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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동차정책
여건 변화와
전망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범위와 근거

범위
 시간적 범위: 2022년 ~ 2026년

 내용적 범위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의거한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의 추진 방향

 자동차 안전도 향상, 자동차안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자동차 안전 국제조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성격 및 근거

추진 경과

 성격 :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동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 계획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2. ~ 22.6)

 기본계획 전문가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21.2.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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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략 성 과 한 계

자동차 안전성 및
국제협력 강화

생애 주기별
자동차 서비스 기반

선진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자동차정책 수립

체계 확립

안전기준 및 국제조화 향상,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확대 등 안전성 향상
•자동차사고 사망자 감소
: (’17) 4,186명 →(’21) 2,916명 (30%↓)

이륜차 등 안전사각지대 잔존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따른 새로운 안전체계 확립 필요

新자동차번호판체계도입→번호판용량증대
튜닝·대체부품 활성화 등 新산업 창출, 중고차
거래정보 확대 제공 등 적극 추진
•튜닝시장창출:(’17)2.2조→(’20)5.9조원(2.6배↑)

중고차 소비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중고차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편

결함조기경보 강화 등 적극적 리콜, 교환·환불
도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
•리콜 역대최고치:(’17) 842종, 197만대 → (’21)
1,962종(2.3배↑),266만대(34%↑)

BMW화재(’18), 코나EV화재(’20) 등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 되면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폭넓은
소비자보호 조치 필요

자율차법 제정,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선제
마련, C-ITS·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등 상용화 지원에 주력
•자율차준비지수상승(KPMG) : (’19) 13위→ (’20) 7위

기술개발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지원 필요

자동차생애주기별정보구축·개방등지원체계확립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 (’21) 178개 항목 (50여개社 활용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은 지속 추진 필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Ⅱ.
자동차정책
여건 변화와
전망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교통약자 증가, 고령운전자 증가로 사고위험 증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지속

도시ㆍ환경 비용 증가

• 수도권인구(‘20): 전체의 50.2% 집중

• 소멸위험지역(‘19): 228개 시ㆍ군ㆍ구의 42.5%

비도시 교통소외 현상 심화

 저성장 지속: 경제성장률 2%대

구분 ’18 ’19 ’20 ’21 ’22e

GDP 성장
률(%)

2.9 2.2 -0.7 4.1 2.5~2.8 

자동차 산업 성장 주춤

(자동차 산업은 GDP의 12.7%, 고용의 11.5% 차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해소 기대

Connectivity
(연결성)

Autonomous
(자율주행)

Shared Service
(공유서비스)

Electric
(전기화)

교통인프라
최적이용을통한

교통혼잡비용감소

누구나안전하고
자유로운이동

제공

On-demand  서비스
소외 인구ㆍ지역

교통권보장
서비스산업전환으로

신성장동력제공

무배출로기후위기대응
배터리리스,  사용후

배터리활용등
신산업등장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 CASE로 요약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 해소 기대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커넥티드카’ 비중 증가 중 운전보조, 차량관리, 인포테인먼트, 무선업데이트(OTA) 지원

차량용 통신인프라와 안전한 연결을 위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

연결성: 4차 산업혁명 통신· IoT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어 운전자에게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시대 도래에 대응한 자동차 안전 패러다임 전환 요구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한 글
로벌 경쟁 지속

• 자율주행 시장은 연평균 40%이상
성장세 전망 (네비건 리서치)

 SW의 중요성과 함께 IT기업이 뛰어들며* 산업간 경계가 모호

<글로벌 시장 전망> <국내 시장 전망>

Baidu는 中 베이징에서 ’23년 3천대
운행을 목표로 67대의 로보택시 운영

Waymo는 美 오스틴(’15)을 시작으로
애리조나 피닉스(’17), 샌프란시스코(’22)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운영 중

<The Robot Repot, ‘22.3.>

Microsoft는 폭스바겐과 협업하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중

<Motorplex, ‘21.3.> <머니투데이, ’21.11.>

자율주행 :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선점을 위해 산업분야 및 민간 기업 간의 경쟁 치열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운송서비스

