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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1.� 개요

가.� 정의

 자율주행차1)(Autonomous� Vehicle)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자체적인� 프

로세스에�따라� 자율주행이�가능한� 차량을� 의미.� 이는� 운행� 중에� 핸들,� 브레이크� 등의� 운전자의�

직접적인�조작이�필요하지�않으며,� 도로�상황에�따라�자율적으로�운행�가능한�자동차를�지칭

 보다�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센서기술등의� 융․복합을� 통해�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여� 경로를� 계획하는� 등의� 운전자�

주행조작을�최소화하며�스스로�안전주행이�가능한�인간�친화형�자동차를�의미

￭ 자율주행차는� 차량� 기술� 및� ICT� 융합을� 통해� 3단계(인지-판단-조작)로� 주행하며,� 감지(인지),�
속도조절�및� 조향� 등� 중앙제어(판단)� 액추에이터(조작)� 등으로�구분

￭ 자율주행차는� 크게� 환경인식,� 위치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HCI2)� 등� 5개의� 주요요소와� ADAS3),�
V2X4),� 정밀지도,� HMI5)� 등� 4개의� 핵심기술로�구성

자율주행차�플랫폼

[� 자율주행차� ]

1)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의3호) 
2)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 사람 컴퓨터간 상호작용을 돕는 작동시스템 설계 기술 및 학문
3) ADAS(Advances Driver Assistance System)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능동 안전시스템
4) V2X(Vehicle To Everything) : 통신을 통해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현황 등 정보 제공 
5)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사람-컴퓨터간 소통을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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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범위

 자율주행자동차는� 인지(Sense),� 판단(Think),� 제어(Act)�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네트워크,� 플랫폼�등의�다양한�요소기술을�활용하는�범위로�구성

￭ (인지)� 주변차량,� 보행자,� 차선,� 교통신호� 등의� 교통시설물,� 장애물� 등의� 주변상황,� 위치,� 속도,� 바퀴�
등의� 차량�상태와�같은�주행에�필요한�데이터를�수집

-� 관련기술� :� 카메라,� 레이더(LADAR),� 라이다(LiDAR)� 등� 센서,� 전용� 프로세서(GPU),� 혠,� 고정밀/�

3D지도,� 검출� 및� 인식�소프트웨어,� 차량�통신(V2X� :� Vehicle� to� Everything)� 등�

￭ (판단)�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지도,� 교통량,� 도로상황� 등� 환경� 데이터를� 종합하여� 최적의� 주행�
경로와�속도를�결정

-� 관련기술� :�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빅데이터�분석,� 경로계획�및� 생성�알고리즘�등

￭ (제어)� 엔진,� 브레이크�등�자동차의�각�부분을�제어하여�실제로�움직임을�구현
-� 관련기술� :� 조향,� 가/감속,� 제동� 등� 기존� 자동차�전자제어�기술

[� 자율주행차의�개념� :� 기존�자동차와�작동원리�비교�및� 주요사례� ]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써�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성능� 처리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플랫폼,� 센서� 시스템� 등의� ICT� 첨단�

기술의�집약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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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미국정부는� DOT(미교통국)의� 의견에� 따라� 15개�

범위의�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미국전역에서�자율주행차의�테스트�및�실질적�주행�가능

순서 평가사항 주요내용

1 작동� 디자인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기록� 및� 로직에� 대

한�보고(센서,� GPS,� 프로그램�중앙통신�등)

2 물체와�상황감지,� 반응 각�상황에�대해�반응하는�방식에�대한�기술

3 대비책 시스템�작동�불능에�이르렀을�때�취하는�방법

4 타당한�방법 시스템에�대한� 적합성,� 적법성�여부

5 등록�및�인증 NHTSA에�자율주행차�시스템을�등록하고�인증

6 데이터�기록과�공유 기록�및� 정보�공유는�지식의�축적은�물론�충돌� 등� 사고의�재현

7 충돌�후�행동 사고�충돌�후,� 구동� 제어방법과�자율주행으로�복귀하는�방법�기술

8 비밀유지 탑승자의�정보� 등에�대한�비밀유지

9 시스템�안전
센서가� 손상당할� 수� 있는� 여부� 또는� 손상� 시� 정상운행� 가능여부� 평

가

10 차량의�사이버�보안 해커�침입에�대한� 보안

11 맨�머신�인터페이스
자율주행차� 또는� 다른� 운전자,� 이륜차,� 라이더,� 보행자와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사항

12 충돌�시�탑승자�보호
완전한� 자율주행차� 실현� 시,� 실내� 디자인� 변화에� 따른� 탑승자� 보호�

방안

13 고객에�대한� 교육 사용법에�대한� 교육

14 윤리적�사항

트롤리�딜레마6)� 등에� 대한�판단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다수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 사이에서의� 판

단)

15 미� 연방법,� 주법,� 지역법에�관한� 사항�
각� 주를� 가로지르는� 경우� 해당� 주에� 맞는� 교통법규로� 프로그램� 전

환�평가

[� 자율주행차�안전�가이드라인� ]

 현재� 국내에는�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자율주행차의�
판매� 및� 사고�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규� 제정� 및�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제정이�필요한�실정

6)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로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상황
(사고 상황시 도덕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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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위

주변�환경인식

•�레이더,�라이다,�초음파,� (스테레오,�열화상)�카메라�등의�센서�사용

•� 정적� 장애물,� 동적장애물(차량,�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 도로표식(차선,� 정지선,�

횡단보도,�도로마크�등),� 신호�등을�인식

•� 후방감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미러리스� 카메라,� 카메라� 모듈,� 차선� 인식기술,� 차량�

인식기술,� 보행자� 인식기술,� 광원� 인식기술,� 표지판� 인식기술,� 거리정보� 검출,� 영상� 사

고기록

위치인식�및� 맵핑

•� GPS(Golobal� Positioning� System)/�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Encoder,�

기타�맵핑을�위한�센서�사용

•� HD맵,� GPS,� 센서융합을�통해�차량의�절대/�상대�위치�추정� �

판단

•�목적지�이동,� 장애물�회피�경로�계획(ECU,� ADAS,� DCU,� 통합� DCU)

•� 주행상황별(차선유지/� 변경,� 좌우회전,� 추월,� 유턴,� 급정지,� 주정차� 등)� 행동을� 스스로�

판단

제어 •�운전자가�지정한�경로대로�주행하기�위해�조향,�속도변경,�기어�등�액추에이터�제어

클라우드�시스템�

•� 자동차가� 처한� 상황을�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하여� 도로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경우�

인근�자동차가�클라우드를�통해�공유�가능

•�슈퍼컴퓨터에�버금가는�연산능력과�대용량�데이터�센터가�필요

운전자용�편의시스템 •�검지�센서,�능동안전시스템,�주행지원시스템,�상해경감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운전자�정보제공�기술,� 운전자�정보�인터페이스기술,� 정보�생성�기술

상호작용 •� HVI,� V2X� 통신기기를�통해�차량과�운전자,� 차량과�주행환경이�서로�정보를�교환

[� 자율주행차의�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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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분류는� 산업기술분류표� 상에서�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ㆍ통신�

및� 에너지ㆍ자원� 분야에� 포함되며,� 자동차/철도,� 전기/전자부품,� ITS/텔레매틱스,� 에너지효율향

상�분야에서�차세대�자동차�관련�분류가�포함

전략분야 산업기술_대분류 산업기술_중분류 산업기술_소분류

자율주행차

기계소재 자동차/철도

•�전기�및�전자장치

•�차량운동성능�및�진동/소음저감기술

•�안전도�향상기술

•�차량�지능화�기술

•�시스템�통합기술

•�기타�자동차/철도차량�관련기술

•�자동차/철도차량�관련� IT·SW

전기ㆍ전자 전기전자부품
•�센서부품

•�기타�전기전자부품

정보ㆍ통신 ITS/텔레매틱스
•�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응용서비스

에너지ㆍ자원 에너지효율향상
•�고효율�저공해�차량�관련기술

•�전기자동차(PHEV,� EV)� 관련기술

[� 자율주행차�분야의�산업기술분류� ]

 국가별�자율주행차�분류�체계�비교

레벨 SAE7) NHTSA8) BASt9)
핵심제어�

주체10)

모니터링�

주체11)

돌발상황�

운전주체

시스템�

운전모드
운전자가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

0 비자동 비자동 운전자주행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이용불가

1 운전자지원 주행보조
기능제한 

자동화

운전자/ 

시스템
운전자 운전자 일부시스템

2 부분자동화 부분자동화
조합기능 

자동화
시스템 운전자 운전자 일부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 환경 모니터링

3
조건부 

자율화
고도자율화 제한자율화 시스템 시스템 운전자 일부시스템

4 고도자율화 완전자율화
완전자율화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일부시스템
5 완전자율화 -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전부시스템

