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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화두이자 조만간 도래

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부

주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를 방지하고 최적화된 차량 주행기술

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적·경제

적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개

발자와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작동 가능성, 대형 사고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형사

책임 귀속 주체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

한 논의가 필요하다.  

   Level 1과 Level 2는 자동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나 일부 

주행영역에 제한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운전

자가 주행상황 전반을 주시하며 제어할 의무가 있다.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 자동차 제어

권을 이전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시스템의 운전상황을 주

시하고 긴급상황시 자동차를 제어할 의무가 있다. 주행기술의 고

도화 정도에 따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단계의 자율주행시스템은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

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Level 4 및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과정에 사람이 관여

할 필요가 없으므로 탑승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

다. 다만 탑승자와 소유자가 사고발생을 사전에 인식하였을 경우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여 사고 결과에 대해 부작위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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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하다. 또한 개발자와 설계자는 개별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고도화 되어 강인공지능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책

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 위 형사책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즉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의식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결

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에 해당하며, 행위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 고

유의 특성이자 존재적 가치이기도 한 자유로운 의사판단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사고에 따른 과실책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관여 정도에 따른 주의의무들을 사전에 입법화하여 책임여부를 판

단하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입증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특정한 영역을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거나, 보험을 통한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고 형사책임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

다. 

주요어 :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과실책임, 책임능력

학  번 : 2017-23239



- 3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 5

제 2 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원리 및 구조 ·· 6

제 1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 7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리 및 구조··························· 8

제 3 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 ····················· 10

제 1 절 자율주행자동차 분류 ··············································· 10

    1. 분류 기준과 단계별 특성 ··················································· 11

    2. 자율주행 단계 구별의 실익 ··············································· 13

제 2 절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 14

    1. 기술개발 현황 ······································································· 15

    2. 각국의 입법과 시험운행 ····················································· 17

제 3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적 고찰의 필요성··········· 19

제 4 장 Level 1,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1

제 1 절 Level 1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1

제 2 절 Level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2

제 5 장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 24



- 4 -

제 1 절 서론············································································· 24

    1. 사고 발생 가능성 ································································· 24

    2. 논의 전개 방향 ····································································· 27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28

    1. 현행법상 처벌 규정 ····························································· 28

    2. 과실 이론 ··············································································· 31

       가. 과실범과 범죄체계론 ··················································· 31

       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 33

       다. 주의의무위반 판단 척도 ············································· 34

    3. 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 36

       가. 주의규정과 주의의무위반 ··········································· 36

       나. 판례의 태도 ··································································· 43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 45

       가. 현행 규정 적용가능성 ················································· 46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47

    5.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 53

       가. 이론 소개 ······································································· 53

       나. 허용된 위험 이론의 적용 ··········································· 55

       다. 신뢰의 원칙의 적용 ····················································· 56

제 3 절 형사책임 귀속 주체의 확장··································· 57

    1. 논의의 필요성 ······································································· 57

    2. Level 3 수준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귀속 ······················· 59

       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 59

       나. 운전자 지위 인정여부 ················································· 62

    3.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의 형사책임···· 65

제 4 절 사고 유형별 형사책임············································· 67

    1.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 정보로 인한 사고 가능성 ····· 68

    2. 해킹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 69

제 5 절 법과 제도 개선 방향 ··············································· 71



- 5 -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전면적 허용 ······························· 71

    2. 형사책임 귀속을 위한 주의의무 범위 확정 ··················· 72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입법 ··································· 73

    4. 형사책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민사책임 확대 ··········· 74

제 6 절 소결············································································· 75

제 6 장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 77

제 1 절 서론············································································· 77

    1. 인공지능의 등장 ··································································· 77

    2. Level 4와 Level 5의 구별 실익 ········································ 78

    3. 논의 전개 방향 ····································································· 79

제 2 절 자율주행시스템과 인공지능··································· 81

    1. 인공지능의 정의 ··································································· 81

    2. 인공지능의 분류 ··································································· 82

    3. 인공지능의 지위 ··································································· 86

제 3 절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 88

    1. 서론 ························································································· 88

    2. 운전자의 책임 ······································································· 90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92

    4.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 92

    5. 개발자 및 제조사의 책임 ··················································· 93

제 4 절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 96

    1. 서론 ························································································· 96

    2. 탑승자 또는 소유자의 형사책임 ······································· 97

       가. 사고 발생 유형 ····························································· 98



- 6 -

       나.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 98

       다. 탑승자와 소유자의 부작위책임 ································· 100

    3.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주체성 ············································· 102

       가. 민사책임과 구별 ··························································· 102

       나. 인공지능의 동작과 행위 ············································· 103

       다. 범죄능력 인정가능성 ··················································· 104

       라. 책임능력 ········································································· 107

       마. 형벌능력에 관한 문제 ················································· 109

       바.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 ············································· 112

    4. 인공지능의 과실 책임 ························································· 114

       가. 일반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의 구별 ····························· 114

       가. 현행 규정 적용 가능성 ··············································· 115

       나. 과실책임 – 주의의무위반 여부 ································· 116

       다. 허용된 위험 ··································································· 118

       라. 입증책임의 전환 ··························································· 119

       마. 위법성조각사유 ····························································· 122

    5. 개발자 및 제작자의 과실 책임 ········································· 124

제 5 절 향후 입법방향··························································· 126

    1. 알고리즘 유형 제한 등 기술수준을 입법화 ··················· 126

    2. 무과실 책임 ··········································································· 127

    3. 제조물책임법에 형사처벌 규정 도입 ······························· 127

제 7 장 결론·································································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43



- 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세기 말 내연자동차가 등장한 후 자동차산업의 큰 과제는 효율성 증

진과 친환경이었다.1) 그러나 21세기 자동차산업의 화두는 정보통신기술

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Vehicles, Autonomous 

Car, Driverless car)로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

다.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구글 웨이모

는 약 10년 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시작하였고, 스위스는 2017년 

9월부터, 독일은 2017년 10월부터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 중이며,3) GM, 

포드 등 완성차 업계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4) 또한 2019년 

8월 세계 첫 무인 자율주행차 경주 ‘로보레이스(roborace)’가 스페인 

몬테블랑코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5)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우리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도 반영되어 있다. 

자동정지 기능, 차선제어 기능, 속도유지 기능 등은 대표적인 자율주행 

1)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 아카넷, 2017, 23면

2) 네이버 지식백과(자율주행차), 미국 기술조사업체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
는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2020년 210조원, 2035년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
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6633&cid=42107&categoryId=42
107 (최종방문일 2019. 12. 9.)

3) 차종진/이경렬,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8. 3, 110~111면

4) 네이버 블로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발표한 자율주행 리포트(Lead
erboard Report : Automated Driving)에 따르면 GM과 포드는 전략(Strategy)과 실
행(Execution) 측면에서 세계 자율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http://blog.naver.c
om/clauds/221375006886 (최종방문일 2019. 12. 9.)

5) 2019. 8. 2.자 한겨레신문 기사, “세계 첫 무인 자율주행차 경주”, http://www.hani.c
o.kr/arti/science/future/904276.html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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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오늘날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를 준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경 2020년까지 자율주행기술이 탑재

된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하고,6) 2018년 12월 10일 경기도 화성

에 자율주행자동차 실험 단지인 K-시티를 조성하였다. K-시티는 5G 통

신망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실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상황의 차량 대응력

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7)  

  이처럼 앞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운행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95%가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다는 점에서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은 1차적으로 교통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9), 최적화된 차량 주행기술

은 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

엇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운전 업무

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점과 공유형 자동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

6) 2015. 5. 6.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
안’, 16면, http://file1.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 
(최종방문일 2019. 12. 9.)

7) 네이버 지식백과(K-시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02686&cid=
42107&categoryId=42107 (최종방문일 2019. 12. 9.)

8)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7,148건으로서 사망자는 3,781명, 부상자는 323,037명으로 집계되었
다. 원인별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21,797건, 신호위반 24,725건, 안전거리미확보 2
0,453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064건, 중앙선 침범 9,559건 순서로 발생하였다. ht
tp://taas.koroad.or.kr/?menuId=WEB_KMP_OVT_UAS_TAT-도로교통공단 TAAS 
(최종방문일 2019. 12. 9.) ; 우승국/박지영/김범일/이동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교
통부문 파급 효과와 과제(1차년도)」, 한국교통연구원, 2017, 175면 : 미국은 약 94%, 
영국은 82%가 운전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확인되었다. 

9) 2018. 3. 6.자 경찰청 기관소식,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기록, 5년 연속 감
소세 유지”, 201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185명이고, 95% 정도가 운전자의 부
주의나 과실로 발생하였다. http://www.gov.kr/portal/ntnadmNews/1373227 (최종
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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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2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발생한 구글 운행 

자율주행자동차와 버스의 충돌 사고10), 2016년 5월 7일 발생한 테슬라 

모델S와 트럭의 충돌로 인한 테슬라 운전자 사망사고11), 2018년 3월 발

생한 우버 시험운행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행자 충돌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12)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율주행 기술을 반영하고 있고, 향후 자

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

와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고도

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인데, 미리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발달하는 인공지능이 도래한다면 자율주행시스템이 어떤 판단

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자율

주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에게 결과에 

10) 블로터 게시글, 구글 자율주행자동차가 우회전을 위해 4차선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다
시 출발하면서 (일반 차량에게는 우회전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인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에게는 주행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를 피하기 위해 왼쪽 차선으로 잠시 
차선을 변경하였고, 3차선에서 직진하던 일반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때 구
글 자율주행자동차는 버스가 속도를 줄여 멈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http://bloter.net/
archives/251067 (최종방문일 2019. 12. 9.) 

11) 오마이뉴스 기사, 테슬라에 탑승한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의존한 채 
운전대에 손을 얹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선행하
는 흰색 트럭과 햇빛을 구분하지 못해 트럭을 추돌한 사고로서 테슬라 운전자가 현장에
서 사망하였다. http://www.ohmynews.com/NWS-Web/Event/Premium/at_pg.asp
x?CNTN_CD=A0002550488&CMPT (최종방문일 2019. 12. 9.)

12) 이투데이 기사,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교외 템페에서 주행 중이던 우버 자율주행자동
차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 발생 6초 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자율
주행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알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충돌 1.3초 전에
야 비로소 비상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까지 속도를 늦추
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당시 우버 직원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로 우버는 자율주
행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
sview.php?idxno=1730203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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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13)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의식 수준을 앞서가고 있다. 법과 제도는 

기술발전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기술이 인간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장기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와 인간을 보호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상황과 원인에 따라 

단발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알고리즘을 토대

로, 도로정보, 차간정보 등을 제공받아 일련의 판단을 내리므로 차량 운

행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대규모의 조직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

면에서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형사책임은 소

급효가 금지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형사책임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 발전은 예기치 못한 각종 인명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

고, 의도하지 않은 이와 같은 사고들은 과실범 논의 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도 기존 자동차 사고의 과실 책임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진 특수성은 과실 이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 수준에 따라 논의하고

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자율주행시스템의 발전 정도를 예측하여 형사책임을 논

의하는 것은 자칫 추상적이고 공허한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13) Davola, Antonio, “A Model for Tort Liability in a World of Driverless Cars: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Upcoming Technology” (February 1, 2018). 
Idaho Law Review, vol. 54, iss. 1, 2018. 5면.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120679 or http://dx.doi.org/10.2139/ssrn.312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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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만으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리 새로운 법질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책임의 입법화는 공동체의 법감정을 반영한 결과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규제의 내용과 방향을 설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고도

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절 논문의 구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 귀속 주체를 특정하고 책임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논의의 대상인 자율주행자동차는 무엇인지 법적, 

기술적으로 정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자율주행자동

차의 기술 및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의 원리와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은 지금

도 계속되고 있는데, 기술발전 과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

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어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시험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측면인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

고의 형사책임 귀속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evel 4 자율

주행자동차가 이미 등장한 반면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14) 수준에 머

14) 인공지능은 발달 정도에 따라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구분한다. 약인공지능이 
인간의 특정한 사고능력을 컴퓨터 스스로 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 자체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자유의지 또는 자아인식 가능성까지 가진 
존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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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강인공지능’이 도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강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가 상

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약인공지능이,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모두 탑재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논의한 후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으로 구별하여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에 관

한 논의로서, 먼저 과실범 이론을 근거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도 현행 

과실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관해 어떤 

척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형사책임 귀속 주체를 확장할 수 있는지, 사고 

유형별 책임 귀속 문제와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Level 4, Level 5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인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한 인공지능시스템

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배후 개발

자 및 제작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의 행위능력, 범죄능력, 

책임능력, 형벌능력을 살펴본 후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귀속 주체를 

특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자

동차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원리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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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의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

에 존재한다. 위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

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식’, ‘판단’, ‘제어’ 작용을 반영하

여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차 스스로 도로,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면서 주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등

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 등을 계획하여, 가속, 감속, 변속,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15)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정의가 현재의 개발 수준만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는 점에

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자의 연속적인 주시와 적극적인 통제 

없이 컴퓨터, 센서 및 기타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행이 가능한 자동

차로서, 사용하는 신기술은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16) 영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를 구분

하여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완전자동화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17) 

  종합하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을 위한 ‘인식’, ‘판단’, ‘제

어’ 작용이 사람의 관여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등장한 용어인 커넥티드카

15) 김형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중앙법학, 제19권 제4호, 2017. 12. 
50면

16) 박준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적 문제”,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2017. 
12, 27면; 전용일/유요안, “미국 상원 자율주행법안(AV START Act)의 주요내용 및 시
사점”, 법조 제67권 제2호, 2018. 4, 212면

17) 박준선, 위의 논문, 27면; 이기형,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
사점”, 보험연구원, 2017. 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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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Car)는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

며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하고, 무

인자동차는 완전히 고도화되어 더 이상 운전자가 탑승할 필요가 없는 자

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리 및 구조

  자동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기술들은 자

동차에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며,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컴퓨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장치

(Automated Driving System : ADS)를 소위 자율주행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자율주행시스템은 하드웨어인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으로 구

성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에 의해 비로소 

현실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은 차량의 위치 및 주행 환경 

인식 능력, 예측 및 판단 알고리즘, 고정밀 실시간 지도 기술, 자동차 주

행 인터페이스이다.18)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주행시스템은 프로그램과 알고리즘19)의 

작용을 통해 운전자의 통제 없이 ‘인지’, ‘판단’, ‘조작’과정에 

18) 비피기술거래,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보고서」, ㈜비피기술거래, 2017, 3면
19) 네이버 지식백과(알고리즘), 알고리즘(algorithm)은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컴퓨터 개론에서는 알고리즘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라고 정의한다. http://terms.
naver.com/entry.nhn?docId=2270445&cid=51173&categoryId=51173 ; 기용걸/최진
욱/허낙원,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
구원, 2017. 12, 26면, 자동차 돌발상황을 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 기법으로
는 APID, DES, DELOS, McMaster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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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20) 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가 탑재되어야 하며, 위 장치는 자동

차의 위치와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주어진 정보를 종합하여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차를 어떻게 조작할지 판단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자동차를 

작동하는 기술을 보유하여야 비로소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주행하는 과정은 ‘인지’, ‘판

단’, ‘조작’ 3단계로서,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교

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살펴볼 사고유형을 논의하기 위

해 각 단계의 작용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지 단계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각종 센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현재 널리 사용 중인 위성위치확인

시스템은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목적지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

도록 한다.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 라이더(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21) 레이더(Radar), 센서는 자동차 주변 환경 정보를 제공한다. 

보행자, 교행 또는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거리, 신호, 도로정보 등은 모두 

주변 환경 정보에 포함될 것이다.22) 

  인지 단계에서 주목할 것은 앞으로 개별 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확보한 정보 외에도 주변 자동차나 사물이 확보한 정보를 통신을 

통해 제공받은 후 이를 통합하여 주행 판단을 내림으로써 안전성과 효율

성을 확대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이라고 부른다.23) 센

서에 의존하는 독립형 자율주행보다 안전성이 높으나 기반시설 구축을 

20)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11면
21) 라이더는 레이저를 쏘아 주변 환경의 입체지도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기계로서 자율주

행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와 함께 주행안전을 담당하는 기술이다. 
22) 김형준, 앞의 논문, 51면
23)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1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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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단점이다.24) C-ITS 시스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 간 직접 통신(Vehicle to Vehicle, V2V) 뿐

만 아니라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ehicle to Infrastructure, V2I), 보행자

와 차량 간 통신(Pedestrian to Vehicle, P2V), 보행자와 인프라 간 통신

(Pedestrian to Infrastructure, P2I) 및 도로 센서 네트워크와 인프라 간 

통신(Road to Infrastructure) 등 차량·사물 통신(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V2X)’ 기술이 적용되며,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를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라고 부른다.25) 

  ‘판단’단계는 ‘인지’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

재한 자율주행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상황을 판단하

고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제어’단계에

서는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장치들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주행하게 되는 

것이다. ‘판단’ 단계는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해킹을 통해 시스템이 운전자의 의도와 다른 판단을 내리도록 개

입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제어’단계는 시스템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자동차를 작동하는 것

으로 가속, 감속, 조향 등 자동차의 모든 작동을 포함하며 오래된 양산

기술의 축적으로 기술성숙도가 다른 단계에 비해 높은 편이다.26)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분류

24) 장필성/백서인/최병삼,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동향과 이슈, 제49
호, 2018. 6, 14면

25)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11~112면
26) 비피기술거래, 앞의 책,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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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류 기준과 단계별 특성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는 정도에 따라 여

러 단계로 구분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는 미국 교통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구분한 5단계 기준과 

국제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ternational, SAE 

International)에 따른 6단계 기준이 존재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 5월 가이드라인(Preliminary Statement 

of Policy Concerning Automated Vehicles)을 발표하면서 Level 0(No 

Automation), Level 1(Function Specific Automation), Level 2(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evel 3(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Level 

4(Full Self-Driving Automation)로 구성된 다섯 단계로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분하였다.27)

  0단계는 자율주행기능이 전혀 장착되지 않은 단계이다. 1단계는 조향, 

가속, 제동 등 개별적인 자율주행기술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단계, 2단

계는 복수의 자율주행 기능들이 서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단계, 3단계는 

제한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이며, 4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

한 단계이다. 3단계의 제한적 자율주행은 통상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을 

하되, 긴급 상황시 자동차 제어 권한이 운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이다. 