차량출시

법제도

 국내 자율주행차 도입준비 수준은 ’20년 기준 9위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미국대비 86.8% 수준

 운전자 보조단계인 Lv.2 기술 상용화

 ’22년 Lv.3, ’27년 운전자 개입 없는 Lv.4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

(1위) 싱가폴 (4위) 美

혼다 Lv.3 ‘레전드’ ’21.3. 출시
고속도로 등 50km/h 조건에서 사용 가능

BMW, Lv3. iX 전기차에 장착 예정(‘22)
벤츠, 독일정부로부터 Lv3 자율주행차
형식승인 허가 (‘21)

현대, Lv3 ’22 말 출시 예정

네거티브 형식의 임시운행허가 (’16 부터)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중

‘22 부터 Lv3 본격 출시 예정

시범운행지구(14개지역 ’21.11. ~), 
규제자유특구(세종시(‘19.9), 광주(‘19.11.) 에서
자율주행셔틀, 노면청소차 등 실증 중

한정 구역 내 상용화 또는 실증

웨이모, 피닉스(’20), 샌프란시스코 등
무인자율주행 택시 상용화(’21, 유상운송허가) 

바이두, 베이징 동남구 지역 60km2에서 67대
유상 서비스 제공(’21.11, 200여개 정류장, 

안전요원 탑승)

운행에필요한기준, 실증제도운영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표(‘16)
美교통부 종합정책계획 수립제시(‘21) 

도로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개정하여 자율주행
안전기준, 운전자 의무 등 규정

Lv.3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17), Lv4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의무보험법 개정안 발표(‘21)

Lv.3를 위한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마련 (‘19)
자율주행차법 제정(’19), 윤리가이드라인 공표(“20)

자율주행: 글로벌 기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 민간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적극적 지원 필요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기존 공급자 중심의 거점간 이동서비스에서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성장

자료 : Frost&Sullivan(2019)

 지정구역 실증 수준에서 ’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전망

공급자 중심
거점-거점 간 이동 서비스

다양한 이동수요에 대한 맞춤 형
서비스(on-demand)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전망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기업평균연비규제CAFÉ: ’25년 54.5mpg(갤런당마일, 23.3㎞/ℓ) *위반시과징금

자동차 CO2규제: ’25년 81g/km → ’30년 59g/km *위반시 벌금

승용차 평균연비: ’20년 승용 전차종 평균연비 20km/ℓ *위반시수출금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중

 정부는 ‘30년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NDC)로 정책 추진 중

친환경차 등록추이

• 신규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은 ’17년 2.0%
에서 ’21년 19.3% 빠르게 증가 중

• ‘22년 2월말 기준 11만대 보급하여 주요국과 비교해 우수

친환경 모빌리티: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필수로, 거스를 수 없는
新경제질서에 적응 필요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이차전지 시장 중 전기차 비중은 향후 10년간 10배 성장 전망
(’20) 65.9% → (’30) 86.6%

전기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최적의 플랫폼*

자율주행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

•높은 에너지효율, 적은 부품수 등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구동에 용이, 넓은 공간 확보可

배터리 시장 급성장 (전세계 연평균 25%)

수소차는 짧은 충전 및 긴 주행거리 확보가능
화물, 버스 등 상용차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

친환경차 안전

배터리 리스·구독,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연관新산업등장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 가중

친환경차 보급 및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전기차 화재는 내연차 대비 발생률은 낮으나*,
화재양상, 피해 범위가 달라 사회적 이슈

‘20년 2개월간 5건 발생으로 국민 불안 증대, 
대규모 글로벌 리콜(1조원+α)로 인해 산업
부담 가중

1만대당 화재건수

내연차 : 2.2대→1.8대
전기차 : 2.4대→1.2대

’17년 →’21년

배터리리스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사용후배터리

친환경차 산업: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과 연관된 新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친환경차 안전 체계 마련 필요

배터리 신산업
수소차

자율주행 플랫폼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22년 자동차 2,500만대 시대 진입

• 인구 2.06명당 1대 보유 (‘22.2.)