7)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ative Engineers, SAE)
8)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9) 독일 연방도로교통청(Bundesanstalt fur Strabenwesen, BASt) 
10) 조향, 가/감속 등 운전 제어하는 주체
11) 운전환경의 전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주체
자료 출처 : The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t Stanford Law Schoo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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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기술�단계별�분류체계

￭ 자율주행차�기술�단계별�정의�및�기술� 수준
Ÿ SAE에서�제시한�주행기술�자동화�단계(~)� 준용

�

구분 내용�및�기능 핵심특징 예시


자동화�기능�없음

운전자�모든�운전기능�수행
- -


단일�기능�자동화

한�개의�자율주행�기능� 작동
가속,� 제동�페달 출시�차량�대부분


복합�기능�자동화

두�개의�자율주행�기능� 작동
가속,� 제동�페달�및�조향� 핸들 신형�제네시스


제한적(부분)� 자율주행

비상시�운전자에게�제어권�전환
상시운전자�모니터링�필수 테슬라�오토파일럿


고도�자율� 주행

운전자�제어권(시스템)� 주도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도로 구글카


완전�자율주행

운전자의�운행�개입� 없음
모든�도로(골목길�포함) SF영화,� 미래형�차량

※� ~� :� 자율주행기술� Level� 0� ~� Level� 5를�의미

※�미국,�자율주행자동차�정책�가이드라인,� 2016.09.�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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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분석

가.� 해외�정책�동향

◎�자율주행차�규제개선�관련�해외�주요정책동향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개정� 내용은� 자율주행차�완전자동화� 단계()� 원칙적� 금지를� 하고�

단계�도로주행�허용을�위한�비엔나�협약�개정�논의를�진행

 국내� 입법� 및� 제도� 추진은�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차’� 개념을� 명시(‘15.8.11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관련제도� 정비법(’15.8.11,� 시행규칙� ‘16.2.11)� 제도를�

추진하였으며�자율주행�임시운행�구간을�규정(’16.12)하여�총� 19대� 운행�허가(‘17.5� 기준)

 미국,� 영국,� 독일� 등� 자율주행차� 선진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

드맵�설계는�우리나라가�가장�혁신적

� � � � →�미래�신산업에�대한�규제혁파�방법론으로서�선진�모델의�의미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율주행차�분야�초기규제�모델�제시

￭ ‘연방�자율주행차�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발표(‘16.9)
Ÿ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발표(‘17.9)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자율주행차� 촉진을� 위한� 정부추진� 단기�

과제�제시

￭ “무인자동차의� 도로� :�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발표(‘15)

 독일은�자율주행차의�도로교통법�개정과�윤리�가이드라인�발표�

￭ ‘자율�및�커넥티드�주행을�위한�전략’� 고안(‘15)
￭ 자율주행차�시험운행�근거,� 운전자�조항� 등� 도로교통법�개정(‘17.6)
￭ 세계�최초� ‘자율주행차�윤리�가이드라인’� 발표(‘17.8)

 EU,� EPoSS(’15.4),� ERTRAC(’15.7,� ’17.5)�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중심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규제개선�필요성�언급�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보고서,� ERTRA(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 보고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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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제로를�위한�자율주행자동차�관련�해외�주요정책동향

 미국은� 2016년� 1월� 12일,� ‘21세기� 청정운송시스템(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System)’을� 강조했고,� 이어서� 운수부(DOT)는� 앞으로� 10년간� 40억� 달러(약� 5조)를� 자율차� 연

구개발과�제도개선에�투자한다고�발표

￭ 네바다� 주는� 무인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위한� 법률을� 2011년� 미국� 최초로� 통과시켰고,� 2016년� 2월�
10일에� 미국� 운수부(DOT)� 산하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 자율차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컴퓨팅시스템을�운전자(driver)로� 인정

￭ 또한� 자국의� 자율주행차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U.S.DOT에서� 2016년� 10월� 31일� 자율주행
차� 가이드라인(The� 15-Point� Federal� Checklist� for� Self-Driving� Cars)을� 발표하고,� 이� 가이드라인

이� 단순한�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자율주행차량(HAV,� Highly� Automated� Vehicle)에� 대

한� 문제� 발생� 시� 이를� 관할하는�정부기관(Agency)이� 적용할�수� 있는� 정책의�기초와�문제해결의�프레

임워크�제시가�목적

 유럽은�대부분의� ECU국가에서�적용하는�도로교통에�관한� 비엔나�협약을� 준용하고�있고,� 자율

주행자동차의�활성화를�위해서�관련�규정을�개정�및� 정비�

￭ 2016년� 3월� 발효� 된� 제8조� 제� 6항� “차량의� 운행방법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 국제적� 법� 준칙에� 따
른� 설계,� 장착� 및� 이용의� 조건과� 합치하고� 있지� 않지만,� 당해�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제어되거나� 전

원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5항� 및� 제13조� 제1항에� 합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에�

의해서�대부분의� EU국가에서�자율주행�시험주행과�상용화가�가능

￭ 독일의� 경우� 2017년� 2월에�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법률을� 제안하였는데,� 만약� 고도� 또는� 완전자율주
행으로�인하여�인사사고나�사망이�발생한�경우� 희생자에�대한�최대� 보상액은�모든�자동차사고에�대한�

최고상액� 5백만�유로의�두�배인� 천만유로로�규정(제12조)

￭ WP29에서는� IG-ITS/AD(Informal� Group� on� ITS/Automated� Driving)와� ACSF(Automatically� Commended�
Steering� Function)� Informal� Group을� 결성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며,� WP29내� 주행제동� 전문가�

그룹(GRRF)� 산하� Informal� Group에서는� 자동명령조향기능과� 관련된� 안전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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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비고

미국

•� NHTSA(연방도로교통안전국)는� 자율주행차� 관련�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16.9월�발표

•� ‘17년부터� 10년간� 자율주행차� 관련� 39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9개�지역에서�자율주행차�시험운행

-�네바다,� 플로리다,� D.C,� 캘리포니아,�등

영국

•� 교통부ㆍ기업혁신기술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ㆍ스마트� 카�

센터�설립

•�자율주행차�운행�기준�수립�및� 2천만�파운드�연구�개발계획�

발표(‘15.7월)

•� 4개� 도시(브리스톨,� 코번트리,� 밀턴케인즈,�

그리니치)�시험운행�시행�중(‘15.2월~)

캐나다

•� 온타리오� 교통부� 산하� ‘온타리오� 혁신센터’는� ‘14년부터�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차(CVAV)’�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지원

•� 온타리오� 주� 내�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허용

일본

•� ‘15년� ’관민� ITS구상ㆍ로드맵� 2015‘를� 발표하여� 자율�

주행차� 지원� 계획� 발표,� 국토교통성ㆍ경제산업성� 합동�

민관협의체�운영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자동차공업협회등은�

‘16.4월� ’자율주행연구소‘� 설립

[� 주요국의�자율주행차�정부정책�동향� ]



10

전략분야�현황분석

10

나.� 국내�정책�동향

◎�교통사고�제로를�위한�자율주행자동차�주요정책동향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차� 관련� 규제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인프라와�연계한�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를�위해�특별�전담조직을�발족하여�

자율주행차�발전정책수립에�노력

￭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인� 자동차-ICT-도로와� 연계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공
동으로� 범부처� 공동으로� 민간� 중심의�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별� 역할분담� 및� 실행

계획을�수립하여�추진

￭ 2016년� 4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서�일
부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 구간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

고,� 시험운행을� 허가한� 차량의� 경우�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제한(현행� 10KPH)규제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

￭ 일반�소비자가� 자율주행차를�구매� 할� 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3대� 핵심� 안전성� (주행고장·통신보
안·DVI)에� 대한� 안전� 기준을�마련하기�위한�정부주도의�연구도�추진

￭ 또한,� 자율주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험용�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을� 출시하고�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사고�조사를�통해�책임자에게�배상의무를�청구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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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분석

가.� 시장동향�및� 전망

(1)� 세계시장

(단위� :�억�달러,� %)�

구분 2020 2025 2030 2035 CAGR

세계시장

제한자율주행(Lx3) 63.9 1,234.80 3,456 4,905 33.6

완전자율주행(Lx4) 6.6 314.1 3,109.20 6,299 84.2

합�계 64.5 1,548.90 6,565.20 11,204 41

*출처:� Autonomous� Vehicles,� Navigant� Research(2013)/� Strategic� Analysis� of�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Market� for� Automated� Driving,� Frost&Sullivan(2014)

[� 자율주행차�분야의�세계� 시장규모�및�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64억� 달러에서� 연평균� 41%� 성장하여�

