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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원 회

의   결 

1. 의 결 주 문

    국가인권 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하여 별지와 같이 권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함.

2. 제 안 이 유

    국가인권 원회는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

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법률(안)의 운 면허 결격 사유, 운 면허 

재취득, 신설 ‘ 보운 자 리기간 제도’의 련 규정이 헌법과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등의 규정에 배하는 것으

로 단하여 이에 한 개선 권고 의견을 표명하려는 것임.

 

3. 주 요 골 자

 가. 운 면허 결격 사유 규정과 명확성의 원칙

  도로교통 안 의 공익  차원에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는 간질

병자,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의 운 면허 결격

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등은, 운 면허 

결격 상자의 범 를 지나치게 범 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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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의 명확성원칙, 특히 형사처벌과 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구

성요건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안 운 에 지장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권고함. 

 나. 과도한 운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과 과잉 지원칙

  의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 면허가 취

소되고 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한편 운 면허 취득 후 

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에는 취소 

후 1년 동안, 일률 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함. 이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기본권 제한으로, 안 운 에 장

애를 래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사람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권고함.

다. 보운 자 리 기간 제도와 평등권

  신설하려는 ‘ 보운 자(면허취득 2년 미만) 리기간 제도’는 보

운 자의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하여 그들에 한 행정처분 기  강

화를 골자로 하여 도입한 것이나, 보운 자의 사고율 감소라는 효과

를 행정처분 기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제

도 도입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 강화와 사고율 감

소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없어 그 수단의 성과 피해의 최소

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배하여 보운 자를 불

합리하게 차별하는 입법임. 따라서 이 제도는 보운 자들의 평등

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입법을 유보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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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한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의견

1. 검 토 배 경

  가.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한 법령(입법과정 

에 있는 법령안 포함)‧제도‧정책‧ 행의 조사와 연구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한 권고 는 의견의 표명”을 국가인권 원회의 업무

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면 개정하고자 마련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은 국가인권 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권에 한 법령”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 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러한 목  달성을 하여 동법에서는 도로교통의 원활을 한 

규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법  장치를 두고 있는 바, 공

익을 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을 수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

입니다.

다. 이에 국가인권 원회는 경찰청이 의견 요청을 하여 송부한 법률

(안)에 한 권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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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 토 기 

  가.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제37조 

  나.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제2조, 제9조, 제26조

     (Internationational Convent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다. UN총회에서 결의한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ed Persons)

  라. 정신보건법 제2조

  마. 국가인권 원회의 경찰청에 한 2002. 7. 22. 권고사항

3. 검 토 요 지

  가.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등에 한 단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는 간질병자,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의 운 면허 결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55조 제8호)는 기본권 제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특

히 형사처벌 조항인 법률(안) 제155조 제8호, 제88조 제1항과 련하여

서는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구성요

건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며, 

  그 입법목 에 비추어 그 상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본권

을 제한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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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차별을 지하고 있는 정신

보건법 제2조1)의 기본이념에도 배치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 한 바 있는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tional Convent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이라함) 제2조 제1항2)의 국가의 평등 보장 규정, 제9조3)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제26조4)의 평등권 규정에도 배치됩니다.

  한 1971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정신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ed Persons, 이하 ‘UN의 정신장애인권리

선언’이라 함.) 제1조5)의 정신장애인 평등권 규정에도 배치되고, 

1) 제2조 (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 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⑤⑥ … 생략

2)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respect and to ensure to all 
individuals within its territory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토 내에 있으며, 그 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하여 인종, 피
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는 기타
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 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3)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o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 에 한 권리를 가진다. 구든지 

자의 으로 체포되거나 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Article 26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the law shall prohibit any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o all persons equal and effec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 는 기타의 의견, 민족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
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하여도 평등하고 효과 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5) “The mentally retarded person has, to the maximum degree of feasibility, the same rights a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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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도 안 운 에 장애가 없는 경증(輕症)의 사람들에 하여도 

헌법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 인격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

15조의 업의 자유  제17조의 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에 한 단

  운 면허 취득  이미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운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안) 제93조 제1