• 1가구당 1.16대 보유(’21.12.)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다소 높음

미국: 1.1대, 일본: 1.6대, 스웨덴: 1.6대

• 캠핑 문화 확산에 대응한 전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 및ㅋ 튜닝

승인·인증부품 확대

<국내 튜닝 시장 전망> ’20년 5.9조원 규모에서 ’30년
10.5조 원대로 상장 지속 전망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지속적인 상장 가능성 큼

자동차 보유 특성 변화: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자동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

자동차 애프터 마켓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애프터 마켓 시장의 성장 잠재력 증가

자동차 튜닝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AS시장에서 非OEM 인증대체 부품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음

 증대상 품목 증가, 제도 개선 등 국내 공급기반 확보로 인증대체부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 향상 중

• 미국과 유럽: 약 20~45% 수준 • 국내: 5% 미만 수준

• 생산: 7개 국내 부품업체에서 13종 생한 • 판매: 인증씰 발생 부품 (’15년 ~) 약 81천개

인증대체 부품

중고차

해체·재활용

•지속 성장 중(10년간 44%)인 시장규모(신차시장의
1.3배)는 미국(2.4배)과 독일(2배)에 비해 낮은 수준

•최근 완성차업계의 중고시장 진출, 매매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시 급격성장 기대

구 분
중 고 차 매 매 업

거래대수(대)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2017년 5,722 38,116 3,658,887

2018년 5,811 37,626 3,693,571

2019년 5,964 38,096 3,614,133

2020년 6,213 36,713 3,874,304

2021년 6,220 35,735 3,872,321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논의가 활발함에 따라 해체재활용 시장 중요성 증대

• 국내배출추정

‘21: 440개
’29: 8만개

‘21: 11억
’29: 2천억

• 회수자원가치

‘18: $61.5백만
’25: $7,809백만

• 세계시장전망

자동차 애프터 마켓: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애프터 마켓 시장의 성장 잠재력 증가 지속 전망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자동차 제작 결함 리콜

자동차 안전· 소비자 인식 향상: 국내 기준강화와 국제조화 추진을 통해 자동차 제작과 운행 단계 안전 향상하였고, 

소비자의 자동차 안전 인식 향상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요구 증가 전망

소비자 인식 향상이륜차 안전

• 자동차안전도평가(NCAP)도 첨단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를 통한 안전도 향상을 유도

제작단계 결함 최소화를 통한 안전도 경쟁력 향상

• 안전기준 국제조화 ‘21년 53개 항목

• 자동차안전도평가: ‘21년 23개 항목

운행 결함 적극 조치로 리콜 증가

• 16년 62만대에서 21년 266만대로 증가 (등록차의 10.7%)

차량 화재로 인한 사회적 요구 지속 증가

< 국내 리콜대수 및 전체 등록차량대비 비중 >

자동차 사고 사망자
지속 감소하여 10년
간 55.7% 감소

 비대면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사고증가

• 이륜차 사고 사망률: 2.5%  자동차사고 사망률: 1.4%
• 1만대당 사망자수: 이륜차 2.3명, 자동차 1.0명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불공정 관행 개선 인식 향상으로
자동차 하자·결함에 대해 적극 대응

• 결함신고 증가: ’21년 7.8천 건으로 ‘10년에 비해 4.2배 증가
• 교환환불 신청건수: ‘21년 707건으로 ‘19년에 비해 9배 증가

법인차 사적이용, 자동차사고시 과잉진료 및 보험료 부정
수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 증가

자동차정책 여건변화와 전망1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확립 필요

- 낡은 규제 개선, 법제도 및 인프라 선제 준비

- 국민들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지원 집중

 ‘친환경 모빌리티‘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내연차 위주의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를 친환경 모빌리티에 적합하게 전환 필요