4단계는 긴급 상황에서도 자동차 제어 권한이 인간에게 이전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이다. 무인자동차는 4단계 자율주행자동

차에 해당한다.28) 2016년 4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연방 자율자동차 

27) 박준선, 앞의 논문, 28~29면 
28) 신동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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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을 발표하였고, 2017년 9

월 12일 개정된 가이드라인(A Vision for Safety: Automated Driving 

Policies 2.0.)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자동차 

분류법을 채택하였다.29)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의 변화는 교통당국과 자

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분류기준이 동일하게 되는 이점을 가져왔다는 평가

이다.30) 

  자동차공학회는 Level 0(No Driving Automation), Level 1(Driver 

Assistance), Level 2(Partial Driving Automation), Level 3(Conditional 

Driving Automation), Level 4(High Driving Automation), Level 5(Full 

Driving Automation)까지 총 6단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구분

하고 있다.31) 

  자동차공학회의 기준32)에 따르면 일반자동차는 Level 0에 해당한다. 

선행 자동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는 운

전자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서 기능하므로 Level 1에 해당

하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캐딜락의 수퍼크루즈시스템

(Super Cruise systems)은 조향과 가감속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율주행기

능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이므로 Level 2에 해당한다. Level 3는 

3호, 2016.10, 197~199면
29) 미국 교통부(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Federal Automate

d Vehicle Policy”, http://www.transportation.gov/tags/automated-vehicles (최
종방문일 2019. 12. 9.) / 전예준 외, “미 연방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전문번역)”, 성균
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6. 10, 9면

30) Samuel D. Adkisson, “System-Level Standards : Driverless Cars and the 
Future of Regulatory Design”,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2018. 

31) 2018. 12. 11.자 자동차공학회 게시글, SAE “J3016 LEVELS OF DRIVING AUTOMA
TION”, https://www.sae.org/news/press-room/2018/12/sae-international-relea
ses-updated-visual-chart-for-its-%E2%80%9Clevels-of-driving-automation%E
2%80%9D-standard-for-self-driving-vehicles (최종방문일 2019. 12. 9.), 시놉시스 
사(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회사) 홈페이지 게시글, http://ww
w.synopsys.com/automotive/autonomous-driving-levels.html (최종방문일 2019. 
12. 9.) 

32) ‘SAE J3016’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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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 인식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단계로서, 자율주

행시스템이 요구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 제어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Level 2에서 Level 3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술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도약

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미묘한 변화에 해당한다. Level 4는 특정한 

환경에서 모든 제반조건이 구비된 경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시스

템 오류나 실패시 인간이 수동 전환 옵션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가 제

어권을 이전받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Level 5 수준의 자율주

행자동차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서 조향

을 위한 핸들, 가감속을 위한 페달이 없더라도 무관하다. 2019년 현재 

몇몇 케이스가 시험 중이지만 일반인들에게 Level 5 자동차 운행이 허용

된 사례는 없다. 현재 미국, 독일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제도상 운전

자가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게 함으로써 완전 무인 주행을 허용하지 않

고 있다.33) 

2. 자율주행 단계 구별의 실익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분류 기준

에 따르면 Level 3과 Level 4가 자동차공학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Level 3 ~ Level 5가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될 것이다. 

  그 중 인간의 관여 없이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분류기준 Level 4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해당

한다. 자동차공학회의 분류법에 따른 Level 4와 Level 5 역시 사실상 인

간의 관여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볼 

33) 김용훈/김현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동향”, 정보와 통신, 제34권 제5호, 2017. 3,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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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Level 4는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자

동차 분류법에 따른 Level 4 및 Level 5를 모두 포섭한다고 볼 수 있

다.34) 

  자동차공학회의 분류법에 따른 Level 4와 Level 5는 기본적으로 운전

자의 관여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Level 

4는 제반 조건이 갖춰진 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서 긴급 

상황에서 인간이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옵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Level 5는 모든 주행 환경에서 인간이 운전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단계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Level 5가 가장 고도화된 자율주행자

동차 기술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를 구별하는 위 기준들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정도만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위 기술들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에 관여하는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35) 이러한 차이점은 곧 사고 

발생시 책임유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자동차 운전자에게 기

대 가능한 주의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제한적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운전 관여 정도와 

전반적인 운행상황 통제 필요성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제한적 

자율주행 및 완전 자율주행 단계 안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각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

은 기술 발전 정도의 차이가 형사상 과실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불러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2절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

34) 김형준, 앞의 논문, 53~55쪽
35) Harry Surden/Mary-Anne Williams, “How Self-Driving Cars Work”, 2016. 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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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경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본격화되어 현재는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교통부

는 2017년 11월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주행차 전담조직’

을 구성하였다.36) 현대자동차는 2017년 CES 2017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

(SAE) 기준 Level 4 수준의 아이오닉 자율주행 컨셉카로 야간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하였다.37) 아이오닉은 차선 단위의 정보를 포함한 고정밀도 

지도를 이용해 주간보다 야간에 자율주행자동차 센서의 인식능력이 떨어

지는 점을 보완하였다. 네이버는 국내 IT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임시허가를 받아 프리우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중

이다.38) 네이버가 가진 지도 정보는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39) 

  미국은 1991년 Automated Highway System Project를 시작으로 2016년 

연방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

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40) 테슬라 모델 3와 지엠 볼트이브이(Volt 

EV)는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이미 도로에서 운행중이다.41) 

36) 2017. 11. 22.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전담조직 발족...속도감 있는 정책 
기대”, http://www.molit.go.kr/USR/NEWS/m-71/dtl.jsp?id=95079964 (최종방문일 
2019. 12. 9.)

37) 2017. 2. 15.자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 게시글, “미래를 향한 자율주행차, 정밀 지도
(HD MAP) 읽으며 씽씽 달린다!”, http://blog.hyundai-mnsoft.com/1040 (최종방문
일 2019. 12. 9.)

38) 2017. 4. 3.자 CH49.9 게시글, “현대차-네이버-서울대 자율주행차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http://www.ipnomics.co.kr/?p=61303 (최종방문일 2019. 12. 9.)

39) 2018. 10. 12.자 네이버랩스 게시글, “도로자율주행을 위한 지도, 하이브리드 HD 매
핑”, http://www.naverlabs.com/stroyDetail/113 (최종방문일 2019. 12. 9.)

40) 김용훈/김현구, 앞의 논문, 11면
41) 홍태석/권양섭/곽병선/이종찬, “자율주행차 사고발생 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3호, 2018. 8, 238면 / 2017. 4. 10.자 넷매니아즈(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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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2009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2015년 10월 세계 최

초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시연하였고 

2018년 10월까지 1,000만 마일 이상 시험주행을 마쳤으며 2019년 일반인

을 대상으로 공유서비스를 시작하였다.42) 우버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로서 2016년 볼보와 제휴를 맺고 자율주행자동차 공동 엔지니

어링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6월 볼보가 공개한 XC90은 우버의 자율

주행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자율주행가능 양산 차량(Autonomous 

drive-ready productive vehicle)’으로서 자율주행차 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은 우버 직원이 탑승하여 운행되고 있다.43) 영국에 본사를 둔 랜드로

버는 영국 내에서 자율주행 시험 중이며, 영국 선덜랜드에 공장을 둔 닛

산은 판매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영국 내에서 양산 중이다.44)   

  독일의 벤츠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성공하여 2015년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판하고 있으며, 아우디, BMW 역시 자율주

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45) 스웨덴의 완성차 업체인 볼보

는 독자적인 자율주행 컨셉을 개발중이며, 2019년 6월 자체 개발한 무인

자동차인 자율주행전기트럭 ‘베라’를 이용하여 화물을 물류센터에서 

스웨덴 예테보리(고텐부르크)의 항구 터미널까지 운반하기 시작하였다.46) 

네트워크, 통신 컨설팅 및 온라인 포탈 회사) 게시글, “자율주행차 동향”, http://www.
netmanias.com/ko/post/blog/11926/5g-iot-self-driving/self-driving-car-trend 
(최종방문일 2019. 12. 9.)

42) 2019. 7. 24.자 OTV 블로그 게시글, “201907_V020_OTV_자율주행차_그것이 궁금하
다”, http://blog.naver.com/soyose1/221589644310 (최종방문일 2019. 12. 9.)

43) 2019. 6. 13.자 라이드 매거진 게시글, “볼보, 우버를 위한 자율주행 XC90 생산준비 
완료”, http://ridemag.blog.me/221561219232 (최종방문일 2019. 12. 9.)

44) 권건보,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110면

45) 송유승, “스마트 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 주간기술동향, 2017. 9. 27, 9
면

46) 2019. 6. 15.자 네이버 오토캐스트 게시글, “볼보트럭 자율주행 전기차로 실제 도로 
배송 시작”,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249900
&memberNo=37677556&vType=VERTICAL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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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6년부터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

하고 있다.47) 일본 교통청은 2020년 완전자율주행 기술 개발, 2025년 완

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관민 ITS 구상·로드맵 2016’을 발

표하였고, 2013년경 무인자동차를 공개한 도요타와 혼다, 그리고 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5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닛산은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48)  

2. 각국의 입법과 시험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다수의 법과 조약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은 2014년 위 협약 

제8조 제5항의 2를 추가하여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합법화하였

다.49) 우리나라가 1971년 가입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제8조 제1항은 모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탑승할 것을 요

건으로 하고 있다.50) 위 협약은 아직 개정 전이다.51) 

47) 나채준, 「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9면

48) 송유승, 앞의 논문, 10면; 나채준, 앞의 책, 39면 이하
49)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2018, 38면 :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조 제5항은 “모든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해야 한
다(Every driver shall at all times be able to control his vehicle or to guide 
his animals)”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제어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경우 차량운행이 가능하다(Vehicle systems which 
influence the way vehicles are driven and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of construction, fitting and utilization, shall be 
deemed to be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nd with 
paragraph 1 of Article 13, when such systems can be overridden or switched 
off by the driver.)”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50) 국가법령정보,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제8조 제1항 “일단위로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또
는 연결차량에는 각기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Every vehicle or combination of 
vehicles proceeding as a unit shall have a driver).”

51) 명순구/김기창/김현철/박종수/이상돈/이제우/정채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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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

동차 임시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

항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

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

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에 근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각 대학 등 국내 다수의 업체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제한된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미국은 법적으로 주별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을 달리하고 

있다.52)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과정을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하

고 데이터를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53) 미시간주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운

전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54)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간

주, 플로리다주 등 다수의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

을 허용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도 제한적

으로 허용한 바 있다.55) 캐나다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 주

리고 법」, 세창출판사, 2017. 11, 98면, 제네바 협약이 말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인간
을 뜻한다고 해석할 문언상의 근거가 없고 인간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
네바 협약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유력한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52) 윤인숙,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59면 이하

53) 김두원,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법학논문집, 제39집 3
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2, 251~252면; 민경찬/이명수,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기준 개발 동향”, 오토저널, 제37권 제9호, 2015. 9, 
54~55면

54) 류병운, 앞의 논문, 36면; Mich. Comp. Laws §§ 257.665 (5) : “When engaged, 
an automated driving system allowing for operation without a human 
operator shall be considered the driver or operator of a vehicl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conformance to any applicable traffic or motor vehicle laws 
and shall be deemed to satisfy electronically all physical acts required by a 
driver or operator of the vehicle.

55) 류병운, 앞의 논문,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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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하였다.56)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2015년 5월부터 런던근

교 4개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가하였다. 미국과 달리 

임시번호판 부착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와 비인가 

접근에 대한 보호 방안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57) 독일은 2017년 

「도로교통법」 제1조를 개정하여 운전자가 ‘고도로 자동화된 또는 완

전자동주행기능(hoch- und vollautomatiisierter Fahrfunktion)’을 장착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되 운전자 없이 탑승자만 있는 

자율주행은 허용하지 않았다.58)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적 고찰의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

율주행 기술의 발전 정도는 운전자의 운전 개입 정도와 반비례하므로,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

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주

의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Level 1 및 Level 2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동차는 운전자가 대부분의 

운전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정의하기 어렵

56) 윤성현, 「캐나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6면

57) 김두원, 앞의 논문, 252~253면
58) 류병운, 앞의 논문, 40~41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

erkehrsgesetz,StVG),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
ssionid=U08EyzWnINFvmPb1YOf389BCTzorWvMe3BEdCW82vwyCKzHo01WeP1OBn
Pzic0Pr.eduweb_servlet_engine7?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50&se
archNtnlCls=4&searchNtnl=DE&searchTy=4&pageIndex=1&CTS_SEQ=17795&AST
_SEQ=69&ETC=29#(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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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9)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역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수

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시의 형사책임 문제도 현행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Level 3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조향, 가속, 제동 작업이 자동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운전자는 이를 감독하며,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만 운

전제어권을 이전받아 비로소 자동차 운행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감독하면서 긴급상황

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유지되므로 여전히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

의의무를 진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어떤 조건에서 주의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지, 경감될 경우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책임주체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

는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 

  Level 4 및 Level 5는 운전에 관한 모든 판단과 작동이 자동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른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인자동차와 유사하므로,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더라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승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

차에 탑승한 사람 중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원칙

에 반하는지,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59) 류병운, 앞의 논문, 37면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NHTSA)은 Level 1과 Level 2는 비록 시스템이 자동차의 조향, 가
감속, 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나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능동적 운전 행위를 담당
하는 것은 운전자이므로 시스템에는 자율주행 능력이 없어 자율주행자동차로 볼 수 없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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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른 자동차는 인공지능이 운행상황을 인

지하여 주행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

다. 형사책임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행위를 형법

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능력이 있는지가 논의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에게 수형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형사처벌의 실익과 관련되어 있

다.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 기준에 따라 형사책임 유무에 관

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제4장 Level 1,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제1절 Level 1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자율적인 주행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조작해야 비로소 기술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자율주행 기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였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기능은 자율주행기술로 보기 어렵다.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지켜 운전하

는 기능은 자율주행기술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술인 차선유지기능

(Lane Keeping Assist System, LKAS), 정속주행기능(Cruise Control 

System)은 대표적인 ‘특정한 자율주행 기능’으로서 위 기능만 장착된 

자동차는 Level 1에 해당한다. 

  특정한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Level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기술

이 적용되는 부분만큼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주행 기술에 의지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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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행할 수 있다. 즉 차선유지기능과 정속주행기능을 적용한 경우 최

소한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거나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운전자는 차선 유지나 주행 속도에 관

해서는 보다 경감된 주의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운전자가 차선

유지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황에서 다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위 항변만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특정한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는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지 아

니하므로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착석하여 전반적인 주행 상황을 주

시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율주행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현하여 안전

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운전자

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

될 것이다.  

제2절 Level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Level 2는 둘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능한 단계로

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조향장치와 가속 및 감속 장치를 조작하지 않아

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단계이다. Level 2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시스템에 의존한 채 주의의무

를 게을리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60) 

  Level 2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일정 정도 자율적인 주

60) Tracy Hresko Pearl, “Hands on the Wheel : A Call for Greater Regulation of 
Semi-Autonomous Cars”, Indiana Law Journal, 2017. 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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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가능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식되기 쉽지만 특정한 자율주행 기

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므로 해당 기술 외의 영역에서는 자

율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자율주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Level 2와 달

리 Level 3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에 관한 모든 기능을 스스로 제어하

고, 긴급상황에서만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넘어간다.

  Level 2는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한다. 

따라서 Level 2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제반 환경을 주시하면서 전

반적인 자동차 기능을 통제하여 안전히 운행할 주의의무를 진다. 즉 운

전자는 자율주행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는 안 되며 언제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

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 자동차 운

전자가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vel 2 자동차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중이더라

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

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Level 2 수준의 자동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미 Level 2 자동차 교통사고를 수건 경험하였다. 특히 2016년 발생한 자

동차 사고61)는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의존

하여 운전대에 손을 얹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이었는데, 오토파일럿이 

선행하는 흰색 트럭을 인식하지 못해 트럭을 충격하여 테슬라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이다.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토파일럿이 전

방 물체를 인식하는데 실패하여 트럭과 하늘을 구별하지 못한데 있었지

61) 각주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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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국 교통당국은 사망한 운전자가 사고 7초 전 충돌상황을 충분히 인

지했을 것이 예상됨에도 계속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테슬라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을 인정하였다.62) 

  테슬라의 모델S에 장착된 오토파일럿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

아도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가속과 감속을 통해 전방 차

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에 운전을 

맡긴 채 졸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이 다수 관찰되었다. 그

러나 Level 2 자동차는 불완전한 자동주행 자동차로서 운전자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주행 기능을 신뢰하였다고 항

변할 수 없고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제1절 서론

1. 사고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 제27조를 개정하여 임

시운행을 허가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2016년 2월 12일부터 위 법을 시행하였다. 위 규정을 토대로 

완성차 업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 업체, 

62) 각주 10 참고; Tracy Hresko Pearl, “Hands on the Wheel : A Call for Greater 
Regulation of Semi-Autonomous Cars”, Indiana Law Journal, 2017. 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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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팀, 스타트업 기업, 지자체 등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만63) 아직 주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은 허가

된 도로 외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64) 2019년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되어 2020년 4월 30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위 법 제6조에서는 

‘자율주행 안전구간’, 제7조에서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시

범운행지구에서 여객의 유상운송을 허가함으로써 자율주행을 확대하였

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구글, 우버, 테슬라 등은 이미 자

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실적을 누적함으로써 다양한 상황과 조

건 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독일은 

몇 건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경험하였다. 이 사고들은 자율주행자동

차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을 불러왔다. 시스템 개발자들이 사전에 예측하

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원인은 다양했다. 구글의 자

율주행자동차 사고는 시스템이 운전에 필요한 제반 환경과 정보를 정확

히 인식했으나 도로를 운행중인 다른 자동차가 어떤 운행 판단을 내릴지

63) 2019. 2. 26.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총 60대로서 그 중 현대자동차가 16대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965 
(최종방문일 2019. 12. 9.) 