항 제8호에 따라 운 면허가 취소되고,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취소 후 2년 간 일률 으로 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운 면허 취득 후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안) 제9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면

허가 취소되고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소 후 1년 동안 

일률 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증상의 정도, 회복  해당자 개인에 한 구체 인 고려 없이 운

면허 재취득을 한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고, 어떠한 외

도 인정함이 없이 설정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 원칙

에 배되는 기본권 제한으로, 

  안 운 에 장애를 래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사람들의 헌법 제

11조와 B규약 제26에서 보장된 평등권,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 

human beings.”(정신장애인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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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장애인의 부당한 

차별을 지하고 있는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와 정신보건법 

제2조의 이념과도  배치됩니다.

  다. 신설 ‘ 보운 자 리기간 제도’에 한 단

     [ 련조문 : 법률(안) 제2조, 제73조, 제83조, 제93조 등]

   

○ 이 제도는 면허를 취득한지 2년 미만인 보운 자의 사고가 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다는 일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보

운 자에 한 행정처분 기  강화를 골자로 하여 도입한 것이나, 

보운 자의 운  기술 숙련을 통한 사고율 감소라는 효과를 행정처분 

기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제도 도입 목

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처분 강화와 사고율 감소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없어, 이 

제도는 그 수단의 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배하여 보운 자에 한 불합리한 차별 입법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헌법 제11조와 B규약 제26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보운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4. 검토 의견

  가. 운 면허 결격사유와 련한 조항 검토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 등 련]  



- 8 -

   (1)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의 미반

    (가)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2002. 7. 22. )

  국가인권 원회는 2002. 7. 22. 경찰청에 운 면허수시 성검사 련 

권고를 하면서 운 면허 수시 성검사와 련된 법령의 개선 사항으로

서, 

  첫째, 행 도로교통법 제70조 운 면허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결격 

상을 안 운행에 직 인 련이 있다는 근거가 분명한 사유로 한

정할 것과

  둘째, 수시 성검사와 련한 동법 제74조의2와 제74조의3, 그리고 

시행령 제52조의 5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 경찰청의 회신( 2002. 8. 31. )

   권고에 하여 경찰청은 2002. 8. 31. “인권 원회의 제도개선 권

고에 해서는 향후 문기 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 로 인권 원회, 

도로교통안 리공단, 신경정신의학회 등 련기 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신질환자 련 수시 성검사 반에 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정”이라고 통보하 습니다.

    (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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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83조 

제3항).

  ② 이미 면허를 받은 후 운 면허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됨(제93조 제1항 제7호).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음(제82조 제2항 제6호, 제93조 제1항 제7호).

  ③ 한편, 운 면허 결격자임에도 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제93조 제1항 제8호), 면허가 취소되면 2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음(제82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8호).

  그러나 경찰청은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인권 원회의 법령 개정

과 련한 권고 내용을 반 하지 않았습니다.

  즉, 문제로 지 한 행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의 내용을 그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법률(안) 제82조, 제88조, 제89조

와 비교].

   (2) 구체  검토

    (가) 문제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등 련]

○ 행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규정과 동일 내용을 

그 로 답습하고 있는 법률(안)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병자․정

신미약자․간질병자’(제2호)와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제5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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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시 성검사의 상이어서 수시 성검사를 받아야 함[제88조 제

1항, 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함) 제52의 4 제1항 제1

호].   

  ⑤ 수시 성검사와 련한 개인정보 통보 상자가 됨(제89조, 령 52

조의 5).

  ⑥ 수시 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제93조 제9

호),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제82조 제2항 

제6호, 제93조 제1항 제9호), 20만원 이하의 벌 이나 구류 는 과료

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제155조 제8호, 제88조 제1항). 

  ⑦ 성검사  는 면허시험 에 의 증상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문의의 강제진단을 받을 수도 있음(제90조).

○ 이처럼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해당자들은 헌법상 보

장된 일반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라이버시권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데 비하여,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와 ‘마

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포

이고 불명확합니다.

