deviant elements)

소통적 기술 규범형성 필요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3)
(지능)정보기술과 (규제)규범
 아키텍처 규제(architectural regulation)
- 아키텍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구조와는 달리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설
계되고 구축된 구조
- 아키텍처 규제: 아키텍처는 단순히 인간적 의지의 투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위의 영역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인간의 행위를 규제
하는 요인으로 작용(유사: Tim O'Reilly, algorithmic regulation)

 아키텍처를 향도하기 위한 법규범의 역할 – 인간 친화적 유도
-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연결성, 개방성, 혁신성 유지
- 사회적 가치를 아키텍처에 내재시키기 위한 실정 법규범 설정
- 실정 법규범은 사회적 가치(윤리, 도덕 등)에도 영향을 미침

아키텍처(알고리즘)의 규제적 성격 유의 요망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4)
아키텍처의 고도화로 인한 법규범 변화
 아키텍처(알고리즘)의 일상생활 전면화
- 객체로서의 아키텍처 → 주체 및 환경으로서의 아키텍처(확장)
- 기술 발전 방향의 불확실성(cf. AI와 VR 융합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근대적 법적 규제의 핵심적 요소 변화
- 아키텍처의 지능화 → 인간 이성 중심(주체성)의 법관념 변화
- 아키텍처 중심 현실환경의 출현 → 규제수단으로서의 시공간 관념 변화

 법적 규제의 중점 변화
- 권리 중심 법관념 → 위험관리 중심 법관념(cf.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개인 중심 법관념 → 사회 구조 중심 법관념

법적 규제의 중심 관념 변화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5)
IT생태계 고려한 규제방식 채택
구분(1)

구분(2)

기능영역

중심 규제

contents layer

Contents layer

최종 소비

법

Platform layer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혁신적
플랫폼, 검색, 내비게이션, 미들웨어

Network layer

네트워크 운영(network operation)

Device layer

네트워크 요소(networked elements):
통신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등

logical layer

physical layer

IT생태계 선순환 구조와 행위자(player) 고려

아키텍처
(법적 유도)

법

0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6)
하이프(hype) 현상과 규범적 대응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의 필요성

0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1)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

• David Edmonds, Would You Kill the Fat Man?: The Trolley Problem and What Your Answer Tells Us about Right and Wro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9면.

윤리적 사안과 법적 사안 구분 필요

0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2)
도덕추론과 법적추론
 개인적 차원의 도덕추론과 국가적 차원의 법적추론 구별
- 도덕추론(moral reasoning):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다원성이 존재
- 법적추론(legal reasoning): 합의된 규칙에 근거함(도덕추론 개입여지 존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덕적∙윤리적 추론 가능성?
- Artificial Moral Agent(AMA)의 기술적 가능성 논란
- 궁극적으로는 AMA 알고리즘 구성 방식에 대한 가치적 합의 영역
- 법규범 가치(내용) 침해가 아니라면 다양한 윤리적 알고리즘 경쟁 가능

 현실적∙단기적으로는 기존 (법적)규칙의 변경 고민 필요
- 단기: 전제된 규범적 가치 속에서의 위험 관리 및 이윤 배분/조정 문제
- 장기: (법)규범적 가치 재설정의 문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인식

0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3)
현실적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
 현재 각국은 시험 및 임시운행 입법 단계
- 상용화 이전 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법적 근거 마련 목적
- 통상주행(운행) 단계의 입법 논의는 아직까지 본격화 되지 않음

 향후 상당기간 동안 “제한적 자동화”단계의 입법논의 예상
- 현실적인 기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완전 자동화 단계 입법은 시기상조
- 미 국 연 방 도 로 교 통 안 전 국 (NHTSA)( 자 동 화 수 준 5 단 계 ): level 0(NoAutomation) → level 1(Function Specific Automation) → level

2(Combined Function Automation) → level 3(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 level 4(Full Self-Driving Automation)
- cf. 영국 자동차협회(SMMT)(6단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6단계)