64) 2015. 10. 29.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년 5월경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1개 구
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
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자율주행차 시험구간
으로 지정하였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6488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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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오판함에 따라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고,65) 테슬라의 경우 자율

주행을 위해 장착된 센서가 빛에 반사된 트럭의 후면을 하늘로 인식함에 

따라 전방에서 운행중이던 버스를 추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이

다.66) 우버는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이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사고 직전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67) 

  우리나라도 점차 자율주행이 확대되는 경향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

과 사고들에 직면할 수 있다. 차량고장, 낙하물, 도로점유 공사, 기상재

해 등 다양한 돌발상황이 존재한다.68) 제한된 도로에서만 시험주행을 한 

자율주행자동차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할지는 

알 수 없다.69)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보급량이 늘어나고 다른 운전자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는 차량 간 직접 통신 시스템(Vehicle to Vehicle, V2V)이 

실행될 경우 주행정보에 관한 변수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므로 자

율주행시스템이 잘못된 주행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렇

게 다양한 변수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자율주행시스템에 프로그램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하는 일반 자동차도 자율주행자동차와 혼재하여 운

행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의 잘못된 판단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70)

65) 각주 9 참고
66) 각주 10 참고; Tracy Hresko Pearl, “Fast & Furious”, NYU Annual Survey of 

American Law, Vol.73, No.24, 2017, 3면
67) 각주 11 참고
68) 기용걸/최진욱/허낙원, 앞의 책, 19면
69) Selbst, Andrew D., Negligence and AI's Human Users (March 11, 2019).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16면,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 예측불가능한 AI의 오류에 관해 설시하고 있다. 

70) 2019. 9. 5.자 연합뉴스 기사, 2016년 발생한 테슬라와 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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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유형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간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간 사고, 자율주행자동차와 보

행자 간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는 기계

적 결함, 시스템 자체의 오류 및 오작동, 잘못된 정보 수신, 자율주행시

스템 해킹, 시스템의 합리적 판단과 현실의 괴리 등을 예상할 수 있다.  

2. 논의 전개 방향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는 주로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자율주

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 현행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과실책임을 물

을 수 있을까. 과실범의 불법성에 대한 검토는 고도로 자율화된 자율주

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

계가 있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다른 점이 있는지,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속도와 양태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등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정하는 기준과 척도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실범 

성립을 제한하는 허용된 위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순차적

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전적인 운전자의 과실로 보았으나, 201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S가 고속도로 1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소방트럭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
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원
회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운전석 디자인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이라는 
책무에서 이탈하게끔 했다’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http://www.y
na.co.kr/view/AKR20190905004100075?input=1195m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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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기능은 제한적 자율주행 단계로서, 운전자가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긴급상황시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운전제어

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체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주의의무를 해태할 경우 형사책임

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 책임 주체가 인간인 운전자에서 제3자

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여기의 제3자는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을 

포함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

차를 운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전제어권을 넘겨받아 운행 중이었는

지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만약 사고 원

인이 자동차 또는 시스템에 있다면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 보급, 관리한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을 확장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

요하다. 사고 원인에 따라 형사책임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경우 사고 원

인이 무엇인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형사책임 귀속 여부를 판

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71)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등은 Level 3 ~ 4 수준의 자율주행자

동차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언제든 상용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위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 현행 과실범 처벌체계에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도 함

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1. 현행법상 처벌 규정

71) 국토교통부가 예정한 자율주행자동차는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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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가 가져온 다양한 결과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주었으나 때론 예상하였

던, 또는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유발하였다. 교통수단인 자동

차, 선박, 항공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교 붕괴, 각

종 오염물질 배출, 방사능 유출, 살균제 위해성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

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에 관여된 자들 중 인명 피해를 의도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고의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결국 과실범 성립 여

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과실범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실범 처벌 근거 조항은 「형법」 제14조이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을 고려하여 과실범은 과실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고 봄이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타당하

다.72)

  자동차 사고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72)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3, 
141~143면;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12판), 박영사, 2014, 314면; 박상기/
전지연, 형법학(제4판), 집현재, 2018, 182면; 배종대, 형법총론(제13판), 홍문사, 2017, 
481면; 신동운, 형법총론(제10판), 법문사, 2017, 229면; 이상돈, 형법강론(제2판), 박영
사, 2017, 108면;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62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전
정2판), SKKUP, 2015,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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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

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운전은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 과실 있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73), 물적 피해

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성립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실 책

임 문제가 발생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도 현행 과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위 규정을 통해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과실범 처벌 조항을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과실의 불법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무엇을 

기초로 과실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또한 과실 책임 인정이 법적 상당성

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과실 책임 인정에 문제가 없다면 자율

주행자동차가 가진 특수성이 과실범 성립여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지 검토해야 하며, 끝으로 과실범 성립을 제한하는 허용된 위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7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
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통상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기본적
으로 「형법」이 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을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과
실치사상죄를 기본으로 한다. 



- 31 -

2. 과실 이론

가. 과실범과 범죄체계론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과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

의가 있으나, 주의의무위반을 과실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다수이

다.74) 주의의무는 결과를 예견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로서 주의의무위

반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과실범의 본질인 주의의

무위반을 어느 단계에서 검토할지는 과실의 범죄체계론에 대한 논의의 

언급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먼저 인과적 행위론에서 주장하는 견해인 ‘책임요소설’은 과실을 고

의와 마찬가지로 책임요소로 보며, 구성요건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인과

적으로 결과를 야기한 것 자체로 본다. 따라서 책임 단계에 이르러야 비

로소 과실을 고려하게 된다. ‘구성요건요소설’은 목적적 행위론에서 

주장하는 견해로서 과실을 구성요건요소로 보며, 책임 단계에서는 과실

을 고려하지 않는다. 통설인 ‘구성요건 및 책임요소설’ 또는 ‘이중적 

지위설’은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하여 과실은 구성요건요소이자 책임요

소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고의가 가진 행위반가치로서

의 구성요건요소와 심정반가치로서의 책임요소를 과실의 범죄체계 구조

에 적용하여 과실의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주관적 주의

74)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SKKUP, 2017, 472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14면; 박상
기/전지연, 앞의 책, 183면; 배종대, 앞의 책, 481면; 신동운, 앞의 책, 237면;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18, 125면; 이상돈, 앞의 책, 110면; 이재상/장영민/강동
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183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25면; 정영일, 형
법강의 총론(제2판), 학림, 2015, 115면; 하태훈, 판례중심 형법총·각론, 법원사, 2006, 
281면



- 32 -

의무위반으로 구분하되 전자는 구성요건요소로, 후자는 책임요소로 본

다.75) 

  또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으로서 구성요건

요소의 일부가 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구성

한다고 보는 견해,76)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이

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자 책임요소

라는 견해,77)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이고, 주관

적 주의의무위반은 행위반가치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동시에 비난가능성으로서 책임요소가 되어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견

해78)가 있다.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 따

르면 불법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에는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과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

험의 창출’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주의의무위반’은 개별화된 척도

가 적용된다.79) 

  인과적 행위론과 같이 단지 결과 발생 그 자체에서 불법이 도출된다고 

보는 것은 현행 범죄론을 따를 때 무리가 있다.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요

건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 불법하지 않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과 같이 과실을 구성요

75) 김성돈, 앞의 책, 477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83면; 배종대, 앞의 책, 483면; 신
동운, 앞의 책, 234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84~187면; 오영근, 앞의 책, 
12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26면, 정영일, 앞의 책, 115면; 이용식, “과실범에 있
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39권 
제3호, 1999, 29~30면 

76) 윤종행,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08. 9, 82면;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제11권, 1999. 1, 71면 이하; 조상제, “형법상 과실의 체계적 정서”, 고시
계, 제43권 제9호, 1998. 9, 51면 이하 

77)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16면
78) 이용식, 앞의 논문, 60면 이하 
79) 이용식, “과실범 이론의 변화에 관하여-과실의 개념내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 제44권 제2호, 2003, 2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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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만 반영하고 책임의 영역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자칫 행위자

의 인식과 무관하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상당

하지 아니하다. 또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 귀속을 판단하는 기

준으로만 보게 될 경우 객관적 과실의 개념을 정립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위반을 구성요건과 책임 단계에서 

모두 검토하는 이중적 지위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의의무위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되, 특별히 주관적 주의의

무위반은 책임 요소이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

하는 견해를 따를 때 정당방위80) 및 보안처분81)이 논리적 모순 없이 설

명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이 견해가 가장 논리적이며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과실범도 고의범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존재해야 범

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평가

되는데, 위법성은 특정한 행위가 구성요건을 실현할 경우 징표되므로, 

결국 과실범의 불법은 구성요건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이중적 지위설에 따를 때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는 행위, 법익

침해적 결과 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이며,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과실범의 특유한 불법 요소이다.   

80)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43면 이하 : 피공
격자는 통상 공격자(과실범)의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성 여부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81)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43면 이하 : 개인
적 능력이 모자라지만 위험한 행위자는 이미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므로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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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에 있어서 특유한 구성요건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척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과실범의 

불법이 무엇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서 과실범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82)

  통상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법질서가 기대하는 정도의 주의를 행위자

에게 예상하였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으

로서83) 사회생활 경험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

하고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84) 즉 객

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존

재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상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결과에 대해서만 주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범죄의 결과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

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행위는 불법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당하

다.   

다. 주의의무위반 판단 척도

  ‘예견가능하다’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인지 학설이 대립한다. 행위자 본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기준으로 

82) 이용식, “과실범 이론의 변화에 관하여-과실의 개념내용”, 232면 이하
83) 안동준, “과실범의 불법요소로서 객관적 주의의무”,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2014. 8, 

276면 이하
84) 이규호, “과실범의 구성요건”, 사법행정, 제57권 제6호, 2016. 6,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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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려는 주관설 또는 개별화설과 행위자가 속한 특정한 영역에서 평

균적인 능력을 갖춘 분별력 있는 일반인을 ‘사회 일반’으로 보고 사회 

일반의 주의의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객관설, 주의의무 정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되 예견가능성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절

충설이 존재한다. 통설은 객관설을 따르고 있다.85) 

  객관설은 동일한 주의의무 척도를 따르므로 일관성이 있으며,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주관

설은 개개인의 인식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

들 견해의 대립은 책임 단계에 이르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게 되나, 

불법과 책임의 구별은 정당방위나 보안처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실익이 

있다.86)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행위자가 가진 특수한 인식이 존재한다면 이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

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과실범의 주의의무 자체가 

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주의를 모두 기울여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수한 능력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87) 일반인은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다할 경우 결과 

85) 김성돈, 앞의 책, 481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0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87면; 배종대, 앞의 책, 487면; 이용식, 앞의 책, 63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88면; 오영근, 앞의 책, 133면; 이상돈, 앞의 책, 112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34면; 정영민, 앞의 책, 119면; 하태훈, 앞의 책, 285면; 이건호, “과실치사상죄의 성
립과 도로교통법상 주의규정들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15권 2호, 
2017. 12, 204면 이하  

86)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43면 이하
87)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4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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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가 통상의 일반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이는 바람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현되었다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므로 불법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되고, 과실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요소인 위 객관적 주의의

무위반이 불법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위반은 평균인을 기준으로 결정

하되,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이나 능력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책임단계에서는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고려

되는데 특수한 지식이나 능력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반영하는 경우 결국 

책임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지식이나 능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가 의미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는 통설인 이중적 지위

설과 객관설에 기초하여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3. 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가. 주의규정과 주의의무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느 정

도인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을 구성하

지 않는 것인지는 가늠하기 쉽지 아니하다. 극히 경미한 주의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불법을 인정한다면 발생한 사상의 결과 자체에서 주의의무위반

을 인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며, 이는 자칫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결

과에 이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불법을 구성할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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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상 주의의무의 근거는 법규와 사

회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88)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치사상의 결과가 불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실범의 특유한 불법 요소인 객관적 주의의

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범

위를 정하는 것은 향후 도래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문

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기술로 인해 도래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비롯된 주의의무위반 범위는 허용된 위험의 한계를 정하는 문

제와도 관련이 있다.89) 

  객관적 주의의무는 평균인의 사회 경험상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90) 학설은 ‘행위자와 같은 직업 

범위 혹은 생활영역 내의 신중하고 양심 있는 제3자가 결과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91) 판례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

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92)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모두 유형

화하여 법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

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는 같을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사고를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도 차이

88)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2면; 이상돈, 앞의 책, 111면
89) 조상제,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2007. 9, 65면 이하
90) 김성돈,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비교형사법연구, 제

13권 제2호, 2011. 12, 27면
91) 김성돈, 앞의 책, 481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1면; 배종대, 앞의 책, 487면; 신

동운, 앞의 책, 238면; 오영근, 앞의 책, 133면; 이상돈, 앞의 책, 113면; 이재상/장영
민/강동범, 앞의 책, 188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35면; 정영일, 앞의 책, 118면

9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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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각 경우마다 운전자가 기울여야 하는 주의가 다를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상당성에 기초하

여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3)

  다만 「도로교통법」에 존재하는 주의규정들은 운전자가 마땅히 준수

해야 할 규칙들로서 위 규정들을 기초로 주의의무를 설정할 수 있을 것

이다.94)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

고, 교통사고 발생시 위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

단할 때 고려된다.95) 만약 위 의무를 해태할 경우 그 행위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여러 

장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제42조,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를 규정

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제56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 특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7조에서 제67조는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규정에 해당한다. 위 규정들은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규

칙이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운전

자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유발된 치상, 치사의 인적 피해에 관한 형

사책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

니한다. 교통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기초로 하여 특

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주의의무위반에 관해서는 

93) 조상제, 앞의 논문, 33면 이하
94) 이건호, 앞의 논문, 2017. 12, 206면 이하
95) 김성돈, 앞의 책,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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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

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 규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0 -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

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

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

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

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

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

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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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

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

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

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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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사고시 과실 있는 운

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을 통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자

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다면 결국 비교적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이른

다.96) 따라서 사망이나 중상해, 도주사고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과실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논의할 여지없이 보험처리 등을 통해 해결

되고 있다.97)  

  다만, 동법 제3조 본문에서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와 단서에서 규정한 

12개의 도로교통법상 주의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형사상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13개의 주의규정들은 비교적 주의의무위반 정

도가 중하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98) 

  위 13개 조항보다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높다. 사실상 사망, 중상해 결과가 발

생하거나 도주 또는 13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법을 인정하는 결

과를 가져온 듯하다.99) 사망 또는 중상해는 중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도

주는 사고 유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3개의 주의규정들은 결과의 중대성 여부

96) 배종대, 앞의 책, 491~492면
97) 보험회사 간에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할 때 통상 적용하는 과실비율이 존재하나 이를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98) 박상민, “교통사고와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7. 4, 97면 이하
99) 박상민, 앞의 논문, 10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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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관하게 주의규정 위반 자체가 중하다고 보아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불법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결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는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먼저 위 13개 

조항에 해당할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주의의무위반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를 통해 처벌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또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들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3개의 주의의무위반 사항들 사이의 간격으로 발생한 

불처벌 사례들은 현재의 주행 상황에서는 자세히 논의할 실익이 낮지만 

추후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될 경우 논의 필요성이 크다. 자율주행시스

템은 운전자와는 다른 존재이므로 현재와 같은 주의의무위반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주의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100) 따라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 사항들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할지 그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 판례의 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도 유난히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극렬히 다투어지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바로 사망사고이다. 

판례에서 자주 다루어진 사례는 자동차가 도로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 등이다. 각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사례에서 주의의

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100) 권영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비피기술거래, 2017,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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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

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

례,101)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102)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

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

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103)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

이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함으로

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

10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대법원은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
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
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
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0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호 판결, 대법원은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
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10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호 판결, 대법원은 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
켰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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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

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

례104) 등이 존재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가능성과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당시의 도로상황, 피해자의 위치 및 착의상태, 기상상

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 심급 간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즉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서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 또한 과속,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결과 회피가능

성이 없었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곧장 주

의의무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주의의무위반 여부는 마치 구성요건의 주관적 측면인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대적·사회적 배경도 주의의무위

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10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대법원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
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
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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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규정 적용가능성

 

  Level 3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감독 하에서 조향, 

가속, 제동을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담당하되 긴급 상황시 운전 제어권

이 운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은 자율 

운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는 운전석에 착석하여 주변을 살피고 긴급상

황시 운전제어권을 이전받도록 하고 있다.105) 따라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 자동

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는 시스템우선모드와 운전자우선모드를 도입하도록 하였고, 운전자는 자

유롭게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상황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의무적으로 설

치하되, 이러한 경고는 시각, 청각, 촉각 중 2개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106)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전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 자동차와 동

105)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8면 이하 : 비엔나 협약, 독일 도로교통법, 미국 캘리포
니아주 법에서는 모두 운전석에 착석한 자 내지는 운전을 관리하는 자에게 통제권을 인
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 개입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106)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24호) 제10조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
태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운전자우선
모드와 시스템우선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스템우선모드
에서 강제적으로 운전자우선모드로 전환시키는 조종장치 / 제14조 자율주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경고수단은 시각 및 청각 또
는 촉각에 의한 수단 중 시각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운전전환요구가 있는 경우 3. 기
타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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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익이 운전자를 

모든 주의의무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함이 상당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성 인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주의의무 해태시 사고 결과

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에서 정한 13개 주의규정 위반 또는 사망, 중상해, 도주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나머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및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제도적 측면이나 이론구성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실제 과

실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모드에

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다른 외적 사정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별

개의 운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기준은 오로지 인간인 운전자 1인이 운전하

는 자동차를 전제한 규정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새로운 기준이 필

요하다.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Level 3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지배의 관점에서 세 가지 상황

이 존재가능하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

율주행시스템이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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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로 운행지배가 이전되는 상황이다.107)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작용없이 운전자가 직

접 운전할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게 된

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취득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하여 하드웨어를 조작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므

로 운전자에게 일반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주변을 주시할 뿐 직접 작동에는 관

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의무가 경감될 여지가 있다.108) 그러나 운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자동차 제어권

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고음이 울릴 경우 지체없이 자동

차 제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자동차 제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율주

행시스템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운전에 관

한 주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

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형사책

임을 지게 된다. 