○ 붙임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국민의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은 약 

4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

호․제5호 제2호․제5호와 같이 규정하게 되면 운 면허 결격 상자

의 범 가 무 넓어져서 운 면허를 취득하여 운 을 하여도 도로교

통상의 안 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의 면허 취득까지도 제한하

는 결과를 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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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법률(안)의 해당 규정은 

법률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어 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운 을 제

한할 필요가 없는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나) 헌법재 소의 결정(명확성의 원칙)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용범 가 지나치게 범하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용

할여야 합헌 인 될 수 있는가를 법제정기 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

실상 법 운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될 소지가 생겨나는 것이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형사처벌의 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 이거나 모호하여 그 재량과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 인 행사가 가능하

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된다.”(헌재 

1998. 5. 28. 96헌바83)

  “문리 그 로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하고 다의 인 것이 되면 법운  당국에 의한 

자의 (恣意的)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생길 것이다. 차별 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선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법규의 문언 로 확 용하느냐 한정 으로 축소 용하느냐는 법

운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법규의 문언 그 로 용하여 합헌

인 행 까지도 처벌하여 기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운 당국은 가능한 한의 

축소해석을 통해 헌성을 띠는 행 마  처벌을 면제시킬 수 있다. … 무릇 법운 에 있어

서 객 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

에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법규의 용범 가 과도하게 

범 해지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용하여야 합헌 인 것이 될 수 있는가 즉 법을 용하여

도 좋은 경우와 용하여서는 안되는 경우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해지는 사태가 

온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과도한 범성은 잠재 인 명확성 결여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형벌법규에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는 한 가지 에 해당될 수 있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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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가 자문 의견

○  문제에 하여 지속 인 심을 가지고 있는 한신경정신과개

원의 의회에 자문한 결과(붙임4. 참조),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 규정은 불명확하고 범 하다고 단하고 동 조항 제2호는 ‘안

운 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는 간질병자’

로 치되어야 한다고 회신(세부 인 가이드 라인은 붙임4. 이하 참조)

하 습니다.

 → 경증의 정신병자와 정신미약자는 체 국민의 14%, 

 → 제2호의 ‘정신미약’은 정신지체(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참조)로 체되어야 함. 참고로 일본 도로교통법 제88조의 해당 

규정은 ‘정신박약( 능)’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정신미약과는 다른 의미

임.

 → 간질 한 유형과 치료경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큼.

○ 동 조항 제5호의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의 

규정 역시 독자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짓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 법률(안) 제90조의 표제도 ‘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 조치’로 바 어야 한다고 회신하 습니다.

○ 결론 으로 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반 경우에 한 명확

한 기 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한신경정신의학회와 논의를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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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회신하 습니다.

   (3) 소결론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 규정과 동 규정을 용하고 있

는 규정들은 기본권 제한 법률의 명확성원칙, 특히 헌법 제13조 제1항

의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배되며,

  그 입법목 에 비추어 그 상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본권

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상에 포함시킴

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고(과다포  차별), 정신보건법 제2조의 평등 이념에도 배치

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 한 바 있는 시민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이라함) 제9조의 죄형법정주의, 제2조 제1항의 국

가의 평등 보장에 한 규정과 제26조의 평등권 규정에 배될 뿐만 

아니라,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의 정신장애인 평등권 규정과

도 배치됩니다. 

  안 운 에 장애가 없는 경증(輕症)의 사람들의 헌법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 인격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15조의 업의 자

유  제17조의 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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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 면허 재취득 기간 제한과 련한 조항 검토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등 련]  

   (1) 련 조문 체계

○ 법률(안) 제8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사유로 운 면허 결격자가 면

허를 받았다가 제9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무조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제82조 제2

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8호).

○ 면허 취득 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후 일률 으로 1년간 면허 재취득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제82

조 제2항 제6호, 제93조 제1항 제7호). 

   (2) 검 토

  정신장애인의 운 면허 재취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의 련 규

정들은 증상의 정도, 회복  해당자 개인에 한 구체 인 고려 없이 

운 면허 재취득을 한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여 어떠한 

외도 인정함이 없이 설정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 원

칙과 련하여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을 배하는 기본권 

제한으로,6) 

6)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

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고 만

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된다고 

한다(헌재 1996. 12. 26. 93헌바17, 헌재 1997. 3. 27. 95헌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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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운 에 장애를 래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사람들의 헌법 제

11조와 B규약 제2조 제1항, 제26조에 보장된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 제15조의 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와 정신보건법 제2조의 정신장애인 평

등 이념과도 배치됩니다.