현실적 입법논의는 제한적 자동화 단계에 초점

0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4)
참고: SAE 자동화 수준 6단계

0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5)
현단계의 입법 논제
 공법 영역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 자율주행장치, 운전자 및 운전의 개념 규정

 민사 책임 영역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등
-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에 관한 제조물책임 가능성 및 보험 역할의 변화 가능성

 형사 책임 영역
-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등 형사처벌 규정(cf. 운전자)
- 프로그램 및 알고리즘 제조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가능성

현재 단계에서는 일부 수정 및 해석을 통한 기존 법제 적용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1)
중장기 입법 로드맵 구성시 고려사항(Ⅰ)
 사회 구조적인 변화 고려
- 기존 이해관계자들(운수업 종사자 등)과의 이해충돌 방안 지속적 모색
- 현행 헌정질서가 상정하고 있는 분배구조 자체의 변화 가능성(cf. 공유경제)

 기존 규제와의 상충 가능성 고려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활용시 현행 인허가 및 행위규제와의 상충 가능성 고려
- 구체적 개정소요의 파악 필요(cf. 인간 중심적/규제 친화적 기술개발)

 IT생태계와의 연관성 고려
-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IT 생태계 사업자들을 고려한 규제체계
- ｢정보통신망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2)
중장기 입법 로드맵 구성시 고려사항(Ⅱ)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추진체계 고려
- 알고리즘 오류는 막대한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 높음
-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방안 및 추진체계 법제화 고려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고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호체계
- 식별정보가 아닌 행태 및 위치정보(프라이버시)의 실효적 보호방안 고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서비스 방안 고려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제공,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등 고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연계성
-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디바이스 중립성 등의 확보여부(시장경쟁 및 생태계)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3)
입법자의 예측판단 – 입법자의 형성권
[헌재 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법률이 제정되면 미래에 있어서 작용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입법자는 법률의 형태
로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률과 법현실과의 관계에 관한 일정한 예측으로
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판단에는 항상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
라서 헌법재판소의 규범심사과정에서 결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밝혀지
지 않는다든지 특히 법률의 효과가 예측되기 어렵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자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 중에서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법률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생
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하
게끔 소명·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
하여 일반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지는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
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
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까지는 입법자
가 무엇을 공익으로 보는가, 공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다.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4)
전략(Ⅰ): 상시적∙제도적 평가체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예측판단의 불확실성
- 단계별 자동화 시점 등의 판단에는 다양한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큼

- 기술의 변화를 규범이 따라가기 힘든 측면이 상존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상시적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 단기적 관점의 연구용역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없음
- 상시적∙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기술 및 입법을 대상으로 한 평가체계
- 기술영향평가(｢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일회성 이벤
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책반영 여부도 불투명함
- 입법영향평가(분석)(법적 근거 없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화 여부는 불투명(cf. EU Impact Assessment)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5)
전략(Ⅱ): 사회적 협의 및 조정 체계(토대)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이해관계
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 사회적인 거시적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요망됨

- 타협이 부재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등의 시장 안착에 어려움이 예상됨

 입법 및 기술 평가체계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
- 영향평가는 주로 실증주의 기법을 활용하지만, 최근 그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문서화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포함하는 영향평가 운영

 협의체 운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완전 자동화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될 경우, 전통 운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cf. 고용승계 및 복지∙분배체계)
- 또한 비단 운수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6)
전략(Ⅲ): 자동화 단계별 규제의 차등화
 전통적 정부규제와 같은 획일화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음
-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연성법(Soft Law)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 기술에 기
반한 관련 분야 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 등(cf. EU IoT 규제)
- 입법기술적 차원: 수범자들의 재량적 판단 및 대응의 폭 확대(cf. 자율규제)

 기술 수준 발전단계에 따른 규제의 차등화
- 운전자(인간)의 지배 가능성에 따른 규제 정도 및 방식의 차등화
- 과도한 예측에 기반한 규제 설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함

 위험 관리 및 분담을 위한 규제방식의 구체화
-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발전 단계별 구체화
- 사고 발생시 위험 분담을 위한 법령상 체계의 명확화(cf. 책임귀속)

03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7)
참고: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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