‘애프터 마켓‘ 규제 혁파

 자동차 등록증가에 따라 성장 잠재력 높은 ‘애프터 마켓‘ 규제혁파와 수요진작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필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대응체계 전환

 ‘제작결함‘ 인지시 신속한 리콜 이행

 이륜차 등 안전사각지대 관리 강화 지속 추진

 자동차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

정책적 시사점2



Ⅲ.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의
방향



대응전략
정책환경 변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자동차
기술
정책
변화

이용자
안전인식

및
소비행태

변화

 인구의 초고령화 진입으로 교통약자와
고령운전자 증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비 도시
교통소외 및 환경비용 증가

 경제 저성장기조 지속으로 자동차 산업
정상 정체

 통신·IoT 기술 접목한 커넥티드카 시대 도래

 자율주행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 개발 경쟁

 주요국의 자율주행 도입 정책 활발히 전개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개발 활발

 친환경차 관련 新산업 등장

 캠핑문화 확산, 소비자 기호 다양화로
자동차 튜닝 증가

 대체부품과 중고차 등 합리적 소비 인식 확산

 친환경 소비 및 자원 재활용 인식 확산

 범세계적 탄소중립 정책 활발히 전개

 자동차 안전 인식 향상과 소비자 권익
적극적 요구

 친환경자동차 연관 新산업 조성

 커넥티드카 안전 강화 및 국제화

 AI 융합 자동차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고령화 대비 자동차 안전성 강화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동화에 따른 자동차산업구조 변화 견인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화 및 운행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생활 및 이용
효율성 확보

 미래자동차 상용화 대비 안전체계 구축

 연결성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강화

 신뢰성 있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 시장
개발 및 확산 지원

 친환경차 연관 자원순환 체계 안전 확보

 친환경차 이용 안전 및 신뢰 확보

 자동차 이용자 권익 보호

자동차정책 환경변화와 대응1



추진 전략대응전략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자동차
기술
정책
변화

이용자
안전인식

및
소비행태

변화

친환경자동차 연관 新산업 조성

커넥티드카 안전 강화 및 국제화

AI 융합 자동차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고령화 대비 자동차 안전성 강화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동화에 따른 자동차산업구조 변화 견인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화 및 운행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생활 및 이용 효율성 확보

미래자동차 상용화 대비 안전체계 구축

연결성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강화

신뢰성 있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 시장 개발 및 확산 지원

친환경차 연관 자원순환 체계 안전 확보

친환경차 이용 안전 및 신뢰 확보

자동차 이용자 권익 보호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신산업 육성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추진 전략1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구현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

목표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마련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 육성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

1-1.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

1-2. 자율주행 법제도 선제 마련

1-3.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구축

1-4.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2-1. 제작안전을 위한 안전인증
·평가 체계 마련

2-2. 안전운행을 위한 검사·정비
체계 구축

2-3. 친환경 모빌리티 및 배터리 등
新산업 육성

2-4.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지원

3-1. 중고자동차시장 건전성 강화

3-2. 기술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육성

3-3. 부품안전성 강화 및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

3-4.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 개선

4-1. 신속하고 폭넓은 소비자 보호
4-2.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및

사고피해지원 강화

4-3. 이륜차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4-4.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국제활동
강화
4-5. 자동차안전도 평가 종합체계로 전환

전략
및

추진
과제

규제 개혁 데이터 개방3 대
방향

불공정 관행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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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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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전략 01 

1



추진 목표

레벨4 자율주행 관련 법 ∙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인프라, 산업생태계 구축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촉진을 통하여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마련

 미래모빌리티시대에대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개발·상용화필요

 ’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달성을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안전기준 등의 제도 기반 마련 추진

• PBV(Purpose Built Vehicle) 등새로운자율주행모빌리티기반서비스개발촉진및상용화지원

• 특히, 통신기능 강화, 차내 SW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 확보 등 대응 필요

• 또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관련 인프라의 전국 망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