 

  다. 신설된 보운 자 특별 리 규정 검토

     [ 련규정 : 법률(안) 제2조, 제73조, 제83조, 제93조 등]

   (1) ‘ 보운 자 리기간’ 제도의 도입

  경찰청은 ‘ 보운 기간에 안 운  습 화를 유도’하려는 취지 하

에, 이번 법률(안)에 보운 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하기 하여 

처음 운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보

운 자에 하여 운 면허 취소․정지와 련한 행정처분 기 (벌 , 

안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 습니다[법률(안) 제2조, 제73조, 

제93조 제2항].

  

   (2) 보운 자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검토

  ‘ 보운 자 리기간’ 제도의 도입으로 보운 자가 다른 운 자들

과는 다른 행정처분 기 의 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운 자의 평

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가와 련하여,  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방법의 성,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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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도 도입 목 의 정당성 검토

○ 먼  국무총리실 안 리개선기획단에서 붙임5.와 같이 밝힌 통계

자료[운 면허 취득 경과년수별 교통사고발생 황(2000)]를 보면 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의 운 자들의 사고발생률은 1.71%, 2년 이상 5년 미

만 운 자의 사고발생률은 2.44%, 5년 이상 운 자들의 사고발생률은 

1.16%입니다.

  → 2년 미만 운 자들의 사고율은 5년 이상 운 자들의 것보다 높으

나 2년 이상 5년 미만 운 자들의 것보다는 낮음(기획단은 애 에 5년 

미만 운 자들을 특별 리하는 방안을 입안).

○ 다음으로 경찰청에서 붙임6.과 같이 밝힌 통계자료[운 경력별 교통

사고 발생 황(1999-2001, 3년간 평균)]을 보면 면허취득 후 2년 미만의 

운 자들의 사고율은 1.58%(사망사고율은 0.053%)로 2년 이상의 운

자들의 사고율 1.33%(사망사고율은 0.042%)보다 높습니다.

○ 안 리개선기획단에서 밝힌 통계자료(붙임5.)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미만 운 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데도, 이 제도가 2년 미만의 

운 자들만을 특별 리하는 제도라는 , 보운 자의 운  기술 숙

련을 통한 사고율 감소 효과를 행정처분(벌 ) 기  강화로 달성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에서 이 제도 도입 목 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없습니다.

  즉, 보운 자들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운  경험의 부족과 운  

기술의 미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 도입 목 은 2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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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운 자의 운  경험이나 기술 숙련과는 계가 은 행정처분의 기

 강화를 통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어서 그 도입 목 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나) 수단의 성 검토(행정처분 기  강화와의 인과 계)

○ 이 제도는 ‘그 동안 보운 자의 높은 사고율과 법규 반율(벌  

부과 상이 되는 의무․지시 반) 사이의 상당인과 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수단의 성을 갖습니다.

○ 경찰청에서 붙임6.과 같이 밝힌 통계자료[운 경력별 교통사고 발생

황(1999-2001, 3년간 평균)]를 보면 면허취득 후 2년 미만의 보운

자들의 법규 반율은 5.95%로  2년 이상의 운 자들의 반율 8.08%보

다 낮은데 이는 보운 자의 사고율과 법규 반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없다는 을 추단하게 합니다. 

○ 그 다면 법률(안)에서 신설되는 보운 자 리기간 제도의 골자

는 운 면허의 취소․정지의 기 이 되는 행정처분(벌 ) 강화와 기  

과시 유료의 교통안 교육을 통하여 보운 자의 사고율을 이겠

다는 것인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해서는 벌  기  강화 수단으로 보운

자의 사고율을 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운 자의 법규 반율이 

2년 이상의 운 자들의 그것보다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규 반

에 한 벌  강화와 사고율 감소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다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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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이 없으므로 그 수단의 성에 의문이 있습니다.7)

    (다) 피해의 최소성 검토

○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되지 않

은 보운 자의 경우 1회 벌  30 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교통안 교

육 미수강시에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법률(안) 제93조 제1항 제6

호].