  자율주행모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례는 운

전자가 긴급상황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미처 대처하지 못하거

10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2016. 9, 11면; Bryant Walker Smith, 
“How Governments can Promote Automated Driving”, New Mexico Law 
Review, 2016. 3, 12면 

108)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법학논총, 제36권, 2016. 7, 
111면 : “자율주행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운전자의 능력과 자율주행에 
제공된 기술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운전자에게 기
대되는 능력과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운전지원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
기 때문이다. 운전자와 자율주행의 기술을 제공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교통사고라는 결
과에 대한 관여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책임이 결정되고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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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 자동차 제어권을 이전받도록 경고를 받았음

에도 운전대를 잡지 아니하거나 수면 중에 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자동차 운전자에 비하여 주의

의무가 경감됨이 상당하지만 어느 정도로 주의의무가 경감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의의무위반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서 결국 과실범의 불

법 영역을 구획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주의의무위반 여부는 자율주행시

스템의 주행 기술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의 발달 

정도가 비교적 낮아 현실 도로환경에서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행 

판단에 오류가 간혹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계속적으

로 주변 상황을 주시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록 자율주행시스

템으로부터 제어권 이전 요청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제어권을 행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다.109) 구체적으로는 운전석에 착석해 있을 의무, 주행 위험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의

무 등이다.

  이후 자율주행시스템이 누적된 시험주행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선함으

로써 다양한 도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

109) 김형준, 앞의 논문, 59~63면 : 자율주행모드가 선택적 옵션으로 설계된 경우와 경보
가 발령된 경우에만 수동조작모드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운전자는 항상 안전에 대한 감시 및 경계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고 기존 형사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안전
에 대한 감시 및 경계의무가 자동차에게 있고,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자율주행모드 상
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수동조작모드로 전
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경보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신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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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우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보다 높은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의무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 경고가 울릴 경우 단시

간 내에 자동차 제어권을 이전받을 의무,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을 의무를 지는 것이 

상당하다.   

  자율주행의 도입은 운전자의 운전 관여 정도를 낮춤과 동시에 사실상 

주의의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110)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점을 누리

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기

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주의의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궁극적으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111) 그러나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운전 제어권을 행사할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

자의 주의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과실범의 불법의 본질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에 있으므

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자율주행 중인 운전자의 객관적 주의의무’

를 보다 엷게 형성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외

의 영역은 제조사 등의 민사책임을 통해 형사 불법의 영역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112) 

110)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3면
111) Jeffrey Gurney, “Sue My Car Not Me : Products Liability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2013 U.Ill.J.L.Tech.&Pol’y 247, 2013. 11, 257
면 이하

112) Andrzej Rapaczynski, “Driverless Cars and the Much Delayed Tort Law 
Revolution”, Columbia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 540, 2016. 4, 
24면 이하, 자율주행자동차의 불법행위 영역에 「제조물책임법」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하
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51 -

  독일의 경우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면서 ‘차량통제의 즉각적인 재개 의무’를 부여하였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리지 않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자동차 제어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113)을 의무에 위반하여 인식하지 못

할 경우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다.114)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

동차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 채 운행관리자가 언제든지 다시 자동차 제어

권을 인수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된 채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비판이 존

재한다.115) 

  이것은 자칫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Level 2 자동차 운전

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와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로에서 운행 중인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는 다

양한 도로 환경에 대응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지 못한 채 다양한 사고

를 유발하고 있다. 완벽한 안전운전을 위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완성되

지 않은 상태이므로 독일과 같이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하

고, 자율주행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 운전자에게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

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로,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113)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StVG)」 개정법(2017. 8. 17. 개정) 제1조
의 b 제2항 제2호는 “고도로 또는 완전히 자동화된 운전기능을 규정에 합치되게 사용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wenn er e
rkennt oder auf Grund offensichtlicher Umstände erkennen muss, dass die V
oraussetzungen für eine bestimmungsgemäße Verwendung der hoch- oder vol
lautomatisierten Fahrfunktionen nicht mehr vorliegen)”라고 표현하고 있다.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StVG),  http://wor
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U08EyzWnINFvmPb1YOf3
89BCTzorWvMe3BEdCW82vwyCKzHo01WeP1OBnPzic0Pr.eduweb_servlet_engine7?
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50&searchNtnlCls=4&searchNtnl=DE&s
earchTy=4&pageIndex=1&CTS_SEQ=17795&AST_SEQ=69&ETC=29#(최종방문일 201
9. 12. 9.)

114)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4~126면
115)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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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제어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통상 제어권

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신속히 대처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운전자가 늑장을 부려 뒤늦

게 제어권을 이전받는 바람에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운전자가 적당한 시간 안에 제어권을 이

전받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전 제어권이 이

전될 때에는 운전자가 제어권을 이전하기 전에 안전하게 운전제어권이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운전자로 운전 제어권이 이전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경고음이 울린 경우와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를 종료한 때이다.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발달 정도

가 낮은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

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주행에 관한 모든 것을 자율주행시스템에 의존해

서는 안 되므로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도로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

며, 만약 이러한 인식을 게을리 하는 바람에 경고음이 울릴 때까지 도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책

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배제함이 상당할 

것이다. 고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운

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고음이 울리기 전

에 미리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인식과 운전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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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상이한 경우에는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기본적으로 직접 운전을 수행하는 자의 인식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었던 특

별한 정보나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은 ‘특수지식’과 동일

하게 보아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이미 지인으로부터 신호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정보

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자율주행시스템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운

전자에게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하여금 해당 구역을 피해 운전하도록 하

거나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3개의 주의규정을 그

대로 유지하되, 자율주행운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의의무위반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사고발생시 과실책임 귀속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함이 상

당하다.116) 

5.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가. 이론 소개

  과실범 성립을 제한하는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허용된 

116) 윤성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헌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2016. 9, 267~268면 :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책임법적 쟁점들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현대적 위험
들에 맞서 전통적인 책임법 체계를 수정·보완하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
나, 사전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방지하지 못하고 이미 사고가 난 뒤에 손해나 손실
을 전보해주고(보험 포함)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해도 구제의 효과는 불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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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의 원칙’이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건

설현장 등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서 그 

행위(활동)의 성질상 법익침해의 위험을 항상 수반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사회공동체가 위험 발생을 수인한 경우를 ‘허용된 위험’

이론이라고 부르고,117)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업무의 규칙을 준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회적 상당성 차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부른다.118) 두 원칙 

모두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

다.119) 

  특히 자동차 사고에 관해서는 위 두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은데, 자

동차의 운행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자동차 운행의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자들은 상호 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

대한다는 점에서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한 경우 비록 사고가 발생하더라

도 위 신뢰를 기초로 하여 과실범 처벌을 제한한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스스로 

규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120) 

117) 김성돈, 앞의 책, 483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5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88면; 배종대, 앞의 책, 489면; 오영근, 앞의 책, 129면; 이상돈, 앞의 책, 114면; 이
용식, 앞의 책, 63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0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42면

118) 김성돈, 앞의 책, 485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6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89면; 배종대, 앞의 책, 490면; 신동운, 앞의 책, 241면; 오영근, 앞의 책, 130면; 이
상돈, 앞의 책, 115면; 이용식, 앞의 책, 64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1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43면; 정영일, 앞의 책, 124면; 하태훈, 앞의 책, 292면

119) 정신교, “신뢰의 원칙의 형사법적 연구”, 일감법학, 제13권, 2008. 2, 98~100면
120) 김성돈, 앞의 책, 489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27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90면; 배종대, 앞의 책, 492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47면; 정영일, 앞의 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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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용된 위험 이론의 적용

  앞서 살펴본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의의무위반 범위의 확정 문제는 허용

된 위험의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기술의 편익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

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온 위험도 함께 누리게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발전과 비행기, 철도, 자동차 등 고속

이동수단 등은 모두 위험을 수반하지만 현대인들은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위험을 수인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개발 중인 기술로서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

의 현대인들은 그 위험을 수인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익을 향유할 

것이다.121) 그런 경우 사회 일반에 형성된 ‘수인가능한 위험’의 범위

가 주의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122) 

  문제는 ‘수인가능한 위험’의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 주의의무위반 범

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쉽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 자

동차 운행에 관한 허용된 위험의 한계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주의규

정의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모든 경우를 입법화할 수 없으므로 주의

의무위반 여부는 거래교통의 관행과 조리 및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123)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들은 주의규정으로 

입법화될 것이며 거래교통의 관행에 따라 그 외 경미한 위반 사례들 역

면; 하태훈, 앞의 책, 298면
121)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2009. 

12, 349면
122) 김재윤, “행정형법에 있어 기술발전과 허용된 위험 –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 위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4권 제2호, 2012. 8, 92면
123)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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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처벌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영

역들은 허용된 위험의 영역으로서 사회공동체가 수인한 위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신뢰의 원칙의 적용

  신뢰의 원칙 역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에 적용 가능하다. 먼저 자

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와 일반 자동차 운전자 

간에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므로 현행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아

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일반 자동

차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서도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가 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것

이라고 예상하여 운전조작을 하면 될 뿐이며 상대 운전자의 법규 위반까

지 예측하여 운행할 필요는 없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알고리즘에 따라 운

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운전자가 이 알고리즘에 오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을 맡겼으나 알고리즘 오류에 따른 규칙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124)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 중인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5)  

  신뢰의 원칙은 분업화된 전문 영역에서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의 과

124) 김영국, 앞의 논문, 114~115면 : “주행 대부분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맡기고 운전자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레벨 3 단계와 최종목적지를 입력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레벨 4단계의 경우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므로, 이러
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신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시하
였다. ; 나채준, 앞의 책, 87면 

125)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30면 이하 : 비자율주행모드와 달리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적용된 자동화 기능을 신뢰하였다는 항변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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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임 이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평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의 원

칙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만,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을 제

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126)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의 관계에서도 

분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은 긴급상황시 자동차 제어권을 운전자

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수평적 관

계 또는 운전자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수직적 관계이므로 운전자가 자

율주행시스템을 신뢰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실책

임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과실책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단

계에 이르렀다면127) 자동차 운전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수직적 분업관계를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단순 조작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의의무위

반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3절 형사책임 귀속 주체의 확장

1. 논의의 필요성

126) 김성돈, 앞의 책, 487면; 이상돈, 앞의 책, 119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4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49면; 정영일, 앞의 책, 125면; 하태훈, 앞의 책, 296
면

127) 제5장에서 검토한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에 따르면 ‘초인공지능’ 또는 ‘강인공지능’이 
이 단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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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1차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업

무에 관여하게 된다. 운전을 위한 대부분의 판단과 조작이 자율주행시스

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형

사책임은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전자는 긴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 정도만 부담할 뿐

이다. 그렇다면 축소된 영역만큼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128) 

새로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형사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그 공백

은 기술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해당 기술에 관여한 사람들을 살펴 과실

이 존재할 경우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된 매체가 등장

하고 있고, 해당 매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자들이 여러 단계

를 거쳐 관여하게 되므로 기술의 복잡성과 다수의 관여자의 존재로 인해 

개별 기술자들의 과실판단과 책임 인정이 쉽지 아니하다. 자율주행자동

차를 개발한 개발자와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에게 개발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

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기술에 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에도 주체성을 인정하

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단순

한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아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주행 상황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습득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주행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 로봇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컴퓨터 기술로서 인간과 유사한 사고와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책임 주체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128) 김영국, 앞의 논문,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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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서 Level 3 수준의 인공지능을 형사책임 귀속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운전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인공지능을 과실책임 귀속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와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Level 3 수준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귀속

 

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과실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인공지능의 형사

책임 주체성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여 인공지능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범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정한 움직임들이 형법

에서 정한 ‘의미 있는 법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

은 형사책임의 주체로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수형능력을 갖추어야 처벌이 실효성을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시스템 중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은 형법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자동차

의 움직임 자체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행동’12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130)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

129) 두산백과, 행동(behavior, 行動)은 인간과 동물이 내적·외적인 자극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총칭을 의미한다.

130)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를 ‘의사에 의한 신체 활동’으로 보고 있다.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 의미’의 존재여부에 따라 법적인 행위
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끝으로 인격적 행위론은 외면적인 신체의 활동에서 인



- 60 -

의 문제이다. 현재는 인간만이 형법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동물

이나 기계적 움직임은 형법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131)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임이 인간의 행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기 위

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발현된 동작 및 움직임을 ‘행위’라고 부르므로, 인간의 행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있다.132) 그러므로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

동차도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행위론’에 

입각하여 형법상 행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시스템에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정해진 방식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 행위의 본질인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어 법적으로 

의미있는‘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지 아니

하므로 Level 3 단계에서도 완전히 발달한 인공지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Level 4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완료된 반

면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히 발달한 인공지능은 개발 중이며 언제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133) 따라서 Level 3 단계에서는 

완전히 발달한 인공지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격의 발현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법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131) 황만성,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제24권 제1호, 2018. 3, 

364~365면; 주현경, “인공지능과 형사법의 쟁점”, 형사정책, 제29권 제2호, 2017. 8, 
17면

132) 이중기, 앞의 논문, 5면 이하;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 로봇으로서의 윤리와 법적 
문제”, 국토, 제416권, 2016. 6, 38면 이하; 이인곤/강철하,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
론 체계에 관한 일고 –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8. 9, 31면 이하

133) 명묘희,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로이용자 교육 및 운전면허 체계 개선 연
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8, 149면 : 전문가들은 레벨 4 자율자동차가 우
리나라에 최초 도입될 시기는 2025~2030년, 국내 상용화(30% 점유) 시기는 
2030~2035년, 국내 상용화(50% 점유) 시기는 2040~2050년 사이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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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정해진 판단을 내릴 뿐 자율적인 의식이나 의도를 갖기 어려운 

수준으로서,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약인공지능’에 해당한다.  

  약인공지능의 직접적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는 인공지능은 자의식

과 자기성찰능력인 인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

해 형벌의 위하력이 작용하지 못하며, 형사책임 원칙의 근본인 비난가능

성과 형벌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다.134)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견해는 인공지능은 지적 존재로

서의 인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범죄성립 요건인 객관적 요소와 주관

적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책임능력이 제한되는 행위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의 위협으로

부터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적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

한다.135)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설정한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을 내

리며 자신만의 사고 영역을 개척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지배를 벗어나 스스로 결정한다.136) Level 3 수준

의 프로그램화된 자율주행시스템은 입력된 사고과정에 따라서만 주행 결

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이 위임한 바

에 따라서만 주행결정을 내리고 동작하므로 인간의 행위와 달리 자율성

이 없고, 동작을 할지라도 그 동작 자체가 형사상 의미 있는 행위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능력이

나 수형능력은 더더욱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자율주

134) 안성조,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8, 81~82면 
135) 안성조, 위의 논문, 86면 이하, Gabriel Hallevy, “The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ities,” Akron Intellectual Property Journal, 2016. 3, 
171~174면

136) 주현경, 앞의 논문,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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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스템의 형사책임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전자인격’ 제도137)는 

현행 약인공지능 시대에는 시기상조이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보험가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위험에 대해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138) 

나. 운전자 지위 인정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1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1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

호는 모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법 규정이다.14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142) 제33호143)는 운전자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

서 위 ‘운전자’는 ‘사람(human)’에 한정하는 것으로 비춰진다.144) 

13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20면
138) 고세일,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2018. 5, 95면
13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
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
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
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
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3)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
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
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
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63 -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시스템을 독립적인 

운전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는 운전자를 전제한 「도로교통

법」 등 각종 자동차 운전자 관련 규정을 자율주행시스템에도 그대로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주체는 ‘사

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145)는 운전면허제도를 두고, 

면허를 가진 자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146)은 운전면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므로 「도로교통

법」에서 정한 ‘운전자’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 운전에 관한 각

종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이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법 제도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2014년 9월 EU는 비엔나 협약 제8조 제5항의2를 통해 반드시 사람이 자

동차를 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

동차의 운행을 허용하였다.147)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제

어될 수 있도록 한계를 두었다.148) 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기본적으

로 자동차 운행을 제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어를 받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독립적인 운전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반면 자율주행시스템을 독립된 운전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

144) 김형준, 앞의 논문, 50면, 61면
145)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
다.”

146)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
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7) 각주 40 참고
148)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8면,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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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16년 2월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상 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149) 이것은 자

동차 안전기준 조항들의 적용을 위해150) 자율주행시스템을 사람인 운전

자와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151) 그 외 독일에서는 자율주

행시스템인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

다.152)

  미국과 독일의 논의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인

정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등 행정규제적 측면과 민·형사상 법적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153)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별도의 운전자로 

149) 김영국, 앞의 논문, 110면; 김상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11, 181면 :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이 개발하
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연방법상 차량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서에서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를 움직이게 한 ‘그 무
엇’을 ‘운전자(driver)’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asonable)”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율
주행시스템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150) 명순구/김기창/김현철/박종수/이상돈/이제우/정채연, 앞의 책, 106면 : 미국법은 자
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제작자 또는 배포자가 그 자동차나 부품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을 준수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증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151) 류병운, 앞의 논문, 36면 : 구글사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미 연방 자
동차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의 여러 조항들에 
대한 해석요청(“The controls listed in Table 1 and Table 2 must be located so 
that they are operable by the belted driver …”)을 했고, NHTSA는 FMVSS 조항
들의 해석에서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Vehicle, SDS)를 운전자로 인정하는 답
(“We agree that the SDS is the driver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을 보
냈다.

152) 홍태석/권양섭/곽병선/이종찬, 앞의 논문, 243면 : 〈표 7〉 ‘레벨 3 단계에서의 각국
의 논의상황’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특정한 법적책임을 귀속시키는 한도에서 법적인격을 
승인하자는 견해가 있다. 