2035년에는� 1조� 1,204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

￭ 특히� 완전자율주행기능의�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6.6억� 달러에서� 연평균� 84.2%� 성장
하여� 2035년에는� 6,299억�달러� 규모에�이를� 것으로�예상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형� 자동차는� ‘25년경부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5년에서� ’35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14.7%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Navigant� Research

[� 자율주행자동차� (레벨� 3∼4)� 세계�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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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5 2020 2025 2030 2035 CAGR

North� America 0.0� 0.2� 5.0 14.0 19.0 14.2

Western� Europe 0.0� 0.4� 4.8 10.7 13.1 10.5

Eastern� Europe -� � 0.0� 0.5 2.4 3.8 21.4

Asia� Pacific 0.0� 0.8� 14.2 38.2 53.8 14.3

Latin� America 0.0� 0.0� 1.6 5.4 8.3 17.8

Middle� East� &� Africa -� � 0.0� 0.5 3.7 7.0 29.0

합�계 0.0� 1.5 26.7 74.4 105.0 14.7

[� 자율주행차� (레벨� 3∼4)� 세계�시장� (‘15∼’35년)� ]

(단위:�백만�대,� %)

*출처:� Navigant� Research

지�역 2015 2020 2025 2030 2035 CAGR

North� America 18.8 19.6 20.4 21.3 22.2 0.8

Western� Europe 13.8 14.2 14.5 14.8 15.0 0.4

Eastern� Europe 3.6 3.9 4.2 4.4 4.6 1.2

Asia� Pacific 39.9 43.8 49.1 55.4 62.2 2.2

Latin� America 6.6 7.1 7.9 8.7 9.8 2.0

Middle� East� &� Africa 6.1 6.6 7.2 7.9 8.8 1.9

합� 계 88.8 95.2 103.2 112.6 122.6 1.6

[� 세계�자동차�세계판매시장� (‘15∼’35년)� ]

(단위:�백만�대,� %)

*출처:� Navigant� Research

▪ 자율주행�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형� 자동차는� ‘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26.7백만�대�수준이며,� 동� 기간에�세계� 자동차�세계판매시장은� 103.2백만� 대� 수준으로�전망

▪ 세계� 자동차� 세계판매시장에서� 레벨� 3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형� 자동차의� 비율은� 약�
25.8%로�산출되며,� 이를�전력구동�자동차�생산시장� 4,000만대에�반영하면�약� 1,032만대가�자율주

행�레벨� 3이상� 기능을�탑재한�전력구동�자동차일�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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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의하면� 자율주행차� 18개� 제조사의� 경쟁력그룹을� 선

두그룹,� 경쟁그룹,� 도전그룹,� 후발그룹으로�구분하여�분류

▪ 각� 제조사의� 비전,� 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 생산� 전략,� 영업,� 마케팅� 및� 유통,� 제품의�기능,� 품질� 및�
신뢰성�등� 10가지의�기준을�토대로� 18개사의�경쟁력을�분석하고�그룹을�구분

[� 자율주행차�주요� 18개� 제조사�경쟁력�그룹� 구분� ]

� � � � � � � � � � � � � � � � � � � *출처:�Navigant� Research,� 2017.01

그룹 업체�및�소개

선두그룹

(Leaders)

Ÿ 포드,� GM,� 르노,� -니산,� Daimler� 등� 4개사

Ÿ 전력과� 실행력� 모두� 높은� 평가,� 공통적으로� 양산라인에� 고급차와� 중장비,� 기본적인� 자

동주행�옵션�차량들을�모두�갖추고�있음

경쟁그룹

(Contenders)

Ÿ 폭스바겐,� BMW,�Waymo,� Volvo/� Autoliv/� Zenuity,� Delphi,� 현대�등� 10개사

Ÿ 선두그룹에�다소� 뒤처져�있으나�가까운�장래에�이들을�따라잡을�수�있는�후보들�

도전그룹

(Challengers)

Ÿ 혼다,� 바이두,� 우버�등� 4개사

Ÿ 앞의�그룹에�다소� 못� 미치지만,� 근� 미래에�선두� 그룹에�도전장을�내밀�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있는�그룹

후발그룹

(Followers)

Ÿ 현재�없음

Ÿ 자율주행차�개발과�전략에서�가장�뒤쳐져�있는�것으로�평가

[� 4개�경쟁력�그룹� ]

*출처:� Navigant� Research,�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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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 �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5 2030 2035 CAGR

국내시장

제한자율주행(Lx3) 1,493 28.852 80.753 114,610 33.6

완전자율주행(Lx4) 15 7,341 72,651 147,183 84.2

합�계 1,509 36,193 153,404 261,794 41

*출처:�자율주행�기능�시스템,� KISTI(2016)

[� 자율주행차�분야의�국내� 시장규모�및�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의� 국내� 규모는� ‘20년� 1,509억� 원에서�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35년의�경우�약� 26조� 1,794억� 원에�이를�것으로�전망

 비록� 최근� 들어�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국산� 차량의� 글로벌� 판매량에� 대한� 성장세가� 둔화

된�측면이�존재하나,� 자율주행차의�시장규모는�위와�같이�직접적으로�산출할�수� 있는�차량�판

매량� 이외에� 통신,� 보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아직� 시장이� 개척되지� 않은� 융합시장이� 창

출되고�있어�시장의�확대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

▪ 일례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자동차용� 인공지능� 모듈에� 대한� 시장� 전망치의� 경우,� 소
프트웨어와� 서비스,� 하드웨어�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모두� 포함하면� 2030년경� 약� 90억$� 이상의� 세

계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

▪ 이러한� ICT분야는�전통적으로�유럽이�강세인�자동차에� 비해서�국내� 기술력과�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
로� 크게� 높은�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국내시장의�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예상� 가능

*출처:�산업통상자원부,�Mckinsey(2015)� 종합

[� 자율주행차�시장�발전� 전망�및�규제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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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치사슬�분석�

 자율주행차분야는� HW와� SW로�구성되어�있으며� HW에�집중(91.4%)하고�있는�것으로�분석

▪ HW의� 중소기업� 수는� 275개로�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 시장의� 대부분이�
HW에�집중하고�있음을�의미

▪ SW의�중소기업�수는� 26개로�전체의� 8.6%를�차지하고�있으며,� 비중에�비해�매출액�비중이�높은�편
 

[� 자율주행차분야�생태계�현황� ]

(단위:�개,�명,�억�원)

구분 기업�수� (비중)
종업원�수 매출액 수출액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자율주행차�

분야�전체

합계 301 (100.0) 2912 23.3 5302.7 34.7 147.6 36.9

중소기업 301 (100.0) 2912 23.3� � 5302.7 34.7� � 147.6 36.9

HW

소계 275 (91.4) 2204 21.6 4846.8 34.9 147.6 36.9

중소기업 275 (91.4) 2204 21.6 4846.8 34.9 147.6 36.9

SW

소계 26 (8.6) 708 30.8 455.9 32.6 0 0

중소기업 26 (8.6) 708 30.8 455.9 32.6 0 0

*�기업의�주요�제품상품에서�아래와�같은�키워드로�검색하고,� 000협회의�회원사�정보�등을�토대로�대상기업을�선정하여�분석

� � -� 검색키워드� :� 무인운행,� 드라이빙시뮬레이터,� VILS,� 전자지도,� 네트워크구성� 플랫폼,� 자율주행,� 라이다,� 레이더,� 전류센서,�

자동차센서모듈,� 자율주행차,� 엔진구동,� 자동차모듈,� 제어센서,� 무선통신센서,� 자동차콘트롤러,� 자동차공조,� 자동차경량화,�

자동차용신품,�무인동력,�무인자동차,�자동차용동력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은� 자동차� 업계� 내부의� 경쟁만이� 아닌� 자동차� 업체간,� IT� 업체간� 또는�

자동차와� IT� 업체� 간의� 경쟁으로� 확산되었으며� IT와� 자동차� 업체가�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보이지만,� 자동차� 업체는� 주도권을�갖기� 위해,� IT업체는� 인터넷,� 모바일�

혁명에� 이어� 미래� 수십� 년을� 책임질�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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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및� IT업계의�자율주행�관련�협력�사항

자동차�

기업
IT기업 내용

도요타

엔비디아 •�엔비디아� DRIVE� PX�기반으로�자율주행차�개발�협의(2017.5)

NTT
•�자율주행차용� 5G�기술개발을�위한�MOU�체결(2017.3)

•�커넥티드카,�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자율주행�기술�공동�개발

MS
•�자율주행�개발을�위한�합작회사� ‘토요타�커넥티드’� 설립(2017.3)

•�자동차�빅데이터를�분석하여�자율�주행차�개발에�활용

BMW

인텔(모빌아이)
•� 2021년�완전�자율주행차�개발을�목표로�MOU�체결(2016.7)