○ 이는 외국의 다른 입법례8)(미국 뉴욕주, 독일, 일본, 호주 입법례를 

보면 보운 자 면허정지 후 교육․강습을 1회 불이행할 경우 바로 

면허를 박탈하지 않음.)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면허박탈 처분으로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피해의 최소성9)원칙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의 원칙에 배됩니다.

7) “차별을 두는 입법은 그 차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별을 

두기 마련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

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

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헌재 1996. 10. 4.  95헌가1, 4(병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간의 인과관계가 막연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

의 효과 또한 불확실하므로 … 적합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헌재 1999.12.23. 

99헌마135)

8) ○ 미국(뉴욕주) : 신규면허자․면허정기기간 만료자 6개월 관찰기간 부과, 관찰기간 중 일정한 법규위반시 60

일간, 음주운전시 90일간 정지.

   ○ 독일 : 신규면허자 2년 관찰기간 부과, 법규위반시 재교육 부과, 재교육후 법규위반시 재시험 부과, 재시험 

불응이나 2회이상 불합격시 면허취소.

   ○ 일본 : 신규면허자 1년간 ‘초심운전자기간’지정-별도 면허증발급, 그 기간 중 일정 벌점합계 이상-‘초심운

전자강습’수강의무 부과, 강습 불응 또는 강습 후 일정 벌점합계 이상-초심운전자기간 종료시 재시험 부과, 

재시험 미응시 또는 불합격시 면허취소.

   ○ 호주 :신규면허자 2년 동안 예비면허-차량번호판에‘P’표시, 그 기간 최고제한속도․혈중알콜농도 기준 다르

게 적용, 예비면허 기간 일정 벌점합계 이상시 3개월 면허 정지 

9)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가

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헌재 1999.12.23. 99헌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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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가 자문의견 ( 화)

○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한편, 행정처분 기 의 과다한 강화

는 해당자의 차별과 반발을 가져올 수 있음. 한 보운 자의 법규

반행 와 사고 사이에 연 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

음. 

○ 한양  교통공학과 도로교통연구실 장명순 교수 

  이 제도는 일반 인 통계수치만을 근거로 보운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 인 제도임. 외국의 비면허제도는 도로안

과 련한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노력과 재정투자를 한 후에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고 그 한 원칙 으로 정식면허의 획득을 지연시키는 

수단일 뿐, 면허를 박탈하기 한 제도가 아님.

  따라서 보운 자의 운 환경과 도로 교통 여건 상황에 한 실태

조사, 보운 자의 사고 지역․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재 경찰

청에서는 교통사고 통계보고서의 발간마  단하고 있는 실정임. 손

해보험과 련하여서도 이미 보운 자들은 높은 할증률이 용되고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5)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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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안)에서 도입하려는 ‘ 보운 자 리기간’ 제도는 입법목

의 정당성, 수단의 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배되는 제도로서 

‘ 보운 자의 법규 반’과 사고율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보운 자에 한 행정처분(벌 ) 기  강화를 골자로 한 이 

제도는 보운 자에 하여 합리 인 차별 입법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헌법 제11조와 B규약 제2조 제1항,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운 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입니다.

5. 결 론

  가. 법률(안) 제82조 제2호․제5호 등에 한 의견

   (1)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는 간질병자, 마약․ 마․향정신성의

약품 는 알콜 독자’의 운 면허 결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제

82조 제2호․제5호(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55조 제8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률의 명

확성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

고, 헌법 제11조와 B규약 제2조 제1항, 제26조에서 보장된 국민의 평등

권,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조,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보장된 정

신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그밖에도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제10조

의 일반  행동자유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15조의 업의 자유 

 제17조의 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률(안) 제82조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안 운

에 직 인 장애를 주는 증세를 특정하거나, 운 면허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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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떠한 것인가를 일반인이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인 범 를 

정한 후에 이를 시행령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운 면허 결격과 취소, 회복 여부를 정하기 한 의료자문