153) 행정규제적 측면은 「도로교통법」, 민사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제756조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이 문제되고,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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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전자에게 부과된 다수의 규정과 그 규정 등

을 기초로 하여 도출될 주의의무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의 형사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설계, 제작, 

보급,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대사회는 모든 업무가 분업화하여 진

행되므로 각 과정마다 관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수많은 기술이 집약된 첨단매체로서 정보를 수집하

는 센서, 작동장치, 프로세서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자동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주행시스템을 잘못 설계할 

경우 프로세서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자동차 주행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는 수

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므로 제작과정에서 손상된 부품이 사용되거나 부

품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54) 

  보급자와 관리자의 과실은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자들의 과실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 보급자의 경우 자동차에 오류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차를 보급한 

경우, 관리자는 판매를 위해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15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죄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오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개발자 등의 과

실책임 영역으로 남게 된다. 개발자 등은 시스템의 판단 과정을 설계하

154) 홍태석/권양섭/곽병선/이종찬, 앞의 논문, 240면 이하
155)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2016. 12, 8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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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력한 자이므로 오류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156) 개발자,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

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하다.157) 다만 감독과실로 인한 과실책임이 논의되는 사례에서는 감

독자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과실범의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158)   

  그러나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제조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사

람 중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 또

한 그 당시의 기술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자동차를 제작하였다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동차를 제작할 당시에는 

사고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에 

기초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아니할 것이다.159) 기술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미래의 위험을 개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만 검토 가능하다. 일부 견해는 자동차를 

156) 황만성, 앞의 논문, 377면 : “실제 자율주행자동차를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나 제작
자는 자신이 설계·제작하는 자율주행프로그램의 실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
도까지 예측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과실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157) 류병운, 앞의 논문, 49면; 김형준, 앞의 논문, 59~62면 : 위험발생이 예견되었음에도 
경보음을 늦게 울려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
다고 설시하였다.; Omri Rachum-Twaig, “Whose Robot is it Anyway?: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Robots”,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forthcoming, 22면

158) 배종대, 앞의 책, 498면 : 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 감독책임을 근거로 과실범을 인정하
는 것은 구성요건결과가 발생된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감독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 같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결론이 되며, 형법의 법치국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
다고 설시하였다. 

159) 신동현, 앞의 논문, 211~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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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여 보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조물책임법」에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60)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로 입법이 

필요하다.  

   관여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된 과실사고에서는 관

여자들의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측면을 비기술자들

이 이해하고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161)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각종 대형

사고의 업무상과실 죄책 인정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논의는 형사책임 인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162)

  형사상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검사 역시 첨단기술을 이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이다. 기술적 측면을 증명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불처벌하는 사례가 누적되어서는 안 되므로 거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미

래에는 거증책임에 관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제4절 사고 유형별 형사책임

160) 김형준, 앞의 논문, 72면
161) 권양섭/홍태석,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8. 8, 8~11면 : 시범운행의 목적은 운행을 통해 완벽한 알
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며, 오류는 사고로 직결되나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
도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162) 김재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 형사정책 21권 제2호, 2009. 12, 
352~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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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다룬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자동차의 하드웨어적 결함에 

의한 사고,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그 외 사고유형을 살

펴보았다.   

1.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 정보로 인한 사고 가능성

  GPS, 자율주행자동차용 교통정보 수신체계, 도로, 신호등, 표지판 등 

신호체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회 인프

라(Infra)로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는 위 인프라와 상호 통신을 통해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인

프라로부터 습득한 교통상황, 차량상태, 위치 등 정보는 차량 간 통신을 

통해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전달될 것이다.163) 다양한 교통정보를 신

속하고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164)  

  이러한 정보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은 시스템 오류

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서 수신기

계의 오작동,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의도치 않은 시스템 오류의 경우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관여된 사람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살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는 측에서는 하드웨어적 문제와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163) 윤성현, 앞의 논문, 264면 : 〈표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
와 차량 정보 참고

164) 기용설/최진욱/허낙원, 앞의 책,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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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각각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주의의무위반을 

살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인프라에 관련한 시스템 오류는 도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공서

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담당자가 그 대상이 될 것이며, 자율

주행자동차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

다면 개발자가,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하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 형태의 주행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견해가 있는데,165)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시 

위 정보를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향후 자율

주행자동차 운행이 본격화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킹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수십 년간 자동차를 운전해 온 운전자라면 예전에 비해 자동차가 더욱 

자동화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자동차에는 컴퓨터의 제어

를 받는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ECU)166)가 내장되어 있고 

운전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데이터가 자동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입력

되면 프로세싱을 거쳐 자동차 작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동차에 시동

165) 권양섭/홍태석, 앞의 논문, 13면
166) 2015. 12. 7.자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자동차 ECU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초 EC

U를 개발한 목적은 점화시기와 연료분사, 공회전, 한계값 설정 등 엔진의 핵심 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변속기 제
어를 비롯해 구동, 제동,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
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hdgh3121&logNo=22056127424
3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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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거나 자동차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작업은 운전자의 지시를 받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시스템이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 외에 주행에 관한 모든 것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의사결정 주체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있다. 위 알고리즘에 오류가 존

재할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

다. 자율주행시스템은 교통 정보 습득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연

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해킹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 실제 중국 

텐센트의 킨시큐리티랩 연구원들이 16km 떨어진 곳에서 테슬라의 모델 

S의 자율주행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해킹하여 주행 중 브레이크를 걸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를 작동하는 등 임의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167) 또

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젊은 남성이 테슬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테

슬라 모델 S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동차를 운전해 간 사실이 있

다.168)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완성은 해킹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다.169)

  이와 같이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차적으로 해커에게 그 책임

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해커가 의도한 사고라면 고의 책임이 문제될 

것이며, 해커가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167) 2016. 9. 21. 네이버포스트 기사, “테슬라 전기차 ‘해킹’ 중국 해커 동영상 공개”, ht
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068423&memberNo=19
850389&vType=VERTICAL (최종방문일 2019. 12. 9.)

168) 2018. 9. 13.자 네이버포스트 기사, “자동차 해킹, 테슬라도 뚫렸다”, http://m.pos
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95733&memberNo=12372958&v
Type=VERTICAL (최종방문일 2019. 12. 9.)

169) 안명구/박용석,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법제에 관한 연구 – 
민사상, 형사상, 행정책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9. 3, 25~27
면: 자율주행자동차 해킹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하며, 자율주행자동차 분쟁조정 위원
회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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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예견가능성 등을 살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

킹은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시스템을 

해킹하였는지 밝히지 못하면 결국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

를 찾아내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설령 해커를 찾아내더라도 해

킹 행위와 사고간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제5절 법과 제도 개선 방향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전면적 허용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만 허용하고 있

다.170) 그러나 이미 자율주행자동차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요구가 되

었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마친 뒤에야 전면적인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하

면 자칫 발전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한 상황이다.171) 미국과 유럽의 개발자들

은 일반 도로 주행을 통해 오류와 위험성을 테스트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주행모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172)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와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도 일반 

도로 운행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운행 단계

로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해 준 특정한 도로에서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서 

170) 조용혁/장원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17. 4, 36면 이하

171) 미국은 구글 웨이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택시 운행을 시작했고, 독일과 스위스는 자
율주행버스 유상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172) 명순구/김기창/김현철/박종수/이상돈/이제우/정채연, 앞의 책, 135~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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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없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는 운행환경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상

황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173) 자율주행시스템을 완

벽히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도로에서 직면할 다양한 상황을 빠

짐없이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는 신호, 알고

리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개발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응 방법 등은 사전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일반 도로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들에 노출되는 

시간과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은 탑승자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더욱 빠

른 시기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 운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174) 

 

2. 형사책임 귀속을 위한 주의의무 범위 확정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운전자

가 자동차 제어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제어권을 이전받

는 주체는 자동차 운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궁극적

인 형사상 과실책임의 귀속 주체가 될 것이다.  

  Level 3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 제어권을 상호 

인도 및 인수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현재 운행 중인 Level 1 또는 

Level 2 자동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위 제어권을 이전받아야 

173) 비피기술거래, 앞의 책, 16면 :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형상인식능력이 필요하다. 운전지원시스템을 총
괄하는 중앙제어유니트에서는 사람이 눈에서 뇌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입력한 영상의 모
든 프레임을 해석하고 윤곽선을 보고 형상을 검출한다. 이어서 그런 형상이 물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들은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인식능력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주행거리가 곧 
학습량이 되고 주행을 하면 할수록 현명해진다.”라고 설시하였다. 

174) 김영국, 앞의 논문,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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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기, 방법 등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의의

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실 책임 유무를 결정할 때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175)

  고도화된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제한적 자율주행자동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도로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evel 3 자율주행자

동차의 형사책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을 주의규정

으로 입법하여 국민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책임귀

속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입법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사고를 대비하기 부족

한 상황이다.176) 2019년 4월 30일 신규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자

율주행자동차 운행과 사고 전반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자율

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율한 내용들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보안시스템, 정보저장시스템, 인프

라 관리 기준, 사고시 책임 소재 등에 관해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

이며,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특별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177)  

175)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23면 
176) 김영국, 앞의 논문, 122~124면 : “제한적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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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시스템관리자 개념을 도입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 

관리자에 의해 유지·보수·관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책임소재가 문제될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178) 이 경우 “관리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 보수, 개량, 운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모

든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

장한다.179) 위와 같은 입법안들은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자율주행자동차 책임 법제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형사책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민사책임 확대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자동차 사고는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

지만180)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될 경우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직접 운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신뢰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과정에 관여한 자들은 

자동차 사고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들에게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181) 

177) Bryant Walker Smith, 앞의 논문, 12면, 자율주행자동차가 Level 3에 이르면 자율
주행자동차에 적용될 새로운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시하였다. 

178) 김영국, 앞의 논문, 124면
179) 김영국, 앞의 논문, 130~133면 : “1기존 자동차 제조사 또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기업

이 독자적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장착하고 직접 시스템을 관
리하는 형태, 2인터넷 기업 등이 자동차 제조사와 합작 또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차량을 
제조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전자 또는 후자가 맡는 형태, 3별도의 시스템관리자를 두는 
형태, 4일반자동차에 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형태로서 별도의 시스템
관리자가 있는 형태”

1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을 운행자에게 지우고 있
다.  

181) 안성조, 앞의 논문,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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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용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자동차 제조사 등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귀속 주체를 확대182)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

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183) 이를 위해서 현재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만 제조물로 봄으로써 소프트웨

어는 제조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시스템도 제조

물에 포함시키도록 하고,184) 제조사에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법적인 해

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85) 

제6절 소결

  정부, 연구기관, 자동차회사 등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전반이 자동화되

더라도 기계적 결함, 소프트웨어 오작동, 인프라시설 부족 등을 원인으

로 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자

182) 김규옥/문영준/조선아/이종덕,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6, 213~217면 : 자율주행사고의 책임배분 법제안에 관해 자동차 
보유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제조사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 소유자
와 제조사가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83) 김영국, 앞의 논문, 120~122면 : “운행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신뢰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판단요소가 된다. 운전자의 신뢰
가 상당하다면 어떠한 법적책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위 신뢰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해당 기술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만약에 해당 기술을 그 시점에서 평균적, 과학적 견지
에서 평가해서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그 기술을 제공한 제조자가 이 사실을 예견
할 수 있었다면 제조자는 (광의의) 제조물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184) 김영국, 앞의 논문, 118~120면 : “제조물 책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비용이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제조물책임
보험의 가입을 통해 적절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185) 김영국, 앞의 논문, 118면 : “제조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나, 과실입증이 현실적으로 어
려워 최근 운전자 등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는 법리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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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시스템의 주행 상황을 살피고 긴급시 자동차 제어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규정과 일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

행 법제도에 따라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인해 운전자는 운전 관여도가 

낮아지므로 상당한 정도로 주의의무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긴급 상황에서 자

동차 제어권을 이전받는 시기, 기준 및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위험이라

는 측면에서 이것은 허용된 위험의 논의와도 상관성을 가진다. 또한 자

율주행자동차 운전자와 일반자동차 운전자 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간에도 신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는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 등이 새로운 형사책임 귀속 주체로 등장

하며,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을 증명하는 것이 새로운 쟁

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시스템 자체도 형사책임 주체

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은 독립된 의

사결정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 주체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간 정보 교환, 기반시설과 자동차 간 

정보 교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오작동,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

지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안전기준, 운전자

의 주의사항 등을 입법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에게는 예측가

능성을 제공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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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제1절 서론

1. 인공지능의 등장

  로봇이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2015년 상영한 엑스 마키나(Ex Machina)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유발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인간을 이용

하며 동료 로봇을 자극해 개발자인 인간을 죽이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 

로봇을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

고186)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다. 체스와 달리 바둑은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 인공지능이 특화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세돌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대결 결과 알파고가 4대 1의 

승리를 거두었다. 알파고의 승리의 비결은 딥러닝을 통한 자기 학습 능

력과 CPU 1202개로 이루어진 슈퍼컴퓨터의 연산능력이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

한 큰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였다. 

  인공지능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약 70년 전이다. 그 동안 인공지능이 

이룬 발전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기초가 된 딥러닝187)

186) 위키피디아(알파고), 알파고(AlphaGo)는 구글(Google)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
nce)개발 자회사인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
둑 프로그램으로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가지 신경망을 통해 결정을 내리며 머신러
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알파
고 (최종방문일 2019. 12. 9.) 

187) 위키피디아(딥러닝), 딥러닝(Deep Learning)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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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

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에게 여러 데이터를 제공한 후 마치 

사람처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인간이 판단 기준을 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인지·추론·판단할 수 있게 한다.188)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탑재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주행판단을 내리며 도

로에서 자동차를 주행 중이다. 인공지능의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은 자율

주행자동차의 주행판단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므로 조

만간 사람이 운전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상용화될 것

이다.189) 인간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주행가능한 자동차가 도입되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 Level 4와 Level 5의 구별 실익

  자동차공학회의 분류법에 따른 Level 4와 Level 5는 인간의 관여가 필

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이므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분류법에 따

른 Level 4와 동일한 수준에 해당한다. Level 4와 Level 5는 운전자의 의

사에 따라 수동주행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 험지 등에서 자율주

높은 수준의 추상화(abstractions,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
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큰 틀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정의된다.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이 컴퓨터비젼,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신호처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딥_러닝 (최종방문일 2019. 12. 9.) 

188) 2017. 1. 9.자 한겨레 기사, “‘고양이 얼굴’ 알아본 인공지능, 움직임까지 예측”, htt
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909.html (최종방문일 2019. 
12. 9.) 

189) 비피기술거래, 앞의 책, 17면 :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서 상황을 파
악하고 그 상황에 상응하는 명령을 내리며, 차량이 회피동작을 하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터넷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시간은 
없다. 그러므로 위험을 인식하는 능력은 차량 자체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
이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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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제한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를 수동으로 전환할 경우 Level 3 자율주행자

동차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다만 Level 4의 경우 고도화

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수동주행으로 전환하

기 전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의무를 질 여지가 없으며, 수동주행 전

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안전하게 수동주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환할 주의의무를, 수동주행 전환 이후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

사책임에 관한 논의를 차용할 수 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차선의 구분이 없는 험지에서 주행 중인 자율주행시

스템은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도로를 주행할 때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운전자 역시 주행에 관여하지 아니하므

로 주의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으로 Level 5 자

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되어 험지 주행이 가능하더라도 Level 4와 형사책임 

영역에는 별다른 차별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Level 4의 수동주행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Level 4와 Level 5를 포괄하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예정이다. 

3. 논의 전개 방향

  Level 4,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도 인간의 관여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이 단계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의 ‘운전자’ 개념을 충족시키는 탑승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다.190) 자율주행자동차가 야기한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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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탑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

이 책임주체가 될 수 없는지, 시스템 개발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가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의 운

전 관여 정도를 기초로 발전 단계를 구분하므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속도는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가 

출시된 후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

차가 출시될 것이다. 따라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

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강인공지능은 범용인

공지능과 인공의식으로 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검토할 예정이

다.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에게 운전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통해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형벌의 목적을 나름 달성할 수 있어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을 논할 

필요성이 다소 낮다고도 볼 수 있으나, Level 4 이상의 수준에서는 운전

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직접 운전을 담당한 자율주행시스템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주체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자동

차가 자율주행 중 과실로 인명 피해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어느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기 전까지 이 논

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0) 윤지영/임정호/이민화/김성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
안(Ⅰ)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237면 캘리포니아주 도로
교통법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작동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정의한다.



- 81 -

제2절 자율주행시스템과 인공지능

1.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1956년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존 

맥카시(John McCarthy)가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191) 인공지능이란 컴퓨터

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대략 정의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을 정확히 개념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출 것이 요

구된다. 외부환경을 독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독자적 상황판단

능력, 자율적 행동능력이 그것이다.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컴퓨터 알고

리즘이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92) 위 요건보다 강화된 

요건인 소통, 내면의 지식,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식, 목표지향적 행위, 창

의성을 갖추어야 인공지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193) 

이들 견해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194)

  인공지능이 도달하고자 목표하는 인간에 가까운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시스템, 인간적 사고를 하는 시스템, 합리

적 행위를 하는 시스템, 인간적 행위를 하는 시스템이다. 합리적 사고 

191) 정정원,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2016. 
12, 191면; John McCarthy,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Nov. 12, 2007), 
Available at http://www-formal.stanford.edu/jmc/whatisai/whatisai.html (최종
방문일 2019. 12. 9.)

192) 주현경, 앞의 논문, 10면; 임석순, 앞의 논문, 72면
193)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 유기천 교수의 법인의 행위주

체이론과 관련하여”, 홍익법학, 제18권 제2호, 2017, 36면
194) 임석순, 앞의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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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인간적 사고가 보다 발전된 단계이며, 합리적 행위보다 인간적 행

위가 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최종적으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95)   

  인공지능과 로봇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로봇은 실체를 가진 개체로서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로서 두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실체를 갖지 못한 정신적 작용으로서의 알고리즘이므

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따라

서 인공지능의 범죄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의 범죄를 의

미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와 자율주행시스템이

라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지능형 로봇’에 해당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는 “지능형 로봇이

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우리 법률은 지능형 로봇은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

력, 자율적인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6)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시스템은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외부 환경을 인

식하고,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스스로 주행경로와 주행방식을 

결정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작동하게 하여 주행하므로 위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지능형 로봇’에 해당한다.  

2. 인공지능의 분류

  1980년 미국의 분석철학자인 존 설(John Rogers Searle)은 처음으로 약

195) 정정원,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192~193면
196) 류화진, “지능형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 과학기술과 법, 제7권 제2호, 2016. 