•� 2017년�하반기,�미국�및�유럽에서�시험차량� 40여대�시범운용�계획�

바이두
•�자율주행차�개발을�위한�파트너십�체결(2014.9),� 2017년�종료

•�베이징에서� BMW3�시리즈�기반�자율주행�테스트�진행(2015.12)

아우디 엔비디아
•� 2020년까지� AI기반�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MOU�체결(2017.1)

•�자율주행용� AL�플랫폼인�엔비디아의� DRIVE� PX를�활용할�계획�

닛산

DeNA •�자율주행차�활용�신규�교통서비스�플랫폼�개발�MOU�체결(2017.1)

MS
•�MS의� ‘Azure’� 기반�자율주행플랫폼�개발을�위한�MOU�체결(2016.9)

•� 2020년�미국에서� 10여종�이상의�닛산�차량에�탑재할�계획

포드 리프트 •�차량�공유�서비스를�위한�자율주행차�개발에�합의(2017.9)

GM 리프트 •�마국에서�자율주행�택시�서비스�개발�협력�합의(2016.1)

볼보

우버 •� 3억�달러�규모의�무인자동차ㅣ�프로젝트�공동�개발�합의(2016.9)

엔비디아 •�엔비디아� DRIVE� PX�기반으로�자율주행차�개발�합의(2017.1)

다임러

우버 •�자율주행차�예약�네트워크�구축�합의(2017.1)

엔비디아 •�인공지능�자동차�기술�파트너십�발표(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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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의� 조기완성을�

위해� R&D,� 테스트베드,� 법제도�정비�등� 모든�방면을�공동�추진�중

테슬라

모빌아이 •�테슬라�반자율주행‘오토파일럿’� 시스템�부품�공급,� 2016년� 9월�결별

엔비디아 •�테슬라�차량에�엔비디아� GPU�탑재

혼다 구글(웨이모)
•�자율주행기술�공동연구�발표(2016.12)

•�혼다�차량에�웨이모의�소프트웨어를�탑재해�미국�도로주행�시험예정

현대차그룹
구글(웨이모),�

시스코,� 우버
•�자율주행�시스템�공동개발,�차량�내부�네트워크�기술개발�협력

FCA 구글(웨이모)
•�자율주행�하이브리드�미니밴� 100대�시범�제작�합의(2016.5)

•�자율주행�미니밴� ;퍼시피카‘의�시험운행�시작

Next� EV
인텔(모빌아이),�

엔비디아,� NXP

•�완전�자율주행차�개발을�위해�모빌아이,�엔비디아,� NXP와�협력�발표

•� 2020년�미국�시장에�자율주행� NIO�전기차�출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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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유럽 일본

R&D

•� NHTSA� 기준� Level� 2에� 해당

하는� 요소기술� 대다수의� 연구개

발�완료

•� ICT(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기술�등)�기술� R&D에�집중�중

•� 완성차� 업체� 및� ICT� 기업� 중심

으로� R&D�추진�중

•� 정부� 역시� 지속적� 정책� 자금을�

지원� 중이며,� 관련� 예산� 확대�

중

•� NHTSA� 기준� Level� 2에� 해당

하는� 요소기술� R&D가� 일정수

준�완료된�상태

•� 유럽연합� R&D� 프로젝트,� 국

가� 개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

로�추진�중

•� 유럽연합의� R&D� 프로젝트,�

국가� 개별� 프로젝트를� 지속적

으로�추진�중

•� 유럽연합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국적� 참여� R&D� 프로젝트� 추

진을�통해�경쟁력�확보

•� 정부,� 민간,� 학계� 공동으로� 구

가차원의� R&D� 프로젝트� 추진�

중

•� 강점을� 갖고� 있는� 로봇� 및� 자

동차� 기술을� 활용한� R&D에� 집

중

•�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보안,� 안전� 등의� 요소� 기술에�

집중

•� 해당�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의체�구성/�운영

테스트베

드

•� 미시간� 대학� 내� 테스트� 베드�

운영�중

•� 일부� 주� 정부에서는� 도로� 및�

주행�테스트�허용

•� 구글을� 중심으로� 실증� 주행테

스트�추진�중

•� 유럽� 연합� 차원에서� 도로� 내�

주행� 테스트를� 위한� 협약� 조율�

및�규제�완화

•� 개별� 국가별� 고속도로� 수준에

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중

•� 실제� 도로와� 동일한� 테스트베

드�구축�계획�수립

•� 민간기업� 중심으로� 실증� 테스

트�운영�중

•� 실증� 테스트를� 위한� 규제� 완화�

및�제도�개정�중

법제도�

정비

•� 상용화� 시점을� 대비한� 점진적

인�정책�추진

•� 주정부별� 법� 제도� 및� 규제� 수

준에�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

•�테스트�베드,� 고속도로�중행�테

스트�등을� 초점으로�법� 제도�및�

규제�개정�추진�중

•� 정부� 중심으로� 2020년� 상용화

를� 위해� 기존� 법� 제도� 및� 규제�

검토�중

[� 자율주행차�관련�선진국�동향� ]

*출처:�해외�자율주행자동차�정책�동향,�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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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포드,� BMW,� 토요타,� 닛산,� 볼보� 등� 세계적인� 자동차� 완성업체는� IBM,� MS� 등�

ICT기업과�협력�및� 인수하거나�연구소�설립�증� 해당�기술에�집중�투자

기업명 주요내용

GM

(미국)

•� ‘16년�유명�자율주행�스타트업� Cruise� Automation�인수

•�차량�공유회사� Lyft� 인수

•� IBM�Watson�도입,�자사�플랫폼�On� Star� 해� 탑재를�통해�데이터�수집/� 분석

포드

(미국)

•� ‘16년�이스라엘�영상� AI� 스타트업� Saips� 인수

•� ‘17년� AI� 스타트업� Argo�인수�및�해당분야� 5년� 10억�투자�계획�발표

BMW

(독일)
•� ‘21년�자율주행차� ’iNext’� 양산을�목표로�인텔,�모빌아이,�중국�바이두�등과�기술/� 제조�협력�중

토요타

(일본)

•� ‘15년�구글�인공지능�로봇총괄�제임스�커프너�박사�영입을�시작으로�해당�분야�전문가�확보�중

•�인공지능/�로봇�기술개발을�위한� TRI� 설립�및�자율주행�특허출원(세계1위)

•� ‘16년�MS와�협업하여�빅데이터�분석만을�위한�자회사�설립�

닛산

(일본)

•� 자사�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칼소닉칸세이� 매각대금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인터넷� 기업�
DeNA와�협력하는�등�자율주행차�개발�본격화

•� ‘16년�MS와�자율주행차�플랫폼�협력�발표(최초의�MS-완성차간�업무협력)

혼다

(일본)

•� ‘16년�혼다혁신연구소�개소를�시작으로� AI� R&D�본격화

•�소프트뱅크와�AI� 활용�협력�중�

볼보

(스웨덴)

•� 시각� 인공지능� 최고기업� NVIDIA와의� 협력을� 통해� NVIDIA� 인공지능� 자율� 주행� 플랫폼� Drive� PX-2를�
자사�자동차에�탑재하기�위한�기술�개발�중

FCA

(영국)
•�구글과�OS/� 자율주행차�증�포괄적인�협력체결

상하이기차

(중국)
•�알리바바와�차량용�인포테인먼트(인포메이션+엔터테인먼트)� 및� OS�협력

*출처:�신정부�출범과�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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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보쉬� 등� 부품기업� 및� 구글,� 애플� 등� 대형� ICT� 기업� 또한�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소인�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시험하여�완성차업체에�협업�

기업명 주요내용

델파이

(미국)
•�자동차에�자율주행�하드웨어�탑재,�샌프란시스코� ~�뉴욕까지� 5,800km�자율주행�성공

보쉬

(독일)

•�구글,� BMW�등�완성차�업체에�자율주행차를�위해�개발한�센서�납품�중�

•� ‘18년까지�집/�공장과�차량�간�연동을�목표로� ’보쉬� IoT’� 개발�중

구글

(미국)

•� ‘10년�최초�자율주행차� ’Bubble� CAR’� 운행�성공

•� ‘Open� Automotive� Alliance’� 구축을�통한�차량용�OS� 개발�중

애플

(미국)
•� ‘20년�완전�자율주행�상용화를�위한� ’타이탄�프로젝트‘�추진�중

*출처:�스마트�자동차�기술�현황�및�기술�경쟁력�분석,� KDB산업은행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교통사고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실

수를�미연에�방지하여�교통사고율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자율주행차�관련기술개발에�자

동차�제조사는�물론� ICT� 업체의�투자�확대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의� 전기자동차와�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 통신� 및� 보안,� 센서/항법� 등� 자