 자율주행산업은미래모빌리티의핵심으로기술개발, 창업·스타트업지원, 전문인력양성
등민간의산업성장지원추진

 자율주행차는 AI·사물인터넷·빅데이터등첨단기술의융복합체로 산업계간협업을통한상생
전략필요

1



목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전략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

자율주행
법∙제도 선제 마련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

•자율주행기반대
중교통체계대전
환

• 자유로운실증을
위한규제특례확
대

• 자율주행서비스
개발촉진및상용
화지원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고도화

•사이버보안등통
신안전체계구축

•자율주행차
사고조사강화

• C-ITS 구축확대및
운영안전성제고

•정밀도로지도전
국구축및고도
화

•기존도로인프라
의 자율주행지
원확대

•자율주행기술개
발및핵심기업
지원

•자율주행전문인
력육성

•자율주행
산∙학∙연∙관협의
체구축및운영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마련1



전략 02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 육성

2



추진목
표
친환경모빌리티의제작→운행단계안전성을확보하고, 배터리등핵심장치의新비즈니스

모델지원등을통한친환경산업생태계전환지원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 육성

 정부는 ’30년까지전기·수소차 450만대보급목표설정(사업용차량 50만대포함, 2021.10. NDC)

 글로벌경제질서가탈탄소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면서자동차산업에대한사회적
책임강조

• 전기·수소차등친환경차보급이확산되고있으나안전한운행을위한검사·정비인프라
는미흡

• 現자동차안전∙관리체계는내연차중심으로기업의신기술적용에대한불확실성을제
거하고국민불안을해소할수있는안전체계로개편필요

• 주요국에서시행될자동차전생애주기의온실가스배출량평가(Green NCAP)등에선제적준
비필요

 한편자동차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유지하고새로운성장동력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미래차로의성공적전환필요

• 친환경차보급목표달성을위하여보급확산전략을비롯한인프라확충도필요

2



목표 안전하고 청정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전환

추진
전략

제작안전을 위한
안전인증∙평가체계

마련

운행안전을 위한
검사 ∙ 정비체계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및
배터리 등 新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지원

추진
전략

•전기차성능및
안전성강화

•수소차성능및
안전성강화

•전기·수소차
안전인증체계보
완

•친환경성평가체
계
(Green NCAP) 

마련

•친환경차검사소
및정비소확대

•친환경차검사기
술
개발 R&D 투자

•친환경차검사역
량제고및정비
인력
양성

•전기·수소차등
미래차클러스터
조성및기업지원

•배터리리스, 사
용후배터리등
연관
新산업육성·지원

•전기·수소차보급
확산

•전기·수소차
충전시설확충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 육성

2



전략 03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3



추진목
표

현황및여건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

 중고차시장은 10년간 44% 증가했으나, 중고차품질불량및사후관리부실등소비자피해지속

• 중고차의상품화부터사후관리까지거래질서투명화‧선진화필요

• 한편대기업의중고차시장진출허용(’22.3)에따라영세매매업체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도필요

 튜닝시장은규제완화의효과로지속성장중이며, 친환경‧첨단기술등新튜닝분야도확대전망

• 전기차튜닝부품부재로내연차→전기차튜닝사례전무, 기술기준부재로첨단장치튜닝기술연계곤란

• 現자관법상튜닝은승인범위, 절차등제도운영에초점이맞춰져있어튜닝활성화지원근거미비

 자동차부품도안전성향상을위한종합적인지원체계구축필요

 한편폐자동차에대한거짓‧과장광고, 무등록업자의불법폐차등음성적인거래관행으로인한
소비자피해가지속

자동차판매이후자동차의튜닝, 부품교체, 중고차매매, 폐차(해체∙재활용) 등국민생활에

밀접한자동차애프터마켓단계에서의관리품질향상

추진목
표

3



목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애프터 마켓 거래 재화·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전략

중고자동차
시장투명성 강화

기술지원을 통한
안전한 튜닝산업 육성

부품안전성강화및
대체부품이용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산업 개선

추진
전략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내실화

•소비자신뢰성제고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중고차 종사원 관
리체계 강화 및 처
우 개선