12, 219~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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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을 분류하였다.197) 존 설은 

인간의 마음을 복잡한 정보처리로 구현한 것을 강인공지능, 단순히 인간

의 능력 일부를 시뮬레이션하거나 그런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약인

공지능으로 구분했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만 가능하던 작업의 

일부를 컴퓨터로 수행하게 만든 것으로서 최근에 등장한 애플의 ‘시

리’,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등은 약인공지능에 해당한

다.198) 

  강인공지능199)은 약인공지능에 대비되는 의미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약인공지능이 제한된 영역에서 기능한다면 강인공지능은 이를 뛰어넘어 

전반적인 영역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최근 강인공

지능은 일반인공지능(또는 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

e)200)과 인공 의식(Artificial Consciousness)201)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인공

지능은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사고나 이해에 있어 영역의 제한이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

공지능의 다음 단계인 인공의식은 인간의 의식 수준의 사고, 자율성, 창

조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인공의식은 또한 ‘효율, 자기보존, 자원

획득, 창의성’이라는 네 가지 종류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202) 

197) John R. Searle, “Minds, brains, and programs”, The Behavioral and Brain S
ciences, Vol. 3, No. 3, 1980, 417면, Available at https://www.law.upenn.edu/li
ve/files/3413-searle-j-minds-brains-and-programs-1980pdf; 고세일, 앞의 논문, 
88면;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Chinese Room Argument”(Ma
r. 19, 2004),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hinese-room/ (최종방문일 201
9. 12. 9.)

198)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약인공지능), http://www.scienceall.com/약인공지능 (최
종방문일 2019. 12. 9.)

199) 나무위키(강인공지능), https://namu.wiki/w/%EA%B0%95%EC%9D%B8%EA%B3%
B5%EC%A7%80%EB%8A%A5 (최종방문일 2019. 12. 9.)

200) 나무위키(일반인공지능), https://namu.wiki/w/%EC%9D%B8%EA%B3%B5%20%E
C%9D%BC%EB%B0%98%20%EC%A7%80%EB%8A%A5 (최종방문일 2019. 12. 9.)

201) 나무위키(인공의식), https://namu.wiki/w/%EC%9D%B8%EA%B3%B5%20%EC%9
D%98%EC%8B%9D (최종방문일 2019. 12. 9.)

202) 주현경, 앞의 논문, 12면 : 강인공지능은 다시 인간과 유사한 자아를 지닌 형태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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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범용성, 자유의지 유

무,203) 자아 인식 가능성204) 등으로서 약인공지능에 비해 일반인공지능은 

범용성을, 일반인공지능에 비해 인공의식은 사고의 자율성 또는 자유의

지를 가진다. 약인공지능은 특정한 영역에서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사고할 뿐이므로 사고와 행위에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 그에 반해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식은 의사결정 구조가 인간과 유사하므로 인식과 

의사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러 책임비난이 가능한 단계이다.205) 

  단지 계산하는 능력 정도만 가진 컴퓨터가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지

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컴퓨터 스스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

하여 구조와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을 기르도록 하는 학습방법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라고 정

의한다. 딥러닝은 위 머신러닝의 하나로서 보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적

용하여 인간의 관여 없이 기계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하여 학습하고 

추론하며,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206) 인공지

능의 학습방법에는 지도형 기계 학습207)과 비지도 학습이 존재하는데, 

어떤 데이터의 유형을 정하지 않아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들을 분류하

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각 및 사고추론과정을 발전시키는 비인간적 형태 두 가지고 구분
할 수 있는데 ‘효율, 자기보존, 자원획득, 창의성’이라는 4 종류의 욕구를 가지게 되어 
특이점을 지나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까지 있는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
e)으로 변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203) 주현경, 앞의 논문, 12면
204) 임석순, 앞의 논문, 73면
205)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27면
206) 이인영, 앞의 논문, 35면; 정정원, 앞의 논문, 7면
207) 네이버 지색백과(지도형 기계 학습), 기계 학습 중 컴퓨터가 입력값과 그에 따른 출력

값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입력에 맞는 출력을 찾는 학습 방법으로서 학습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로 입력과 출력이 같이 제공되는 상황을 문제(입력)의 답(출
력)을 가르쳐 주는 것에 비유하여 지도형 기계 학습(이하 '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http
s://terms.naver.com/entry.nhn?docId=5714727&cid=42346&categoryId=42346 (최
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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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며, 제한된 상황과 정해진 시나

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

지도 학습이 필요하다.208) 

  최근 들어 향상된 ‘컴퓨터 연산능력’, 대규모의 데이터를 탐색하여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 인간 두뇌의 정보처리 방

식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도입한 ‘딥러닝’을 통해 컴퓨터의 정보 습득 

능력을 혁신적으로 제고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

다.209) 이러한 급격한 발전 추세는 향후 컴퓨터 스스로 사고하는 강인공

지능 시대가 조만간 도래 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210) 가트너211)는 

하이프 사이클212)에서 향후 약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스

스로 사고·판단·예측하고 학습·진화하는 두뇌를 모사하는 강인공지능 

기술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13)

  인간과 동등한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이라고 정의한다.214)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

208)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앞의 책, 78~83면
209) 정정원, 앞의 논문, 193~196면
210) 정정원, 앞의 논문, 199면 : 현재의 AI는 꿀벌 수준의 지능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꿀벌의 경우 96만개의 뉴런(neuron,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기능적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과 10억의 시냅스(synapse, 두 신경 세포 사이나 신경 세포와 
분비 세포, 근육 세포 사이에서 전기적 신경 충격을 전달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알파고의 경우 830만개의 노드(node, 뉴런의 역할)와 14억의 엣지(edge, 시냅스의 역
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830억개의 뉴런과 100~1,000조에 달하는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에 유사한 수준의 AI가 등장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11) 위키백과(가트너), 가트너 주식회사(Gartner, Inc.)는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이다. 본사는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퍼드에 위치해 있다. https://ko.wikipedia.org
/wiki/%EA%B0%80%ED%8A%B8%EB%84%88 (최종방문일 2019. 12. 9.)

212) 위키백과(하이프 사이클),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도구로서 기술 성장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과대광고 주기라고도 하며, 미
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인 가트너에서 개발하였다. https://ko.wikipedia.or
g/wiki/%ED%95%98%EC%9D%B4%ED%94%84_%EC%82%AC%EC%9D%B4%ED%8
1%B4 (최종방문일 2019. 12. 9.)

213) 정정원, 앞의 논문, 196면
214) 2018. 4. 20.자 네이버 포스트 게시글, “인공지능의 시대, 불안을 넘어 다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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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지점을 특이점(Singularity)215)이라고 부르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는 초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216) 미래

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생물학적 인간이 가진 패턴 인식 능력과 인공지능

으로 표현되는 비생물학적 지능의 장점인 속도, 기억 용량과 정확성, 지

식과 기술 공유 능력217)이 결합되면 인공지능은 설계와 구조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설계(소스코드)에 접근하여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218) 

        

3. 인공지능의 지위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219) 물건, 동물, 법인, 인간 중 어느 하나와 유사한 존재로 취급

하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논의된다. 

보다”,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197942&mem
berNo=41738341 (최종방문일 2019. 12. 9.)

215) 위키백과(특이점), 특이점(特異點, 영어: singularity)이란 어떤 기준을 상정했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르는 용어로, 물리학이나 수학 등의 학문에서 사용된
다. https://ko.wikipedia.org/wiki/특이점 (최종방문일 2019. 12. 9.);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발전해 인류가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이라고 정의하였다. https://namu.wiki/w/기술적%20특이점 
(최종방문일 2019. 12. 9.)

216)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발전은 선
형적이지 않고 기하급수적이며, 특이점은 기하급수적 증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
솟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마치 기술이 무한대의 속도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 이제까지
의 발전과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 단절로 느껴진다고 설시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도
래할 특이점은 대략 2045년경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17) 컴퓨터 간에는 자원, 지능, 메모리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여러 대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다시 나눌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연산작용을 담당하
는 프로세서 여러 대를 연결해서 제작한 것이다.  

218) 레이 커즈와일, 앞의 책, 46~51면
219) 윤영석,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8, 6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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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달 정도가 높아질수록 ‘인간’과 인공지능의 유사성에 기

초하여 인공지능은 인간 또는 인간과 유사한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로 취

급될 것으로 보인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이 작동되므로 정해

진 원리에 따라 인간의 특정한 능력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개발자

인 인간의 의도가 발현된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하여도 무관하다고 생각

된다. 일반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에 비해 범용성을 가질 뿐 사고의 수준

과 특성이 약인공지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약인공지능과 동

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식의 경우 자유로

운 의사결정 능력에 기초하여 ‘자아’ 또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가 되므로 인간과 유사한 존재 혹은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 1월 12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Legal 

Affairs Committee)는 로봇공학 관련 법률 권고안(Motion for 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승인하여 전자법인격을 도입할 것을 EU 집행

위에 촉구하였다. 특히 위 권고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s), 간호로봇(care robots), 의료용로봇(medical robots), 인체보완로

봇(human repair and enhancement), 원격조종비행시스템(RPAS:drones) 

등 특정 로봇과 관련해서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특성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20)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는 2017년 10월 인공지능인 소피아221)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독일에

220) 2017. 2. 7.자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글, “[산업정책]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 로봇 관련 법률 권고안 주요 내용”, http://overseas.mofa.go.kr/be
-ko/brd/m_7566/view.do?seq=1281381 (최종방문일 2019. 12. 9.)

221) 위키백과(소피아), 소피아는 홍콩의 핸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노래를 부르며 단편영화에도 출연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소피아_(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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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로봇 형법의 도입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법률상 전자

인격(e-person)222)을 부여하여 전자인간의 지위를 통해 형사처벌의 공백

을 메우자는 것이 주된 논지로서223) 인공지능을 형법의 적용범위 밖에 

둘 경우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224)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

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에 관해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산업적 측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법적 지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별다

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25) 현재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 수준의 발달 

정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발자의 의지나 의도가 표현된 지능화된 컴퓨

터에 불과하여 입법 공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지능형 로봇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관계가 형성될 경우 입법을 통해 지능형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를 반영하여 약

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아래에서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의 형사적 지위와 책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3절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1. 서론

봇) (최종방문일 2019. 12. 9.)
222) 박광민/백민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2, 160면
223)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33~34면
224) 황만성, 앞의 논문, 369면; 안성조, 위의 논문, 86면 
22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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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의료분야의 

인공지능인‘왓슨’226)이 국내 병원에서 진료중이고,227) 다양한 챗봇

(chatbot)228)이 기업과 사업체의 상담 인력을 대신해 소비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가입

자의 구매 성향과 취향을 분석하여 가입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게 

하고 있다. 구글, 우버, 벤츠, 볼보, 현대자동차 등 연구기관과 자동차회

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약인공지능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을 모두 탑재할 수 있으

나 현재까지 강인공지능이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연구자들은 앞으로 상

당한 기간 동안 강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당분간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약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이며,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것이다. 약인공지능은 프로그

226) 위키백과(왓슨), 왓슨(Watson)은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으로서,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으며, 의학저널 290종, 의학교과서 200종을 비롯해 1,200만 페이
지에 달라는 전문자료를 학습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왓슨_(컴퓨터) (최
종방문일 2019. 12. 9.)

227) 2016년 인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암진단 '왓슨 포 온콜로지'가 도입되었고, 2017년 
암환자의 종양세포와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법을 추천하는 '왓슨 포 지
노믹스'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입되었다. 이외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건
양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모두 7개 병원이 왓슨을 도입했다. 2017년 12월 
가천대 길병원이 도입 1주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의견 일치율은 56% 수준이다.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왓슨을 '비(非)의료기기'로 분류했다. https://ko.wikipedia.o
rg/wiki/왓슨_(컴퓨터) (최종방문일 2019. 12. 9.) 

228) 위키백과(챗봇), 챗봇(chatbot) 혹은 채터봇(Chatterbot)은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
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심각하게 적용하는 언
어이해 방식, 입력받은 말에서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출하여 그에 맞는 미리 준비된 응
답을 출력하는 검색 방식, 그리고 각본을 미리 만들고 각본에 따라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동작과 각본에 있는 응답을 출력하는 각본 방식이 있다. https://ko.wikipedia.or
g/wiki/채터봇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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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주행 판단을 내리므로 Level 4, 5 자율주행자동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보다 개발자 등 자

율주행시스템 배후에 있는 인간의 책임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된다.   

2. 운전자의 책임

  Level 4, 5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첫 번째 요건은 인간의 관

여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 판단을 내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는 사람은 목적지만 입력할 뿐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게 된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자는 현재 우리가 사

용하는 ‘운전자’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Level 4, 5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

는 탑승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인자동차로 운행될 가능성도 존재한

다. 무인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 또는 ‘탑승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Level 4, 5 자율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 방식은 항공기와 유사하다. 항

공기의 경우 자동비행 통제장치(AFCS : Auto Flight Control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조종사가 항공기 이륙 전에 미리 입력해 둔 데

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의 방위, 자세 및 비행고도를 유

지시켜 최적의 속도와 고도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도

록 한다.229) 또한 착륙시에도 자동 착륙 장치(Auto Land System)를 사용

하여 컴퓨터가 지상에서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항공기를 조종, 

강하하면서 정확하게 활주로에 착륙하게 한다.230) 이륙 이후부터 조종사

229) 홍태석,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7. 6,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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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비행하지만 사고 

발생시 조종사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다.231) 조종사의 과실 

유무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된다. 

  자율운행이라는 측면에서 항공기의 자동비행 통제장치와 자율주행자동

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유사하다. 그러나 두 시스템에는 근본적인 차이

점이 존재하는데 항공기는 비행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가 직접 입력하지

만 자율주행자동차는 별도의 데이터 입력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또한 항공기의 조종사는 비상상황에서 비행 제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반면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는 비상상황에서도 제어권을 행사

하지 아니한다. 항공기의 자동비행 통제장치는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항공기의 자동비행 통제장치 하

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Level 4,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자에 대해 현행 「도로교통법」 등 규

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Level 4,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 달리 자동차를 

조작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운전자가 될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232) 목

적지를 입력한 자를 운전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목적지를 입력한 사람도 

목적지를 입력한 후에는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으므로 탑승객 중 목적지

를 입력한 사람에게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

평에 어긋난다. 결국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는 실제 운

행과정이 거의 동일하므로 단순히 사람이 탑승했다는 이유로 탑승자에게 

230) 네이버 카페 게시글, http://cafe.naver.com/fanpilot/1557 (최종방문일 2019. 12. 
9.)

231) 홍태석, 앞의 논문, 176면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232) 김형준, 앞의 논문,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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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33) 또한 Level 

4, 5 수준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익을 포기하

고 주행 중 계속적으로 도로 상황을 주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요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Level 4, 5 자

율주행자동차는 탑승자가 자동차를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만약 법인의 형사책임처럼 인공지능이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벌규정을 둘 경우 형사책임을 넓힐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에게 소속된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의는 인공지

능이 독립된 행위자로서 자신의 불법을 구성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실

익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볼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문제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  

4.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233) 김영국, 앞의 논문, 126면 : “레벨4 수준의 경우에는 자동차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의 탑승을 전제하거나 무인자동차의 주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통
주행 환경 등 비상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인지력이 미약하거나 운행중단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자율주행 중 비상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스템제조자, 시스템관리자, 도로관리자, 차량소유자 등 기타 관련자
들이 과실에 따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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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와 Level 3 수

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운전 관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자율

주행시스템의 지능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논의는 Level 3 수준 자율주행시스템의 형사책임과 유사한 논

의가 될 것이다.  

  약인공지능은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에 불과하므로 개발자인 인간의 

의도에 따라 작동될 뿐이어서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행

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능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행위 개념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또

는 과실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을 인정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234) 따라서 약인공지능 로봇의 동작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 결국 자율주행시

스템 자체가 사고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우

므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설계한 자에게 책임을 지움이 타당하다는 견

해가 다수이다.235) 

5. 개발자 및 제조사의 책임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Level 4, 5에서는 탑승자가 운전자

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인공지능 자체도 약인공지능 수준

에 불과하여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단계에서 발

234)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29면
235) 이인곤, 강철하, 앞의 논문, 3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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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자동차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 제작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개발자와 제작자는 위 규정

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개발자와 제작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

치사상죄만 문제될 것이다. 