율주행관련�기술을�융ㆍ복합한�형태가�자동차산업의�새로운�화두이며,� 향후의�먹거리로�인식



21

자율주행차

�� � � 21

다.� 주요�이슈

◎� ICT� 기술과의�융복합을�통한�자율주행�기술의�개발

 자율주행차는�미국� SAE기준으로�레벨� 0� ~� 레벨� 5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의�안전운전을�지원하는� ADAS� 수준은�자율주행�레벨� 1단계에�해당

￭ 자율주행� 레벨� 1은� 정속주행을� 지원하거나� 차선유지를� 지원하는�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정의되나,� 레벨� 2부터는�자율주행�초기수준으로�정의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시장의� 장악을�
위해서�경쟁적으로�레벨� 3� 수준이상의�자율주행�기술�개발� 진행

SAE�

Level
SAE� 정의

핸들�조작,�

가속,� 감속

운전환경�

모니터링

고장

대응
NHTSA� Level NHTSA� 정의

0 비�자동운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0 비� 자동운전

1 운전자�지원기능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1 기능�특화운전

2 부문�자동운전 AI시스템 운전자 운전자 2 조합�기능�자동운전

3 조건부�자동운전 AI시스템 AI시스템 운전자 3 제한된�자동운전

4
자율�운전

(운전자�탑승)
AI시스템 AI시스템 AI시스템

4
완전�자율운전

(운전자�없음)
5

완전�자율운전

(운전자�없음)
AI시스템 AI시스템 AI시스템

[� SAE기준� 자율주행차�정의� ]

*출처:� SAE(2014)

 자율주행� 레벨� 3수준에서� 부터는� 현재와� 같이� 차량� 자체에� 장착된� 센서와� 제어기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와� 통신기능을� 비롯해서� 보안,� 항법� 등� ICT기

술�융합이�필수

￭ 이러한� ICT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 삼성,� nVIDIA� 등에서� 자율주행� 관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관련� 기술이�

자동차의�핵심�분야로�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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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분석

가.� 해외기술�동향

(1)� 해외�업체�동향

 미국은�이전�국방부와�완성차�업체�중심에서� ICT� 업체로�기술개발을�확대하고�있는�추세임

▪ 2017년� 1월까지�미국�내에서� 58대� 스마트카를�이용한�누적� 도로� 자율� 주행� 거리가� 400만km를�달
성�

▪ 현재� 양산� 수준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테슬라(Tesla)� 모델� 3와� 지엠(GM)� 볼트이브이(Bolt� EV)�
등은� 주문생산과� 시험운행에� 돌입하였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3단계의�기술을�제공하며�한번�충전으로�최대� 498km까지�주행이�가능

[� CMU&� GM,� Boss� ] [� 구글,� Self� Driving� Car� ]

 미국� GM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차량� 간격과� 속도를� 자동� 조정하는�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2018년� 상용화� 할� 예정이며,� 구글� 및� 애플� 등� IC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차�기술�선도

￭ 특히,�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여� 1년� 이내에� 자율주행�
전기택시�시범운행�계획�발표

￭ 구글은� ‘15년� 텍사스주�오스틴,� ’16년� 서부� 워싱턴주�커크랜드에�새로운�자율주행�시험장�건설

 유럽은� EU� 공동체를�기반으로�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공동으로�기술개발에�매진

▪ 독일의� BMW는�뉴� 7시리즈를�출시하여�동작인식기능,� 리모트�컨트롤을�통한�원격주차,� 태블릿�장치
를�활용한�터치커맨드�등의�편의�기능이�탑재되었으며� 2021년까지�자율주행차상용화�계획을�발표

▪ 독일의� 아우디는� 2017년� 세계� 최초� 자율주행� 3단계�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볼보와� 함께� 2020년까
지�자율주행차�상용화�계획

▪ 자동차�부품업체인�보쉬는�엔비디아와�함께�공동연구�체결을�통해� 인공지능이�탑재된�자율주행� 시스
템�개발을�발표하고�경쟁력과�차별성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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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TRE� 프로젝트� ] [� SARTRE� 군집주행�데모� ]

 일본은�국토교통성을�중심으로�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가�공동으로�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음

▪ 교통사고�및�교통체증을�해소하고�순화하기�위한�근본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한�개발� 진행�
▪ 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닛산,� 혼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세계시장과� 나란히� 하
기�위해서�적극적인�자율주행차�개발�및� 투자

▪ 토요타는�컵셉트아이(Concept-I)라는� 자율주행시스템�콘셉트�자동차를�발표하였고�자율주행� 4단계에�
해당하는� 실험차량에� 성공하면서�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공용도로를� 달

리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며� 혼다와� 닛산도�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가� 4단계를� 목표로� 개발�

진행�중

▪ 토요타는� CES� 2019에서�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 'TRI-P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TRI-P4는� 기
존� P3� 시스템보다�측면�카메라�두� 개를� 보완하고,� 고성능�컴퓨터�패키징을�변경

▪ 토요타가� 공개한� TRI-P4� 시스템이� 적용된� 렉서스� LS500h� 차량은� 8개� 라이다(Lidar),� 10개� 레이다
(Radar),� 12개� 카메라가� 장착돼� 360도를� 완벽히� 센싱.� 기술적으로�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해

당하는�레벨2부터�완전� 자율주행인�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레벨4까지�소화�가능

▪ TRI-P4는� '토요타� 쇼퍼(Toyota� chauffer)'와� '토요타� 가디언(Toyota� Guardian)'� 기술이� 적용됐으며�
가디언은� 레벨4·5� 완전� 자율주행차� 최소한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TRI-P4� 플랫폼은�

2019년� 3월부터�본격�시험에�들어가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맞춰�양산을�예정

[� SARTRE� 프로젝트� ] [� SARTRE� 군집주행�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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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 BMW� i3� 모델을� 개조하여� 본사가� 있는� 베이징� 고

속도로와� 골목을� 포함한� 30Km를� 주행하였고,� 가전업체� LeEco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제어

가�가능한�자율주행전기차� LeSEE� 모델을�발표

￭ 중국판�우버라�할� 수� 있는� “Yidao� Yongche”를�통해서�대규모�무인� 택시�서비스를�시작할�계획�발표

 중국� '퓨처�모빌리티'가� 설립한�전기차� 브랜드� '바이튼(Byton)'은� 2019년� 말에�출시하는�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M바이트(M-Byte)'를� 출시했으며� 2020년까지� 레벨4� 기술도� 완성

한다는�방침

￭ M바이트는� 최고출력� 476마력에� 95㎾배터리를� 장착해� 최장� 520㎞� 주행하며� 지붕에� 숨겨진� 5G�
네트워크�안테나는�클라우드�서비스� '바이튼�라이트'와�연결해�다양한�커넥티비티�기능을�제공

￭ M바이트는� 대시보드� 상단에� 48인치� 커브드�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디지털� 계기반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구현했으며� 아마존� '알렉사(Alexa)'�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비서를� 탑재,�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고� 차량� 외부에� 숨겨진� 세� 개� 카메라는�

얼굴을�인식해�차량� 잠금장치를�해제하는�기능을�장착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ICT� 기술을� 접목하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 기업들과의�협업하여�자율주행차�기술� R&D의�효율성을�극대화

▪ 최근�자동차와� ICT가�융합되면서�이전에�느껴보지�못한�새로운�가치를�고객에게�전해주고�있으며�자
동차산업의�가치사슬�또한�전자업체들이�들어오면서�이전과�다른�양상으로�변화

▪ 대표적으로� 자율주행기술에서�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추이를� 보면�
충돌방지기술(ADC)� 분야의� 특허가� 53%로� 가장� 많고,� 센싱� 및� 트래킹기술(AEC)� 분야가� 28%,� 주

행주차�지원기술(ACE)� 분야가� 9%� 순서

 동력원의�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실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 기술이�

자율주행차의�시장을�견인하게�될� 것으로�전망

▪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OEM이�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로� 빠짐없이� 자율주
행기술을�꼽고�있으며,� 2020년을�기준으로�본격적인�자율주행�자동차의�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

▪ 자율주행기술은� 기존의� 서라운드� 센서� 등� 자동차� 독립적으로� 개발되던� 영역을� 벗어나,� 소프트웨어,�
통신,� 보안,� ICT인프라,� IoT센서,� 인공지능�등� 거의� 대부분의�영역과�융ㆍ복합이�진행될�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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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기술�동향

 국내의� 경우에도�해외의� 기술� 동향과� 유사한� 기술동향을� 형성하고�있으며,� 과거와� 비교하거나�

선진국과�비교해서도�훨씬�더� 많은� ICT업체들이�자율주행차�시장에�참여

▪ 국내를� 대표하는� 전자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그� 외� SKT,� KT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전통적인� ICT업체

들도�자율주행�및� 전력구동�자동차에�대한�선행연구를�추진

▪ 정부에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한� 보급실증계획은�물론�산업을�형성하는데�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도�
재정비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꾸