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안 운 에 지장이 없음에도 정신장애․약물 

등 독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면허 신청 거부나 면허 취소에 한 

구제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나. 법률(안) 제82조 제2항 제5호, 제6호에 한 의견

   (1) 증상의 정도와 회복  해당자 개인에 한 구체 인 고려 없이 

운 면허 재취득을 한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고, 어떠한 

외도 인정함이 없이 설정되어 있는 법률(안) 제93조 제1항 제7호, 제

82조 제2항 제6호, 제93조 제1항 제8호, 제82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 원칙에 배되는 기본권 제한 규정

으로, 안 운 에 장애를 래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된 사람들의 헌법

상 보장된 제11조의 평등권, 제10조의 일반  행동자유권, 제15조의 

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UN의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제1

조, 정신보건법 제2조의 정신장애인 평등권 규정 취지에도 배치됩니

다.

   (2) 따라서  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정신 질환자의 운 면허 재

취득 제한 기간을 탄력 으로 규정하여 증상의 호 이 가능한 경우, 

그 증세의 호  정도와 운  격에 한 문의 는 의료심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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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신설 ‘ 보운 자 리기간 제도’에 한 의견

     [ 련규정 : 법률(안) 제2조, 제73조, 제83조, 제93조 등]

   

   (1) ‘ 보운 자 리기간 제도’는 그 도입 목 의 정당성이 없고, 

행정처분 강화와 사고율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없어 수단의 

성 원칙에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 남. 따라서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지원칙을 

배하여 보운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는 헌법 제11조와 B규약 제2조 제1항, 제26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보운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 보운 자 리기간’이라는 단속 주의 제도 입법을 

유보하고 그 이 에 보운 자의 사고 원인 등에 한 기  분석, 

보운 자의 운  환경․도로 교통 여건 상황에 한 실태조사와 그 

개선 작업  보운 자의 운  숙련도 향상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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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 요 골 자

   가. 보운 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하기 하여 보운 자에 

하여는 보운 자 기간을 설정하고 행정처분 기 을 강화하는 등 

보운 자를 특별히 리할 수 있도록 함[법률(안) 제2조, 제73조, 제

83조, 제93조].

  나. 신호기 는 안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도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는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법률(안) 제5조].

  다. 경찰공무원은 차도를 통행하는 규모 행렬의 지휘자에게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도록 명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률

(안) 제7조].

  라.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 선 투과율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70퍼센트”로 객 화함[법률

(안) 제49조].

  마. 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어

린이통학버스를 운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교통안 교육을 받도

록 함[법률(안) 제73조].

  바. 지방경찰청장 는 경찰서장은 운 자의 운 면허․교통사고  

교통법규 반 사항 등에 한 정보를 리하고, 본인 는 리인이 정

보를 확인하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도록 함[법률(안) 

제115조].

  사. 불법주․정차에 하여 시․군․구청장 이외에 경찰서장도 과태

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안)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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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한국 정신장애의 평생유병률

Seoul(%) Rural(%) Total(%)

(N=3,134) (N=1,966) (=5,100)

체 정신질환 39.81 41.05 40.25

담배의존을 제외한 체 정신질환 31.80 33.05 32.27

약물 남용을 제외한 체 정신질환 13.36 13.46 13.41

물질 련장애 31.75 31.98 31.84

 알코올 남용  의존 21.71 22.39 21.98

    알코올 남용 12.95 10.65 12.06

    알코올 의존* 8.76 11.74 9.92

  담배의존 19.92 11.74 9.92

  약물 남용  의존* 0.88 0.49 0.74

정신분열병 / 정신분열형 장애 0.34 0.65 0.46

  정신분열병* 0.31 0.54 0.40

  정신분열형 장애 0.03 0.11 0.06

정동장애 5.52 5.11 5.37

  조증 삽화* 0.40 0.44 0.42

  주요우울증 3.31 3.47 3.37

  기분부 장애 2.42 1.89 2.22

불안장애 9.19 9.85 9.45

  공포증( 체) 5.89 5.97 5.90

    장공포증 2.08 3.62 2.87

    사회 공포증 0.53 0.65 0.58

    단순 공포증 5.35 4.67 5.09

  공황장애 1.11 2.60 1.58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장공포증 0.65 1.27 0.89