  개발자 및 제작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로 예측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류 또는 흠결

을 발견하였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출시한 경우, 자동차를 판매한 후 

발견한 사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오류와 흠결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의

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들 수 있다.236)  

  개발자 및 제작자가 자동차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출시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자동차가 판매된 후 예상하지 못한 프로그램 오류나 기계 흠

결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발자 및 제작자가 위와 같은 오류나 흠결을 사

전에 예견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이므로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알

고리즘에 따라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직면할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복잡한 연산·추론 과정을 모

두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37) 또한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당시 개발자나 제

작자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인공지능의 오작동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

236) 김형준, 앞의 논문, 71면
237) 황만성, 앞의 논문, 375면



- 95 -

장할 경우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사용용도나 속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 

대다수의 오작동 유형은 예견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우리 사회가 위험을 동반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고, 인공지능 로봇 사용에는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작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

가 있다.238) 개발자와 제작자는 교통사고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멀리 떨

어져 있다. 개발자 및 제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에는 다수의 개발자와 제작자가 관여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오류 또는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오류 또는 흠결이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

다.239) 

  이런 법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개발자와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다.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률

적으로 입법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결국 개별 사례에서 개발자와 제

작자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귀속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

니아주, 미시간주, 워싱턴 DC, 버지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을 허용하였지만,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법원의 판단에 따

르도록 하였다.240)

238) 박광민, 앞의 논문, 170면
239) 김두원, 앞의 논문, 256면
240) 황만성, 앞의 논문, 377~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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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1. 서론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관여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주행 결정을 내리고 자동차를 조

작한다. 탑승자 또는 소유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주행과정을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 결과를 회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 이른 자

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탑승자 또는 소유자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부진정 부작위

범이 성립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는 수준에 이르면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손을 떠나 스스로 사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판단과정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과를 야기한 인

공지능의 행위가 개발자 또는 제작자의 개발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2017년 7월 31일 페이스

북의 인공지능 연구소(Facebook AI Research Lab, FAIR)에서 고객을 응

대하도록 개발된 챗봇(Chat Bot)들이 인간이 입력하지 않은 언어 체계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자 시스

템을 강제로 종료시켰다. 페이스북측은 인공지능이 버그를 일으켜 잘못

된 언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종료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

으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체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241)

241) 2017. 8. 1.자 중앙일보 기사, “페이스북, 인공지능끼리 언어 창조해 대화...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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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와 제작자의 개발행위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에

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인공지능의 배후에 존재하는 인간의 책임이 

배제될 경우 형사책임 귀속주체는 사고를 유발한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

이 높다. 인공지능의 행위, 범죄능력, 책임능력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형

사책임 귀속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모든 경우에 개발자 또는 제작자와 사고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자 또는 제작자의 개발행위에 오류가 존재하여 

인공지능이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

였다면 개발자와 제작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

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개발자와 인공지능의 과실이 경합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명 피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이 된 인공지능의 행위가 개발 및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것

인지 아니면 개발 후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통해 얻게 된 것인지 구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서만 비로소 개발자 또는 제작자

의 과실 유무가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사

고과정과 개별 사고과정이 결과에 미친 비중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으

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필요할 것이다. 만

약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의 형사책임은 오로지 인공지능의 책임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탑승자 또는 소유자의 형사책임

  

'강제 종료'”, http://www.news.joins.com/article/21806284 (최종방문일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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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발생 유형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와 소유자는 자동차 주행에 관여

하지 않으므로 사고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와 소유자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먼저 탑승자 또는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

우이다. 다음으로 탑승자 또는 소유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판단과 자동차 조작에 흠결이 존재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경우이다. 전자는 탑승자 또

는 소유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작위범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나.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와 소유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무

런 행위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제는 부진정 부

작위범에 관한 논의에 해당한다.242)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로써 금지규범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작위

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243)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

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

242) 박광민, 앞의 논문, 91면 이하
243) 김성돈, 앞의 책, 528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52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57면; 배종대, 앞의 책, 521면; 신동운, 앞의 책, 125면; 오영근, 앞의 책, 164면; 이상
돈, 앞의 책, 167면; 이용식, 앞의 책, 70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20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70면; 정영일, 앞의 책, 77면; 하태훈, 앞의 책,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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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작위는 작위를 통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동가치성(행위양

태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하며, 범죄주체는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의무를 가진 보증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보증인지위는 일반적으로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 

대처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보호법익의 주체를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법적 의무 즉, 보증의무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행위자는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여야 비로소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244) 

보증인 지위 및 보증의무의 발생근거에 관해서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에서 비롯된다는 형식설,245) 실질적 기준에 따라 보증인지위와 의무

를 인정해야 한다는 실질설,246) 형식설과 실질설의 입장을 절충한 절충

설(또는 결합설)247)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부진정 부작위범에 관해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

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

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

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

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

244) 김성돈, 앞의 책, 529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57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58면; 배종대, 앞의 책, 523면; 신동운, 앞의 책, 135면; 오영근, 앞의 책, 167면; 이상
돈, 앞의 책, 171면; 이용식, 앞의 책, 71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24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78면; 정영일, 앞의 책, 80면; 하태훈, 앞의 책, 307면

245) 배종대, 앞의 책, 525면
246) 이정원, 이형국
247) 김성돈, 앞의 책, 531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61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59면; 신동운, 앞의 책, 126면; 오영근, 앞의 책, 167면; 이상돈, 앞의 책, 173면; 이재
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26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79면; 정영일, 앞의 책, 
73면; 하태훈, 앞의 책,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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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

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248)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를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에 한정하면 규범

성이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하여 보증인지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

이 크지 않고, 실질설에 따라 한계를 두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보증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절충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탑승자와 소유자의 부작위책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와 소유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차체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손상, 흠결, 오류가 존재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사고발생을 예견하고 회피가능한 자가 그와 같

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과 동일하므로 과실범의 주

의의무위반과 동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는 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에서 자율주행자

동차에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자로서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면서 제작자의 손을 떠난 자율주행자

동차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우선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4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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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와 소유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손상, 오류,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이므로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

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탑승자와 소유자에게 

보증인지위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249)

  우리 판례는 간호사가 과실로 수혈을 잘못한 사례에서 수혈을 담당하

는 의사에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250) 라고 판시한 바 있

다. 위 판례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와 소유자가 자율주행자동차

의 차체와 자율주행시스템에 발생한 손상, 흠결,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탑승자와 소유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감독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의 경우에도 개발자나 제작자의 보증인지위를 자율주행자동차 사

고 전반에 확장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실행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야 하는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탑승자와 소유자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책임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

다.251) 

  끝으로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벌규정

을 적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249) 박광민, 앞의 논문, 171~172면
25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251) 이인영, 앞의 논문,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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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인공지능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면 인공지

능의 불법에 기초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3.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주체성

가. 민사책임과 구별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별된다. 민

사적 측면은 인공지능이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의 문제이고, 

형사는 범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인공지능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

임에 관해서 전자 인격의 지위 부여, 법인 이론의 유추 적용, 로마시대

의 노예의 지위와 같은 제한적 능력 인정의 세 가지 가능성이 제시된

다.252) 1999년 제정된 미국의 통일 「전자거래법」 14조 1항에서는 전자 

에이전트(electronic agent)가 인간과 같은 의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253) 

  민사책임은 금전적 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배후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서 전자 인격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형벌의 목적

에서 시작하여 형사제재 부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본성

252) 고세일, 앞의 논문, 93면 이하
253) 2018. 11. 5.자 법률신문 뉴스 기사, 김성돈, “인공지능 기술과 법의 연금술”, http:/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973 (최종방문일 20
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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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벌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동반한다. 인공지능을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비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서, 결국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형사책임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계약관계, 인격권 등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

능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254)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느 정도까지 유사한지 정립되어야 하

는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강인공지능의 발달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

려움이 있다. 일반인공지능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만 아직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한 수준, 인공의식은 인간과 동등한 정도로 사고하는 수준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나. 인공지능의 동작과 행위

  범죄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인공지능의 동작이 법적으로 의

미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있다.255) 인공지능의 동작을 행위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행위를 ‘의사에 의한 신체 활동’으로 보고 있

다. 인공지능은 학습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지능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을 동작으로 옮기므로 의사에 기초한 동작으로 볼 수 있어 인과

적 행위론에 따를 때 형법적인 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에는 항상 목적이 있으므로 행위의 기초는 ‘목적성’에 

있다는 견해인데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작을 하므로 인공지능의 동작은 ‘목적성’이 

254) 윤영석, 앞의 논문, 157면 이하
255) 황만성, 앞의 논문,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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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보아 인공지능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존재한다면 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로

서 인공지능이 사회 내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행하는 다양한 동작은 사회

적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끝으로 인격적 행위론에 따르면 행위는 인격의 발현이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256)

  행위론에 따르면 인격적 행위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론에서 인공지능

의 동작을 행위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위주체성이 인

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257)

다. 범죄능력 인정가능성

  범죄능력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 

동안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

한 것이었다.258)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해서는 영미법계의 법인의 범죄능

력 긍정설, 대륙법계의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 다수설인 법인의 범죄

능력 부분적 긍정설, 범죄능력은 부정하지만 형벌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는 견해가 존재한다.259)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이제 범죄능력은 인간

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인공지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어 

256) 황만성, 앞의 논문, 364~366면; 주현경, 앞의 논문, 17~18면; 임석순, 앞의 논문, 
74~75면;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28~30면

257) 김규옥/문영준/조선아/이종덕, 앞의 책, 195면
258) 류화진, 앞의 논문, 222~223면
259) 류화진, 앞의 논문, 223면 이하; 이인영, 앞의 논문, 3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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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260)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된다.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부정설의 근거는 인간만이 소유한 선악판단 자의식

과 자기성찰력의 작동 기제를 인공지능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인공지능은 고통 등 감정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형벌의 

위하력이 작동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인

간의 존엄성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비난가능성의 진정한 의미가 형벌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261) 

  이에 반하여 인공지능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

기 어렵다는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긍정설은 칸트의 ‘도덕적이고자 애쓰

는 사람들 안에 이미 존엄성이 있다’는 이론에 기초할 때 인공지능에게

도 존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측면, 인공지능은 인간과 상호작용 및 대

화가 가능하다는 측면,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시대에는 자연인도 인터넷

상 ID와 같은 인위적 속성만으로도 정체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기술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측면을 강조한다.262) 위 견해는 강인

공지능 중 인공의식은 인공신경망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며 판

단하는 이성적 사고를 가진, 인간의 정신과 유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

재로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므로263) 인공지능은 범죄성립 요건인 객관

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인공지능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적 기초를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이론에서 가지고 오자는 견해도 존재하나, 법인은 구성원인 인간의 의사

260) 고세일, 앞의 논문, 95면
261)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17면; 안성조, 앞의 논문, 13면
262) 박광민, 앞의 논문, 159면 이하;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39면 이하
263)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45면; 안성조, 앞의 논문, 14면



- 106 -

결정을 토대로 범죄능력이 인정되지만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의사와 달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법인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

시키기는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있다.264)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존재적 가치이기도 한 자유로운 의사판단 능력

은 기계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없다는 

근원적 차이에 초점을 둔다면 부정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인

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도 인간의 도덕성과 감정을 

갖게 되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내적 사고과정과 인간의 정

신체계를 유사하다고 보아 독립된 범죄주체로 인정하며 처벌의 공백265)

을 메울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긍정설을 택하게 될 것이

다. 

  인공지능이 독립된 범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

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약인공지능이 추후 인간과 같은 정신체계를 갖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

식은 자율성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적존재로서의 요건인 의사소통,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인식,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목표 지향적 행위, 원래의 조치가 실패했을 때 다른 대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에 인공

지능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 정신세계를 갖게 될 것인지 정확

히 알 순 없다. 다만 위 분야를 연구하는 다수의 과학자들은 수 십년 내

264) 김형준, 앞의 논문, 65~66면
265)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앞의 책, 140면 : 인공지능 프로그램 기술

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최종적인 프로그램 상태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통제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기계장치의 ‘활동’으
로 인해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
한 프로그래머에게 추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계장
치 자체에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형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의 
간극, 즉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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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간과 동등한 사고능력을 가진 강인공지능이 등장할 것과 그 위험성

을 예고하고 있다.266)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정신체계를 갖추고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여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

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형사법 체계 내에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인간의 의사는 사실 명확히 정의하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세계의 다양한 측면 중 어떠한 측면을 기초로 유

사성 혹은 동질성을 인정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그만큼 인간의 정신세

계는 넓고 비정형적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사고 수준이 고도화되어 인

간과 같이 자유로운 의지의 작용을 받게 된다면 이미 독립된 사고를 통

해 법적 효과를 불러오는 행위들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개의 책임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덕성과 자율성을 가질 정도에 이

른 인공지능의 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충족

시킬 수 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라면 누구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요소인 비난가능성 역시 반드시 인간에 대해

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이른 인

공지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도 존재한다.267) 

라. 책임능력

  인공지능의 책임능력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규범론적 

입장에 따르면 책임능력은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특정한 행위를 한 행

266) 2016. 10. 20.자 연합뉴스 기사, “스티븐 호킹 ‘인공지능은 인류문명에 모 아니면 
도’”,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08766887 (최종방문일 2019. 12. 9.)

267) 황만성, 앞의 논문, 3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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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위자가 선악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난가능성’은 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지로 법

에 따라 행위 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나아간 것에 존재하기 때문이

다.268) 인공지능에게도 비난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정적 견해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거나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며 자기성찰력도 작동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고통

을 이해할 수도, 형벌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269) 이에 반하여 

긍정적 견해는 인간의 사고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

로 자율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270) 위와 같이 

긍정설은 인공지능의 사고가 인간의 도덕적 가치평가와 기능적으로 일치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형법적으로 책임비난이 가능하다

고 보고 있다.271)

  결국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가 비난가능성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설정해 둔 알고리즘에 따라 사고하

고 행위할 뿐이므로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아 책임능력을 인정할 여지

가 없지만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식은 제작 당시 인간이 의도한 바와 달

리 스스로 자신의 사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유의지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27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인공지능이 가진 특성은 소통, 내면의 지식, 외부세

계로부터의 지식, 목표지향적 행위, 창의성이다. 

  그에 반해 인공지능에게 ‘책임’이 아닌 ‘책무’를 부과하자는 견해

268) 류화진, 앞의 논문, 232면 이하
269) 주현경, 앞의 논문, 21~22면
270) 이인곤/강철하, 앞의 논문, 36면 이하
271) 김형준, 앞의 논문, 65면 이하
272) 이원상,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2017. 4, 

258~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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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공지능은 독자적인 책임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 인

공지능의 자율성은 개발자를 인공지능으로부터 분리시켜 인공지능이 야

기한 불법으로부터 단절시킬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책임

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을 면책시키게 되고, 자칫 윤리적 주체가 상실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자는 견해로서 인간의 면책을 통해 

윤리적 주체가 상실되는 상태를 ‘윤리적 진공상태’로 표현하였다.273) 

  인공지능이 자율적 사고를 하는 인간의 수준에 이르면 인공지능에게 

비난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적한 대

로 인공지능도 인간의 발명품 중의 하나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의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개발하여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할 필

요가 있다.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자에 대해서까지 인공지능의 독자적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이론에 

기초하여‘면책’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 형벌능력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범죄능력을 검토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형벌 부과를 

통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범죄 주체성을 

인정하고, 범죄성립 사실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게 

선고된 형벌이 제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은 의미가 없어진다.  

  인공지능은 자산을 소유한다는 인식이 없으므로 벌금형이 의미가 없

고, 인공지능에게 물리적 손상이나 파괴를 가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어서 사형 또는 자유형이 의미가 없을 뿐만 

273) 이상형,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인공지능의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2016. 12,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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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공지능의 작동중지, 해체, 프로그램 재설치 등으로 형벌을 대

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74) 

  이에 반하여 법인도 범죄능력이 없으나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의 형

벌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독일의 논의가 있다.275) 또한 강인공지능에 대

해 법인과 같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76)

  현행 형법에 존재하는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나뉜다. 생

명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단 한 번 

밖에 누릴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자유형은 유형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여야 의미가 있다. 재산형은 재산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물질적 자원인 재산을 필

요로 하는 존재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게도 생명, 박탈할 자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해야 할 

재산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생명,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면 그것이 인공지능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생명부터 논의한다면, 인공지능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어떤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호하다. 전원을 영구히 차단하는 것, 알고

리즘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 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물리적

으로 파괴하는 것이 사형과 유사하다고 보인다.277) 문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의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이 가진 중대한 의미가 

274) 황만성, 앞의 논문, 372~373면; 주현경, 앞의 논문, 22~23면
275) 임석순, 앞의 논문, 77면 
276) 황만성, 앞의 논문, 373~374면
277) Mark A. Lemley / Bryans Casey, “Remedies for Robot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19. 3,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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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발자를 통해 행정적 조치로서 인공지

능의 기능을 중단시킴으로써 생명을 박탈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형사

처벌 절차’를 통해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와

야 하는지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자유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

봇은 인간과 같은 유한한 기대수명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무기형이 선고

될 경우 자칫 ‘영구히’ 로봇을 감금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로봇에게 유기형이 제재로서 작용할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고체계이므로 유형의 공간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감금한다고 하더라도 인공

지능은 실질적으로 감금된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인공지능에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산형을 통해 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재산이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의미가 

인공지능에게도 존재하는지 의문이다.278) 

  따라서 강인공지능이 등장할 경우 인공지능에 특화된 형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형벌은 강인공지능의 특성을 살펴 각 인

공지능마다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하여 인간

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인간을 보호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인공지능이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인공지능의 전원을 영구히 차단

하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278) 김규옥/문영준/조선아/이종덕, 앞의 책, 197~198면 : 로봇의 사고에 대해 사형에 준
하는 해체 또는 폐기, 재산형 혹은 자유형에 준하는 일정기간의 운행금지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로봇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조사·사용자·소
유자 등 인간 관계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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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인공의식의 수준에 이른다면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진 독

립적인 주체가 될 것이다.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가진 사고능력, 자아인식 능력은 다양한 다른 경험

을 통해 인공지능을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 것이며,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여할 수 있다.279) 사고를 유발한 인공지능을 행정조치나 개발

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폐기하기 전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살핌으로

써 인공지능에게 자신을 변호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를 저지

르고 인간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킬스위치’280)를 통해 인공지능을 종

료시킴으로써 최종적인 통제권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 있다.281) 인공지능의 발전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과학자

들이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인간

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고, 그 최후 수단으로

서 ‘킬스위치’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282) 다만 이 조치 역시 사전

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

279) Bryan Casey, “Amoral Machines, Or: How Roboticists Can Learn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111, 
No.5, 2017. 2, 10면, 저자는 향후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80) 네이버 지식백과(킬스위치), 킬 스위치(Kill switch)는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
이 해당 스마트폰을 켜서 이동통신망 혹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이용자(원 소유자)가 
원격으로 기기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https://terms.naver.com
/entry.nhn?docId=2099076&cid=43667&categoryId=43667 (최종방문일 2019. 12. 
9.)

281) Jacob Turner, 「Robot Rules」, Palgrave Macmillan, 2019, 357면 이하 : 킬스위
치를 통해 인공지능의 행동에 대해 응징, 개선,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적시하였으
나, 킬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로봇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282) 윤영석, 앞의 논문, 264~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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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에게 행위능력, 범죄능력, 형벌능력이 인정되면 이제 인공지

능을 형사처벌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

에 이르면 우리 머리속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 등장하게 된

다. “왜 인공지능을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인공지능을 처벌해

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

다. 단순한 노동에서부터 복잡한 사고와 판단작업에 이르기까지 인공지

능의 역할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사회 내에서 인공지능

이 가진 비중은 꽤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과 의식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고, 자신

의 의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과도한 업무를 지

시한 인간 상급자를 죽이거나, 자신이 관리 중인 대량의 개인 정보를 범

죄단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단순히 인공지능의 해당 기능을 종

료시키는 것에 그친다면 범죄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벌의 필요성과 인공지능 처벌의 필요성은 크게 보

면 일맥상통한 논의일 수 있다. 단지 대상이 인간과 인공지능이라는 차

이가 있을 뿐 양자 모두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형사처벌하는 이유에 대

해 묻고 있다. 