준히�진행되고�있는�상황

 국내�자율주행기술은�초기�소형전지자동차�개조를�시작으로� 2010년부터�현대기아자동차가�실

시하는�무인자율주행자동차�경진대회�등을�발판으로�연구가�점차�확대

▪ 현재는� 여러� 산․학․연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의� 자율주행� 3~4단계까지의� 자율주행시스템�
기술개발�진행

▪ 2014년부터� 국제모터쇼에서� 점차�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ADAS� 기술을�
상용화하는데�연구개발�진행

▪ 2017년� 12월에는�판교�자율주행자동차를�판교테크노밸리에서�국내�최초로�운행을�위해�준비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을�실제�시연과�체험으로�진행

 삼성전자는� 포칼과� 하만을� 인수하였고,� 자율주행차� 컴퓨팅� 플랫폼개발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TTTech사에� 1000억� 원� 규모의�펀드를�투자

￭ 자동차전장사업부를� 신설하여� 아우디에�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했고,� 초기에는�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DI� 등� 계열사와의�

협업으로�자동차�관련�부품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계획

￭ 세계�최초로�자율주행�레벨� 3을� 구현한�아우디� A8의� 컴퓨팅�플랫폼을�개발한�솔루션업체와�공동으로�
차세대�자율주행�컴퓨팅�플랫폼�개발계획을�구체화하고�있는�중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료전지자동차에� 집중하면서�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구현한�미래형�자율주행자동차를�홍보

￭ 2018년� 1월� 현대차는� 3세대� 수소전기버스를� 울산시의� 시내버스로� 투입하고,� 한번� 충전으로� 최대�
580Km�이상을�주행할�수� 있는� 양산형�투싼� 수소전기차를�공개�할� 예정

￭ 차세대� FCEV� 자율주행차는� 5G�네트워크�기반�커넥티드�기술이�적용되어�운전자의�건강�상태를�파악
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은� 물론,� 원격� 자동주차�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첨단�

편의ㆍ안전사양을�장착한�것으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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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는� SAE� 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 미래차� 콘셉트� '엠비전(M.VISION)'을� 처음으로�

공개

￭ 핵심은� 라이다(Lidar)� 4개와� 다기능� 카메라� 5개를� 통합한� 자율주행� 키트이며� 차량� 지붕에� 얹는� 방식
으로,� 차량� 크기나� 디자인�상관없이� 적용할�수� 있으며�자율주행�기술�수준이� 높아져도�키트�내� 센서�

숫자나�알고리즘만� 업데이트하면� 되며� CES에서� 선보인�엠비전은� 자율주행� 키트에�더해� 레이더� 센서�

5개,� 초음파�센서� 12개를�차량� 하단부에�추가�장착

￭ 엠비전� 전후좌우에� 장착된� 램프로�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와�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 것도� 신개
념� 콘셉트이며� 엠비전�라이팅� 기술은� '커뮤니케이션�라이팅'과�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헤드램프'가�대표적

￭ 커뮤니케이션�라이팅은�차량�앞뒤에�장착된�특수� 디스플레이를�통해�글씨나�아이콘�등을� 표시하는� 기
술이며� DMD� 헤드램프는� 40만개에� 달하는� 미세한� 거울로� 헤드램프� 불빛을� 조정해� 노면에� 특정� 신

호를�구현�가능

 LG전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자동차� 부품사업을� 시작해� 2016년도� 2조� 7730억� 원을�

올렸고,� 2020년� 8조~9조의�매출을�계획

￭ LG전자는�히어와� ‘차세대�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 개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 텔레매틱
스와� 센티미터(cm)� 단위로� 모든� 지형지물을� 식별할� 수� 있는� 히어의� 고정밀� 지도� 정보를� 결합한� 차

세대�커넥티드카�솔루션을� 2018년까지�개발할�계획

￭ 또한,� 최근� 미국� 미시간주에� 285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팩과� 모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
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LG와� 공동으로�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업체� ‘ZKW’� 인수를� 추진

하는�것으로�알려지는�등� 차세대�자동차�사업에서�영역�확장�



27

자율주행차

�� � � 27

내용 자율주행차

주요제품/기술

후방감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미러리스� 카메라,� 카메라� 모듈,� 차선인식기술,� 차량인식기술,� 보행자

인식기술,� 광원인식기술,� 표지판인식기술,� 거리정보검출,� 영상사고기록,� 검지�센서,� 능동안전시스템,� 주

행지원시스템,� 상해경감시스템,� 운전자�정보제공�기술,� 운전자�정보�인터페이스기술,� 정보� 생성�기술

해외기업
Bosch,� Continental,� Denso,� Magna,� BMW,� Benz,� Delphi,� Johnson� Control,� Valeo,� Toyota,�

Mobileye,� Nvidia,� NXP,� Qualcom,� Here

국내기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현대모비스,�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삼성전자,� 엠씨넥스,� PLK�

Technology,� 경신,� 유라코퍼레이션,� 서연전자,� SL,� LS오토모티브,� 퓨전소프트,�

중소기업�

참여정도
◑

중소기업�

시장점유정도
◔

[� 핵심� 플레이어�분석�종합� ]

*� 중소기업� 참여정도와� 점유율은� 주요제품�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참여규모와� 정도(업체수,� 비율� 등)를�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

(낮은�단계:�○� ,중간�단계(◔,� ◑,�◕)� 높은�단계:�●)

[�자율주행차�단계�및�국내�기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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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자율주행차�테크노밸리� ] [�판교�자율주행차�실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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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시나리오

 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제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며� AR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소기업은� 완성차�

생산�보다는�핵심�요소기술�혹은�부품�등을�통해�대기업과의�협업하는�방향으로�경쟁력�창출

 Lv3의� 자율주행� 완성차를� 목표로�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과� 능동안전� 시스템� 등� 시스템�

측면에서의�개발�활성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의� 등장으로� 수요가� 증가한� 물류� 측면에서� 초기� 시장�

경쟁력을�확보하고�보다�높은�수준의�자율주행�완성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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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도출

Factor 기회요인 위협요인

정책

•� 자율주행자동차를� ‘9대� 국가전력� 프로젝트’로�

선정하여�지원

•�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간�중심의� ‘스마트�자동차�추진단’�구성

•� 연료전지자동차(ZEV)� 보급�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한� 각종� 계획� 발표� 및� 국내생태계� 구축�

주력

•�친환경차�구매에�집중된�지원정책

•�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 기존� 사업� 규제� 적용에�

따른�불합리�존재

산업

•�자동차,� ICT�및�배터리�관련�우수�기술을�보유한�

국내�대기업�및�연구원

•�기계,�소재,�전자,� 통신�등�풍부한�전후방�연관�

산업�기반

•�시설을�확충하고�있으나�여전히�부족한�

전기/수소�충전�인프라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기술격차�및�기술이전의�

부진

•�중국,�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

시장

•�세계적인�온실가스�및�환경오염�규제�강화로�

xEV� 시장�연속적인�성장�기록

•� ‘20년�하이브리드차�시장을�주도하고,�그�후�전기�

자동차�시장�주도�예상

•�신규�출시�자동차에�초기수준의�자율주행기능�

탑재�및�새로운�커넥티드�서비스�구현

•�세계적인�저유가�기조�유지

•�글로벌�자동차�회사들의�국내시장�진입에�따른�

경쟁�가속화

•�자동차업체와� ICT�업체�간의�이질적인�문화에�

따른�융·복합�지연

기술

•�세계�최고수준의�전기차용�배터리,�전력변환,�

정보통신�기술을�보유

•�기존의�자동차�기술과� ICT/� IoT� 기술의�융·복합�

용이

•�미국,�일본�등�선진국에�비해�낮은�핵심�기술�및�

부품�기술

•�특허,�표준화�등�관련�리스크�증대

환경규제�강화

      

연비향상

저공해

      

강화된�

안전규제

       

신규�커넥티드�

서비스�등장

       

ICT�업체의�

시장진입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안전장치�의무�장착� 확대와�안전규제�강화에�따른� 시장� 확대를�준비하여�기술�및� 제품�개발
➜ 자율주행차에�대한�정책적인�지원과�요소기술개발�및� 인프라�확대� 보급에�적극적�참여
➜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대한�정부� 지원에�힘입어� ICT융복합�기술� 등� 신규시장�진입�기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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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품목

가.� 전략품목�도출절차

분야�설정

è

전문가�위원회�
구성

è

전략품목�
pool� 구성

è

전략품목�
후보리스트�구성

è

전략품목�선정

- 메가트렌드

- R&D과제�수요

-�30개�분야별

산･학･연�전문가
-�산업계�중심�구성

-�전문가�추천�품목

-�기술수요조사

-�타부처�정책

-�문헌�조사

-�전략품목�도출

�가이드라인�작성

-�적합성�검토/평가

-�분야별�검토위원회

-�전문가�워크샵

-�품목�검토�및�조정

� 분야�설정� �
� � � � �메가트렌드� 분석,� 핵심투자주제� 발굴,� 타부처� 정책� 분석,� R&D� 신청·지원과제�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전략분야�설정