  범불안장애 3.56 2.89 3.30

  강박장애 2.29 1.90 2.14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0.03 0.18 0.09

식욕 감퇴(Anorexia) 0.03 0.00 0.02

반사회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2.08 0.91 1.53

도박(Gambling) 1.02 0.98 1.00

경증 인지능력 장애(Cognitive impairment, mild) 4.60 8.77 6.21

증 인지능력 장애(Cognitive impairment, severe) 0.16 1.85 0.31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질환, 출처 : 이정균등 1986, 한국

판 DIS-III에 의한 조사, 이정균, 김용식 정신의학 제4판(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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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1. 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의 5 제2항 [별표6]

  일정 기 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수시 성검사 상자의 개

인정보 내용을 정하고 있는 령 제52조의 5 제2항 [별표6]은 정신장애와 

련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양장애, 분열정동형장

애, 증도이상의 정신병  우울증, 습 성 약물 독증, 경련성 질환]으

로 열거하고 있음.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와 기 을 정하고 있는 아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

조 [별표1]은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한 개념을 규정

하고 있음.

*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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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도로교통법’운전면허 결격 등 규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의 의견

1. 개정안 제82조의 경우 (1), (2)를 종합하면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정

신질환자, 정신박약, 간질병자에 대한 기준, 마약류 및 알콜중독자에 대한 기준

이 명확해야 하며 현재상태에 대한 평가는 해당전문의에 의해야 합니다. 

   (1)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1항제2호에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는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또는 간질병자'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본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항은 일본도로교통법을 참고한 법조문으로 '정

신병자'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정신미약자' 또한 형법상의 용어로서 정신의학적 전문용어가 아니며, 형

법상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신상실보다 가벼운 심신미약을 의미하는 듯합

니다.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제88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는 '정신미약'이 아닌 

'정신박약'(저능)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의미입니다. 

만약 과거의 모호한 개념으로 정신병자(정신증상이 심한 사람)와 정신미

약자(정신증상이 상대적으로 경한 사람)를 모두 포함한다면 전체 국민의 

14%(200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며 이들이 모두 운전

을 하면 안되는 것을 뜻합니다. 

간질 또한 유형과 치료경과에 따라 정도차이가 크므로 일괄적으로 운전

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간질환자의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큽니다. 

   (2)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

독자’의 경우 역시 중독자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짓는 단서조항이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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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90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운전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신체질환자와의 기본권 차별을 의

미합니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할만한 정신질환의 의미도 규정되어있지 않거

니와, 비전문가의 소견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고 하여 무차별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받아서는 안됩니다.

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반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

나, 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참조 1> 정신병 등 운전결격자 판단기준

<참조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정은기 : 국립서울정신병원 (02)22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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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

정신병 등 운전결격자 판단기준

1. 정신병자 판단기준

판 단 구 분 증  세 조  치

가. 운전면허 결격자 (1) 만성 정신분열증 및 이에 준하는 만성 정신병 환자

로서 인격의 황폐화가 심하게 초래된 자.

(2) 만성ㆍ급성ㆍ아급성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및 이에 

준하는 정신병적 상태와 중등도 이상의 성격장애

로 전문의가 운전 부적격으로 진단한 자.

▪신규면허 거부

▪면허취득자

  면허취소

나. 운전면허 적격자 (1) 운전면허 결격자중 완치 또는 호전되어 운전에 지

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추천(진단)이 있는 자.

(2) 기타 경미한 성격장애 및 신경증적인 상태에 있는 

자로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자.

▪수시적성검사

  조건으로

  운전허용

2. 간질병자 판단기준 

판 단 구 분 증  세 조  치

가. 운전면허 결격자 (1) 최종 간질 발작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는 자.

(2) 현재 간질 치료 중에 있으며, 전문의가 운전 부적

격자로 진단한 자.

▪신규면허 거부

▪면허취득자

나. 운전면허 적격자 (1) 최종 간질 발작 후 2년 미만이나, 완치되어 운전에 

지장 없다는 전문의의 추천(진단)이 있는 자.