•자동차 서비스 복
합단지 이용 활성
화 및 제도 정비

•미래차 튜닝기술
인증기준 마련 및
인프라 지원

•튜닝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및 저변
확대

•자율 튜닝분야
안전성 강화

• 자동차부품
안전관리 강화

• 대체부품 품목
확대 및 지원상품
개발

•자동차 해체·재활
용 관리 제도 개선

•자동차 해체·재활
용
산업 육성 및
부품 관리

자동차 애프터 마켓 활성화3



CONTETNS

전략 04 

자동차 소비자보호 및 안전도 강화

4



추진 목표

자동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도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자동차 관리

환경 조성

 (결함∙하자) 발생에 따른 자동차 리콜 및 교환‧환불 중재 신청 급증

 (교통사고 피해자) 무보험차량 등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생계지원 등 지원 강화 요구 증가

• 증가하는 교환‧환불 중재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조사대상 선정 기준 불명확, 리콜 결정시까지 장기간(1년) 소요되는 등 신속한 리콜 대응에 한계

 (이륜자동차) 생계, 여가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달리 안전검사, 정
비자격 제도 및 폐차제도가 부재하여 운행 중 차량 결함, 대포차 등 안전‧불법문제 발생

 (안전기준) 미래차 시대 주도를 위한 각 국의 정책·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정책‧산
업·기술 반영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 요구

 (안전도 평가)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 자율주행 기술발전 등으로 미래차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
및 공정성, 평가방식 적정성 등 개선 요구 증가

자동차 소비자보호 및 안전도 강화4



목표 소비자가안심하는안전한자동차관리기반구축

추진
전략

신속하고 폭넓은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및 사고

피해 지원 강화

이륜자동차
안전체계 구축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국제활동 강화

자동차 안전도
평가 종합평가
제도로의 전환

추진
전략

• 결함조사
효율화 및 적극
·자발적
소비자 보호

• 리콜 심의기구
전문성/투명성
강화

• 신속한 리콜
이행 지원

• 자동차 교환ㆍ
환불체계
고도화

• 무보험 차량
관리감독
강화

• 진료수가 개
선 및 정비요
금 합리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전
문재활치료
및 생계 지원
강화

• 이륜자동차
관리‧단속
강화

• 이륜자동차
운행안전성
제고

•자동차해체
·재활용관
리제도개
선

•자동차해체
·재활용
산업육성
및
부품관리

• 친환경성능
평가

• 자율주행성능
평가 고도화

• 투명 / 신뢰
받는 평가체계
구축

• 소비자 중심
홍보 확대

• 평가차종 및
평가 확대

• 평가결과
활용도 향상

• 체계적 국제
조화 및 기준
체계 개편

• 적극적인
국제활동
확대

• 국제조화
추진 협력
체계 등
기반 구축

자동차 소비자보호 및 안전도 강화4



Ⅴ.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기대효과



1.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급변하는 자동차와 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선제적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하에 주요과제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책임자 : 자동차정책관)

※모빌리티위원회, 규제개혁위

원회 등과 연계

**

제도분과 산업분과 미래분과 안전분과

규제개혁, 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

* (참여) 교통연구원, 산업· 환경부

등

산업동향, 업계 애로사

항 파악 등

* (참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수입자동차협회등

신기술 동향, 국내외 사

례 파악 등

* (참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전학회 등

국제동향 파악 ,

연구과제 발굴 등

* (참여) 자동차안전연구원

(KATRI)등

기본계획의 추진체계1



국민 삶의 변화와 기술 혁신, 경제 성장 동력의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

 자율화

 스마트화

 전동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및

자동차 안전
강국 도약

 미래차 안전기준
국제화 및 선도

 자동차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 개선

 이용편의 증진

 미래 모빌리티
이용활성화

 자동차-교통 연계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응용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

 관리시스템 고도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기대효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