 전문가위원회�구성� �

� � � � � 현장밀착형� 기술로드맵� 수립� 및� 전략� 강화를� 위해� 30개� 분야별�산･학･연�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분야별�전략품목�추천�및�검토�진행

 전략품목� Pool� 구성

� � � � � 주요� 제품·상품의� 키워드� 검색과� 특허정보의� 기술분류� 매핑,� R&D과제� 지원기업� 매핑을� 통해�
분야별�분석대상�기업� Pool을� 구성하여�기술수요조사�및�품목이슈�발굴

� � � � � -� (분야별� 기술수요조사)� 유망� 제품·기술과� 분야별� 이슈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통해� 전략품목�
후보�및�정책사항�도출

� � � � � -� (전문가�품목�추천)� 분야별�전문가�대상�후보�추천�의뢰�의견수렴

� � � � � -� (타부처�정책�및� 문헌조사)� 타� 부처�정책사항�및�문헌조사를�통한�품목�발굴

 전략품목�후보리스트�구성

� � � � � 전략품목� 후보� 발굴� 체크리스트를� 통해� 후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부족한�

품목을� 1차�제외하고,�분야별�전략품목�검토위원회의�검토�기초자료로�활용

 전략품목�선정

� � � � � 분석대상�기업� Pool을�활용한�생태계�분석과� 1차�분야별�전략품목�검토위원회,� 2차�전문가�워크샵을�

통해�산･학･연�전문가�반복�검토로�전략품목�선정
� � � � � -� (검토위원회)� 전략품목� 선정을� 위해� 산･학･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전략품목�검토위원회�운영

� � � � � -� (전문가� 워크샵)� 전략품목� 검토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전략품목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 분야

간�전략품목�조정�및�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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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략품목�도출결과

전략품목 개요�및� 선정사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 (개� � � �요)� 딥러닝�기반�자율주행�알고리즘/시스템�개발�시�필요성이�급격히�증가하는�

다양한�교통상황(특히�사고�상황)에�대한� Database(DB)를�안전하게�

생성하고,� 인지/판단/제어를�통합적으로�연구�및�개발�할�수�있는�연구기반�

장비/소프트웨어

•� (선정사유)� 사고�상황은�재현�및�구현은�기존�자동차�기반�시뮬레이션으로는�한계가�

존재하기�때문에�시뮬레이터의�필요.�비교적�공간�제약이�적기�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개발이�용이

AR 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 (개� � � �요)� AR(가상환경)과� SILS/HILS/VILS의�접목으로�실제�도로�환경에서�안전하게�

사고상황을�재현�또는�구현하는�장치

•� (선정사유)� 사고�환경을� AR�및� VILS와�연동하여�안전하게�실제�도로에서�재현�및�

구현하여�연구개발�시간을�비약적으로�단축할�수�있으며�세계적으로�아직�

개발이�미흡한�분야이기�때문에�중소기업이�선진국�기술수준에�대해�조기�

추월�가능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 (개� � � �요)� 빛(펄스레이져)을�사용하여�주변을�스캔하여�반사된�점�데이터를�취득하여�

상황�대처�시스템�구축을�위한� source

•� (선정사유)� 디텍터에�비해�기술개발이�부족한� source� 개발을�통해서�자율주행차의�

생산비용을�줄이고�중소기업이�시장�경쟁력을�확보�가능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 (개� � � �요)� 레벨4�이상의�자율주행을�위해�백업시스템이�갖춰진�전원/통신�시스템

•� (선정사유)� 레벨4�이상의�자율주행을�위해서는�전원/통신에�대한�리던던시(백업)가�

확보된�전원/통신�시스템�필요.�완전�자율주행차�생산을�위해�반드시�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시장�발전�가능성이�높으며�중소기업의�진출이�용이

무인 물류 차량

•� (개� � � �요)� 대형공장�및�산업현장에서�무거운�물건을�이동시켜�주는�무인�이동체를�

포함한�물류�운송�가능�무인�차량

•� (선정사유)� 무인물류차량�분야는�시장이�활발히�개척되고�있는�분야이기�때문에�

중소기업이�초기에�참여해�경쟁력�확보�가능

자율주행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 (개� � � �요)� 자율주행의�차량�위험을�감지하여�차량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센서�

정보를�이용하여�경고나�제어를�통해�사고를�회피하거나�운전자의�주행�

편의성�향상을�위한�지원�시스템

•� (선정사유)� 이종센서�융합기반�검출�우선순위�결정�및�자율주행�경로선정�기술은�

중소기업에서�산학연�기술이전�및�공동개발로�수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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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정의�및� 범위

▪ 자율주행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구현� 없이� 차량의� 운행환경을� 모사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제공해�주는�일련의�장치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용� 다양한� 센서� 데이터� 모사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도로� 상� 실차� 주행을� 통한� ADAS� 센서� 데이터� 취득� 없이� 자율주행차�

알고리듬�개발�프로세스를�획기적으로�단축시킬�수� 있는�기술�

정부지원�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예산� 3조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고용� 10%,� 수출� 20%,�
고성장기업� 30%�성장�목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62억� 원을� 투입하여� 5G� 킬러콘텐츠인� AR/VR� 등� 디지털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가상현실�해외유통거점�구축과�글로벌�협력사업�발굴�등에�총� 153억�원�투자할�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분야에� 2019년� 473억� 원이� 투입하는데,� 신설된� AR/VR� 콘텐츠�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선�장애친화�서비스와�치매선별�등�국민체감형�기술개발에� 50억�원을�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범부처� 사업으로� 약250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디바이스� 원천,� 콘텐츠� 응용기술� 등� AR/VR� 중심의� 3대�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3월�사업단을�구성해�과제�기획�실시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자동차�부품�생산능력�우수

•(기술)�우수한� IT� 인프라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환경)�영세한�산업구조�및�자율주행�기술기반�낙후

•(기술)�핵심�원천기술�미흡

•(정책)�산/학/연�연계�미흡�및�기업�단독투자�능력�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 4차산업�도래에�따른�산업�패러다임의�변화

•(기술)�기반기술�연구·개발�및�국내�첨단� IT� 기술�

� � � � � � � � 활용�가능

•(정책)� R&D�분야의�높은�니즈

•(환경)� 생산지원� 인프라� 부족� 및� 선진국의� 자율차� � � � � � �

� � 분야�대규모�투자

•(기술)�글로벌�업체와의�기술격차�및�국내�전통�

� � � � � � � � 자동차�업계의�최신� IT� 분야�기술�혁신�이해�부족

•(정책)�미시적� R&D�정책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차량�다이나믹스�기술,�차량�제어,� 센서�모델링,�저가격화,�오픈소프트웨어,� IT/SW�게임�설계/개발,� GIS�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저가,� 고성능,� 현지화,� 다기능(지능형),� 유연한� 구조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제품�개발로�자율차� R&D�분야�시장�요구사항�대응

➜ 자율차� 개발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자율차� 개발� R&D� 분야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제품�개발



36

전략품목�현황� 분석

36

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자동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기술이란� 실제� 차량� 주행� 없이� 차량의� 운행환경을� 모사하여�

이용자에게�정보를�제공해�주는�일련의�장치(소프트웨어�및� 하드웨어�모두�포함)를�통칭

▪ 3차원�공간상의�차량을�중심으로� 주변�환경(도로,� 건물,� 보행자�등)을� 실제에�가깝게�모사/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정지� 또는� 이동� 차량의� 다이나믹� 특성을� 고려한� 움직임을� 가상의� 환경에서� 모사/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Lidar,� Vision,� Radar,� GPS/INS,� V2X� 등� 각종� ADAS� 센서� 시스템을� 통한� 도로환경� 검지� 정보를�
가상환경에서�모사/생성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날씨,� 시간대,� 음영지역� 및� 도로� 환경(신호등,� 교통표지판,� 터널� 등)을� 가상환경에서� 가변적으로�
설정할�수� 있는�소프트웨어�기술

▪ 실제� 차량의� 제어부� (스티어링휠,� 가/감속기� 등)와� 연동하여� 차량의� 주행을� 하드웨어적으로� 모사할�
수�있는� 장치와의�입출력�소프트웨어�기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용� 다양한� 센서� 데이터� 모사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도로� 상� 실차� 주행을� 통한� ADAS� 센서� 데이터�

취득�없이�고성능�자율주행차�알고리듬�개발�프로세스를�획기적으로�단축시킬�수�있는�기술임�

▪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개발� 프로세스에서� 실제�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 기간� 단축.� 이에� 따른�
제작� 시간을�단축하고�궁극적인�설계에�대한�신뢰성을�높여�비용� 절감