(2) 최종 간질 발작 후 2년 이상 재발 없고 병인이 상

존하고 있으나,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치료시

에는 운전에 지장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자.

▪수시적성검사

  조건으로

  운전면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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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경과년수

운전

면허자수(명)

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 사고

발생률(%)

5년

미만

합계
5,761,949

* (30.8%)

120,636

(41.5%)

4,011

(39.2%)
2.09

1년미만 1,446,339 25,236 927 1.74
1.71

1-2년 1,276,391 21,263 781 1.66

2-3년 1,054,702 26,047 754 2.47

2.443-4년 742,172 18,335 529 2.47

4-5년 1,242,345 29,754 1,020 2.39

5-10년 6,692,813 71,736 2,535 1.07
1.16

10년 이상 6,242,584 77,842 2,554 1.25

총계 18,697,346 290,481 10,236 1.55

붙임5.   

[운 면허 취득 경과년수별 교통사고발생 황(2000)]

- 국무총리실 안 리개선기획단-

* 괄호 안의 비율 = 해당건(명)수 / 총계치

* 사고 발생률 = 사고발생건수 / 운전면허자수



- 30 -

면허취득

경과년수

운전면허

자수(명)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법규위반(%)

건수
*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

년

미

만

합계 2,656,707 41,952 1.58 1,408 0.053 158,115 5.95

1년미

만
1,396,670 22,447 1.63 754 0.053 51,447 3.69

1-2년 1,260,037 19,505 1.54 654 0.052 106,638 8.46

2년 이상 16,010,147 213,568 1.33 6,723 0.042 1,294,298 8.08

총계 18,666,854 255,520 1.37 8,131 0.042 1,452,413 7.78

붙임6.

[운 경력별 교통사고 발생 황(1999-2001, 3년간 평균)]

- 경찰청

* 비율 = 해당 건수/운전면허자수 × 100 %



- 31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중 관련법령

[제2조, 제73조,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155조]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략

  24. “ 보운 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 거면허를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 거

면허외의 운 면허를 받은 때에는 처음 운 면허를 받은 사람으

로 본다.

    가. 처음 운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처음 운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에 운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운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후략

제73조(교통안 교육) ① 생략

  ②자동차등의 운 자 는 운 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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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운 자로서 운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4. 교통법규의 반 등으로 운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어린이통학버스를 운 하는 사람

제82조(운 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 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는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 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팔의 팔꿈치  이상을 잃은 사람 는 양팔을  쓸 수 없

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 인 운 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마약․ 마․향정신성의약품 는 알콜 독자

  6. 제1종 형면허 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 경험이 1년 미만

인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면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  이상의 형(집행유 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

  1. 2. 3. 4. 7.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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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44조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을 3회 이상 반하여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는 제1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 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 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 면허증을 갱

신하지 아니하여 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는 제1종 운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 면허를 받고

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취

소처분에 의한 운 면허의 결격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당해 취소처분 

이후에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 교육을 이

수하지 아니하면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83조(운 면허시험 등) ①, ②, ④, ⑤항 생략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운 자에 용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수시 성검사) ①운 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 면허증을 받

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 운 에 장애가 되는 후천  신체장애 등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 면허시험기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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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하는 수시 성검사(隨時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성검사의 기간․통지 그 밖에 수시

성검사의 실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성검사 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제8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시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  신체장애 

등에 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의 장은 수시 성검사와 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 조치) 운 면허시

험기 의 장은 제87조제1항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검사

의 실시  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운 면허시험 에 제82조제1

항제2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분야 문의( 門醫)의 정 진단을 받게 할 수 있

다.

제93조(운 면허의 취소․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 면허(연습운

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안에서 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내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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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2. 3. 4. 5. 생략

  6. 운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보운 자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 면허를 받을 자

격이 없는 사람에 해당된 때

  8.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

면허를 받거나 허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 면허를 받은 

때, 운 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운 면허증 는 운 면허증에 갈

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9. 제87조제1항 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략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운 자의 운 면

허를 취소 는 정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보운 자외의 운 자와 다른 기 을 용하여야 한

다.

   … 후략

제1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

이나 구류 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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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7조제1항 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반하여 정기 성검사 는 

수시 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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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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