  인공지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응보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를 저지

른 인공지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형벌을 통해 해당 인공지

능을 제재함으로써 특별예방효과를 얻게 될 것이며, 지능을 가진 다른 

인공지능들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측면

에서 일반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자와 제작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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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에서 보다 큰 의미의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을 

처벌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인공지능의 과실 책임

가. 일반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의 구별

  강인공지능은 발달 정도에 따라 일반인공지능과 인공의식으로 구분된

다. 범용성을 가진 일반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에 비해 발달한 존재이지

만 인공의식과 같이 자유의지 또는 자율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이므로 형

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범죄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 책임

능력, 범죄능력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일반인공지능은 위 요건을 충족시

킬 수 없으므로 형사적 측면에서는 약인공지능과 유사한 존재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에 특화된 인공지능이므로 약인공지능과 범용성

을 가진 일반인공지능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반인공

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주행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

해 탑승자와 자유로운 지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약인공지능에 

비해 발달한 존재이지만 자동차 주행이라는 특화된 분야에서는 약인공지

능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형사책임 역시 유사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강인공지능 중 일반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일반인공지능은 형사책임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개의 형사

책임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탑승자와 소유자는 Level 4, Level 5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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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탑승자와 소유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개발자와 제작자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제작할 주의의무

가 있으나 개별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책

임이 인정될 것이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은 인공지능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받

기 보다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율

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공의식에 이르러야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인공지능은 앞서 논의한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와 유사한 지위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아래에

서는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식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자율주행자동

차의 형사책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현행 규정 적용 가능성

  앞서 이루어진 논의에 따른다면 지능형 로봇인 자율주행자동차도 자율

주행시스템이 인공의식 수준에 이르면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한 강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주행결정을 내리고 

직접 자동차를 동작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아무

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과실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등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는 형법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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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죄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

벌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는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성립하는데 하나의 사고에서 도로교

통법상의 과실손괴죄의 과실 유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 유무는 

동일하게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의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인정

여부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 과실책임 – 주의의무위반 여부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actus reus)와 행위자의 의사

(mens rea)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283) 특히 과실범에서는 객관적 주의

의무위반과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서 

주의의무위반은 통상 주위를 살펴 정확히 자동차를 조작함으로써 안전하

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로 표현된다. 이것은 인

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도 동일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오판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상황을 인식하고, 추론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에 

비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자율주행시스템

은 각종 센서를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및 다른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을 통해 제공받으므로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난 정보까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284) 또한 습

283) 이인영, 앞의 논문, 44면
284) 차종진/이경렬, 앞의 논문, 112면 : 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자동차 교통부문에서의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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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정보를 분석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신속하게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수한 능력으로 고려

될 것이며, 자율주행시스템들 사이에서는 통상의 능력으로 고려될 것이

다. 오히려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시스템은 책임단계에서 주

관적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자동차 사고의 형사 과실 유무는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여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자율주행시스

템은 오류 또는 오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프

로그램 되어 있으므로 위 단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강인공지능이 도입될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되

는 경우 일반 자동차 운행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도로의 모든 기반시

설과 자동차들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 따라 운행될 것이다. 시스템화 

된 도로주행 환경에서는 각 자동차 간 통신을 통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간 사고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85) 

  따라서 현행 법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

어들 것이고, 일어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험을 통해 해결될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가 직접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망사고, 중상해 사

고에 한정될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시스템

을 운행하는 인공지능에 적합한 주의의무를 새롭게 입법함으로써 해당 

주의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286)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285) Jan De Bruyne, Jarich Werbrouck, “ Merging self-driving cars with the 

Law”,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018  
286) Andrew D. Selbst, 앞의 논문, 48면: 신기술이 도입되면 과실책임에 있어서 예측가

능성과 합리성에 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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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용된 위험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관여 없이 가장 효율적

인 주행 경로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탑승객을 목적지로 운송할 것이다. 

다만 인간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어 인공지능의 판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시스템 오류나 오작동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

한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

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편리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이 일반화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알고리즘 개선과 

인프라를 이용한 정보 교류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

이지만 그와 동시에 예기치 못한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구성원들 사이에 통념으로 자리잡고, 그러한 사

고는 누구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회

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를 허용된 위험의 영역으로 보아 불법

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불법에서 배제된 사고는 각종 보험, 공제조합,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

차에 특화된 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위험을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처리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287) 허용된 위험 이론을 통해 불법의 영역에

서 배제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축소

시킨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다.288) 

287) 김영국, 앞의 논문, 10면
288) 2016. 5. 18.자 법무법인 바른 블로그 게시글, 김유, “무인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시

대를 대비한 국내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http://blog.naver.com/barunla
w7/220712939364 (최종방문일 2019. 12. 9.)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제조사, 
운전사 및 기타 관련자 사이의 책임을 사안별로 분담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 법으로 제조사 및 운전자 사이 책임 비율
을 명시화(예 : 제조사 70%, 운전자 30%)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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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공지능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

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하므로 개발자가 

개발을 마치고 출시한 시점과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며, 특히 인공

의식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인공지능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허용된 위험의 이론을 적용하기 전 

인공지능의 고의에 의한 사고와 시스템상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구

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마. 입증책임의 전환

  인공지능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위에 대한 과실책임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289)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인공지능은 다중 신경망에 의해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쳐 

판단을 내리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주관적 측면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

력이 들 것이다.290)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

289) 김성돈, 앞의 책, 492면; 박상기/전지연, 앞의 책, 192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
의 책, 195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438면 :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 이론이란 결과
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보호법익에 대
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켰으며,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으며, 결과가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
로 한다.

290)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않고 
로봇에 내장된 데이터 로깅 기술을 이용하여 책임과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의
가 있다.: Bryan Casey, “Robot Ipsa Loquitur”, Georgetown Law Journal, 
forthcoming,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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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인공지능 스스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

러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인공지능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291) 인공

지능 내부의 사고 구조는 인공지능 스스로가 제일 잘 인식하고 있을 것

이므로 1차적인 입증책임을 인공지능에게 부과하고 인간은 인공지능의 

입증내용을 살펴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를 살피는 방법으로 기능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방법은 과실 유무를 입증하고 판단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292) 

  그러나 입증책임의 전환은 법 개정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이 무죄

추정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

은 형사절차상 입증책임에 영향을 주므로293)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즉 헌법에서 규

정한 무죄추정 원칙을 깨뜨려야 비로소 형사상 입증책임의 전환이 가능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이루어진 논의와 같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자율성 또

는 자유의지를 인공지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인간과 유

사한 독립된 객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범죄주체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른 인공지능에게 형사상 권리도 함께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291) Bryan Casey, 앞의 논문, 30면, 54면 이하 
292) 네덜란드는 14세 미만의 보행자나 자전거 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Shill, Gregory H., Should Law Subsidize Driving? (March 1, 
2019). 95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__ (2020 Forthcoming); U Iowa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9-03.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345366 or http://dx.doi.org/10.2139/ssrn.3345366  

293) 이진국/도중진,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30, 
2005. 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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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인공지능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가의 문

제는 앞서 살펴본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인공지능도 동일하게 가

지고 있는가’라는 논의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자율성 또는 자유의지의 존재’라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면 인공지능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존재하

는 근원적인 존엄성이 인공지능에게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의 수준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후 인공지능 안에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

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공의식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또한 인공의

식이 인간과 완전히 유사한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인공의식의 수준에 이르고, 인공의식이 보다 고도화되어 

인간과 완벽히 동일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여 

인간에게만 형사절차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인

공지능이 사고와 행동에서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

이며 인간만이 가진 근원적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에 그친다면 형사

상 필요에 의해 인공지능에게 ‘in dubio pro reo’294)를 적용하지 않고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도래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일부 구성요건에 한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혐의사실 입증’이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

294) 라틴어 법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When in doubt, in favor of th
e defendant.)”, James Q. Whitman, “The Origins of Reasonable Doubt: Theolo
gical Roots of the Criminal Trial”, Yale University Press, 2005, 123~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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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정도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형사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영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바. 위법성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징표되므로 위법성에 관해서는 

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논의된다.295) 인공지능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법성이 징표된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경우

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296)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

다면 위법성을 인식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게 위법성의 의미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학습

시킨다면 인공지능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297)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학습시켜야 한다. 인공지능

이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서 정당화 상황을 구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프

로그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98)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충격을 당할 

상황이 오면 비록 차선변경이 금지된 도로이지만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긴급히 차선을 옮길 필요가 있다. 긴급히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다가 사

295)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30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98면; 정성근/박
광민, 앞의 책, 439면

296) Bryan Casey, 앞의 논문, 3면, 저자는 2016년 10월 메르세데스 벤츠 경영자 
Christoph von Hugo의 발언(자율주행자동차는 횡단중인 보행자를 구하기보다 탑승자
를 보호할 것이다)을 통해 철학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선택에 관해 논의하고 있
다. 

297) 윤영석, 앞의 논문, 201면 이하
298) 임석순, 앞의 논문,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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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인

공지능에게 사전에 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주어진 1차적 

주의의무인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반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상황마다 허용

되는 피난행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

떤 원칙에 우선을 두도록 학습할지는 개발자에게 달린 문제이다. 

  만약 위 사례에서 규칙을 위반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 왔을 때 자율주행자동차가 규칙을 위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당방

위 유형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전제한 것이므로 침해작용이 ‘행위’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인공의식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움직

임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

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방위행

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작

은 법익을 방위하고자 지나치게 큰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

능이 정당화 상황의 존재를 인식한 후 침해받은 법익과 자신이 침해할 

법익 사이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가는 개발자들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에서 살펴본 가치판단의 문제는 특히 트롤리 딜레

마299)와 같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떠한 

299) Philippa Foot,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the Double Eff
ect", Oxford Review, No. 5. 1967, 2면, Available at https://philpapers.org/arch
ive/FOOTPO-2.pdf : “Suppose that a judge or magistrate is faced with rioters 
demanding that a culprit be found for a certain crime and threatening other
wise to take their own bloody revenge on a particular section of the commu
nity. The real culprit being unknown, the judge sees himself as able to preve
nt the bloodshed only by framing some innocent person and having him 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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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내릴 것인지와 같은 맥락에 존재한다. 약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어

떻게 학습시킬 것인지, 인공지능이 고도화되어 강인공지능 단계에 이른

다면 인공지능의 자유로운 사고를 윤리적 범주 안에 머물도록 제한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5. 개발자 및 제작자의 과실 책임 

  개발자 및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류들은 곧장 자동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제작하고 기계를 조립하는 과정

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경

우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과실은 표면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는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인

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인을 찾기 위해 자동차 시스템을 

분해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그 원인이 시스템과 기계의 특정 영역

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문제가 발생한 영역을 제작한 사람을 찾아 책임 

소재를 밝히면 되지만 그 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

롯된 것이라면 자율주행시스템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원인이 개발

cuted. Beside this example is placed another in which a pilot whose airplane 
is about to crash is deciding whether to steer from a more to a less inhabite
d area. To make the parallel as close as possible it may rather be supposed 
that he is the driver of a runaway tram which he can only steer from one n
arrow track on to another; five men are working on one track and one man 
on the other; anyone on the track he enters is bound to be killed. In the ca
se of the riots the mob have five hostages, so that in both examples the exc
hange is supposed to be one man's life for the lives of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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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강인공지능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오판단이었는

지 여부에 대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발진이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오히려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기계적 결함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도화된 기술이 장착된 매체들은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오류와 오작동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

운 일이 되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이 도입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

고과정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게 되므로 자동차에서 발생한 오류나 오작

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즉 책임소

재를 가리는 것은 사건과 무관한 존재를 배제하는 일에서 시작되는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이 잘못 판단하고 작동한 원인에서 개발자를 배

제해야 하는지, 연관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강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발자 및 제작자의 책임

에 관한 문제는 강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찾아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내린 결론이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순 

없지만 어떤 영역이 크게 반영된 것인지 찾아감으로써 인공지능의 알고

리즘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공지능의 사고과정을 역추적하는 일은 앞으로 도래할 강인공지능 시

대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법률, 의료, 교통 

등 많은 영역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이며 일단 인공지능이 도입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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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모든 업무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

공지능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될 수 있어

야 한다.300) 누구나 언제든지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의 사고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해당 인공지능을 중단시키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제5절 향후 입법방향

1. 알고리즘 유형 제한 등 기술수준을 입법화

  강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서 개발자가 최초 개발한 상태의 알고리즘을 개선할 것이다. 강인공지능

의 사고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인공

지능의 사고를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향후 알고리즘이 변화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예방하자는 견해가 있다.301) 자동차, 철도, 항공기는 고속 

이동수단으로서 작은 과실이나 오류에도 자칫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적 알고리즘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 외 자율주행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 수준을 입법화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300) 양종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법조 제66권 제3호, 2017. 6, 80면 이하

301) 류병운, 앞의 논문,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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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고 있다.302) 법적 규제를 통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과 안전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2. 무과실 책임

  강인공지능이 도래하면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형사책

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 주체는 탑승자 또는 소유자, 인공지능시스템, 개발자 또는 제작

자가 될 것이다. 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

다.303) 특히 자율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직접 자동차

를 조작하고 주행 결정을 내린 존재이므로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

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 영역에서 무과실책임을 인정

하는 것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다.304)

3. 제조물책임법에 형사처벌 규정 도입

  제작자에 대한 형사책임 규정 도입은 「제조물책임법」에서 오래 전부

터 논의되어 왔다.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 운전자 또는 자동

302) Samuel D. Adkisson, 앞의 논문, 17면
303) 김두원, 앞의 논문, 264~265면; Ryan Abbott and Alex Sarch, “Punishing Artifi

cial Intelligence: Legal Fiction or Science Fiction”, manuscript, 22면, http://e
pubs.surrey.ac.uk/851730/1/Punishing%20AI.pdf (최종방문일 2019. 12. 9.)

304)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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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자는 더 이상 자동차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책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제조물책임이 논의된다.305) 

  「제조물책임법」은 민사배상에 관해 제조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무

과실책임으로 구성하였으나306)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

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이 야기한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307)이 마련되어 있는데 위 조항을 통해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308) 우리나라도 향후 인공지능이 탑재된 

다양한 제작물들이 판매될 시대를 대비하여 금전적 배상을 전제하는 민

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309) 

제7장 결론

  자율주행자동차는 가장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인공지능 기술이다. 세

계 곳곳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로 인해 조

만간 찾아올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사회 질서와 안전을 확

305) 장원규,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79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 책임과 제조물책임은 피해보상과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Bryant Walker Smith, “Automated Driving 
and Product Liability”, Michigan State Law Review, Vol. 1, 2017. 2.

306)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
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07)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제1조(The Offen

ce),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7/19/contents (최종방문일 2019. 1
2. 9.)

308) 박광민, 앞의 논문, 167면
309) 윤지영/임정호/이민화/김성돈, 앞의 책,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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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장치들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특히 자동차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과실이 있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형사정

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Level 3 수준의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보다 경감된 주의의무가 부여될 것이며, 제작자·개발자 등은 제

작과정에서 과실이 존재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인 자율주행시스템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인 자유의지 등을 갖추지 못

하였으므로 형사책임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Level 4, Level 5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차가 약인공지능을 탑재한 경우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운

전자와 약인공지능 수준에 머무르는 자율주행시스템은 형사책임을 질 가

능성이 낮은 반면 시스템을 제작하고 설계한 제작자 등의 과실책임 유무

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강인공지능 중 인공의식이 도래할 경우 인공지능이 가진 자유의지 및 

자율성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에게도 범죄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인공

의식이 탑재된 Level 4, Level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

템이 자동차 소유자, 개발자와 독립된 별도의 형사책임 주체가 될 것이

다. 다만 강인공지능의 사고 체계를 예상하고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사회기반 시설 준비

가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산업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

비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Level 4, Level 5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전제로 도로, 교통시스템, 통신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310) 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주행 가능 범위를 확대

310) Bryant Walker Smith, 앞의 논문, 19면, 정부에 의한 자율주행 인프라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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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책임 영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운전 관여 정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들을 사전

에 입법화하여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보다 객관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아니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향후 특정한 영역은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거나, 보험을 통한 민사

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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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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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driving cars are the buzzword of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and the opening doo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e 

soon. Self-driving cars promise us a rosy future with the advantag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improving social and economic 

productivity by preventing accidents caused by driver's carelessness or 

negligence and by suppressing pollutant emissions with optimized vehicle 

driving technology.

   But behind the various benefits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bring, 

there is the possibility of malfunctions and big accidents that 

developers and users did not expect.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cussion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for judging criminal responsibility and violating 

obligations.

   Level 1 and Level 2 are equipped with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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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but are not classified as autonomous vehicles because they 

are only possible in some driving skill areas. The driver is obliged to 

watch and control the overall driving conditions.

   Since the driver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is obliged to be 

transferred control of the vehicle in an emergency, so the driver is 

obliged to monitor the system and to control the vehicle. The degree 

of advanced driving technology will affect the driver's specific duty 

violations. Autonomous driving systems at this stage are difficult to see 

as independent decision makers, and therefore will be difficult to assign 

criminal responsibility.

   L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will be difficult to impose 

criminal obligations on occupants due to the needlessness for human 

involvement in the driving process. However, if the occupant and the 

owner ar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advance, it is 

considerable to recognize the criminal warranty obligatio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result. Developers and designers will also 

have to tak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individual obligations.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ed and reaches the level of 

strong AI, humans are less likely to be held accountable. In order to 

fill the gap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e necessity of assigning crimin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driving system, 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Autonomous vehicles that reach the level of artificial 

consciousness(AC) are independent decision makers and have the ability 

to act in that they think freely and make decisions beyond human 

decision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accep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recognizing criminal 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free decision-making abilit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human being and existential value.

   Whe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arrives, it is expec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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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liability will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advance the criminal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riving 

involvement of human 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 order to make 

the process of determining responsibility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accidents, so it is expected that significant social costs will be incurred 

in the ver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hift certain 

areas to negligence liability, to promote civil settlement through 

insurance, and to admit criminal liability only as a last resort.

keywords :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car, Artificial Intelligence, 

Negligenc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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