▪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구성� 전에� SIL� (Software� in� the� Loop)� 기술을�
사용하여�새로운� ADAS� 기능을�개발하면서�테스트�가능

▪ 다양한�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드의� 표준� 테스트�
절차� 및� 에지� 사용� 사례를� 이용하여�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매우�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차량�

시스템을�평가�가능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을� 첨가하여,� 상세한� 수학� 모델을�
사용하여�제어�및� 기타� 물리적인�서브시스템을�실험실에서�안전하게�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은� 기존과� 새로운� HIL(Hardware� in� Loop)� 장비에� 통합되어,� 사무용� 또는�
SIL� 해석�용으로�개발된�동일한�모델을�사용하여�차량�수준의�제어�및�서브� 시스템�평가� 가능

▪ 차량�동역학�소프트웨어는� ADAS� 엔지니어가�실제�테스트� 환경� 및� 상황을� 구성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여� 최종� 하드웨어� 검증� 기능� 강화.� 궁극적으로� 이�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경은,� 생산성을�

높이고�높은�제품� 품질을�보장하며�사전�및� 사후� 제작�비용을�낮추는�효과� 발생

▪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서� 공통적인� 모델링� 환경을�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도구를�
표준화하는데�매우�유리하도록�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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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장의� 성장으로� 인간과� 기기� 간의� 상호� 작용이� 심화되고� 있어서� 기기들의� 지능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환경도� 비약적으로� 첨단화,�

복합화�되고�있음

▪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드라이버를�루프에�넣어� ADAS� 시스템을�테스트하고�개발하는�데� 사용� 가능
▪ 다양한� 운전� 스타일� 및� 동작에� 대해� 테스트�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과�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를�얻을�수�있음

▪ 개발자와� 관리자는,� 모두� 실제� 운전자가� 실제� 상황에서� 프로토� 타입� 제어� 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작용할�수� 있도록�하여� 원하는�성능을�보장� 가능

 자율주행차� 개발� 시� 필요한� 사고� 상황에� 대한� 재현� 및� 구현은� 기존� 자동차� 기반�

시뮬레이션으로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안전한�개발�환경�하에서의�시뮬레이터�이용�필요

▪ 국내� 일부� 기업들에서� 자율주행� 알고리듬�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
외산� 자율주행차�알고리듬�개발용�드라이빙�시뮬레이터�제품을�보급� 시작

▪ 최근� 자율주행차� 알고리듬� 분야� 핫이슈인�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시스템� 개발� 시�
광대한� 양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방대한� 양을� 용이하게� 생성� 가능하고,�

인지/판단/제어를�통합적으로�연구/개발할�수� 있는�기반� 마련이�가능

 대규모� 서비스� 개발� 시� 실제� 환경에서� 시험/검증을� 할� 경우,�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상환경에서�다양한�입력을�통해�소프트웨어�결함여부�사전검증용�시뮬레이터�개발�필요

▪ 실제�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실험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오류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는지�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십� 대의� 경량�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로그를�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해당�로그를�분석해도�결함을�찾는�데는� 많은� 시간과�비용이�소요됨

▪ 시스템� 결함� 자동검출기는� 미리� 정의된� 에러가�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를�
통해� 검사하고� 해당� 에러가� 발견되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개발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해당�

시점에� 모든� 노드를� 멈춰�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손쉽게� 오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기술�개발� 필요

 가상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드라이브 컨스텔레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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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무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AR/VR� 모션� 플랫폼을� 자율주행차�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활용�

가능

 시뮬레이터�산업은�전방�산업인�에너지�관리�시스템�산업�확대에�영향을�줌

[�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분야의�기술� 범위� ]

기술범위 세부기술

현실세계�인지�및�모델링�기술
현실의�영상과�컴퓨터그래픽(CG)을�이용하여�가상․증강의�혼합현실(Mixed�

Reality)� 공간을�생성하기�위한�기술

실감형�콘텐츠�및�정보� 증강�기술

객체별�인지가�가능하도록�모델링된�실감형�혼합현실�공간에서,� 객체의�오감�

속성과�관련� 텍스트,� 영상/CG․음성�등� 다양한�데이터나�정보를�시공간�제약�없이�
하나� 이상의�시나리오에�의해�스토리텔링이�되도록�구성하여�체험� 가능한�실감형�

콘텐츠를�제공하거나�현실�공간에�직관적으로�이해할�수� 있는�정보를�증강

실감�인터랙션�기술

현실과�혼합현실�공간과의�상호작용을�위해�카메라/센서�등을� 활용하여�사용자의�

요구를�모니터링하고�제스처,� 음성,� 촉감� 등의�다감각�인터페이스나�스스로�

기능을�표현․안내하는�유기적�인터페이스�등을�통해�콘텐츠나�정보와�상호�작용

혼합현실�체험� 기술 사용자의�오감�정보를�통해�미디어의�실감효과를�극대화하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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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자율주행차� 시행� 운전� 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AR/VR� 콘텐츠와�

무선�시뮬레이션�기술을�활용한�체험�콘텐츠�개발�활성화

▪ 특수� 상황�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피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VR� 기술을� 활용하면,� 교육� 및�
훈련비용을�크게�절감할�수� 있으며,� 기술의�전문성�및� 숙련도�향상� 역시�기대� 가능

 주행� 시뮬레이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디스플레이,� 차량� 조작� 콘셉트� 개발과� 테스트에� 필수�

장비.� 이� 장비로� 새�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과� 기능성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세하게�

테스트�가능�

 첨단�주행�시뮬레이터는�개별�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기능�테스트와�함께�전체�시스템에�대한�

도로�테스트�연결고리�역할

 고해상도� 시뮬레이터는� 실제� 주행� 특성에� 대해� 상세한� 영상을� 구현� 가능.� 코너링� 중� 제동과�

가속,� 로터리� 주행,� 신속한� 턴� 오프� 기동� 등을� 약� 400㎡에� 달하는� 행동반경에서� 높은�

정밀도로�재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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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세계�드라이빙�시뮬레이터�시장을�스마트�미디어�관련�시장규모를�통해�간접적으로�추정�가능

  2016년� 콘텐츠� 산업� 전체의� 매출액이� 106조원� 규모17)임을� 감안할� 때,� 체험형� 전시�

콘텐츠� 분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실감� 미디어� 분야는� 전체� 콘텐츠� 시장� 대비� 약�

20.1%의�비율을�차지하는�시장

▪ 현재는�해당�시장에서� VR� HMD(Head� Mount� Device),� 시뮬레이터(Simulator)� 등의�하드웨어�시
장�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하드웨어의� 대중화로� 인한� 보급률이� 높아진� 이후에는� 해당� 바이스에서�

동작되는�콘텐츠,� 소프트웨어,� 2차� 저작권�등의�시장�규모가�늘어날�것으로�예상

(2)� 국내시장

 국내�드라이빙�시뮬레이터�시장을�스마트�미디어�관련�시장규모를�통해�간접적으로�추정�가능

� 운전자지원시스템의�성능�평가�및�신뢰성�검증을�위한�인프라

▪ 센서� 및� 제어기의� 부품� 수준에서의� 성능검증은� 차량과� 함께� HILS� 환경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ADAS� HILS를� 구축하여� Driving� Simulator� 연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부품의�기능�및�오류에�대한�평가� 수행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1,869 2,395 3,151 4,270 5,730 7,690 34.2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4�바탕으로�추정

[� 드라이빙�시뮬레이터�세계�시장� 규모� ]

(단위� :�억�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국내시장 58,414 73,820 99,174 136,320 181,033 240,412 32.8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2014�바탕으로�추정

[� 드라이빙�시뮬레이터�국내�시장� 규모�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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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기술개발�이슈

(1)� 기술개발트렌드

◎�연구�개발�동향

 4차산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 확대� 및� 관련된� 시장� 형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업체들이�연구개발을�통한�자율주행차�시장�진입을�시도�중�

 특히� 최근�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소개로�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와� 첨단� IT� 업체가� 서로�

경쟁�또는�협력하며�기술�개발�박차�중

▪ 기존� OEM� 양산차� 업체들은� 레벨-3� 정도의� ADAS� 기술에� 중점을� 두고� 곧바로� 양산차에� 적용�
가능한�제품�및�기술� 분야에�집중하고�있음

▪ 미국� 실리콘밸리�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완전자율주행을� 목표로� 레벨-4� 이상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시스템�연구개발이�활발히�진행� 중

▪ 실차기반� 주행시험장� 테스트� 및� 실도로� 주행시험을� 넘어� 비정형� 주행상황(예:� 사고� 상황� 등)에�
대응하기�위한�자율주행�인공지능�기반�복잡한�대응� 기술이�연구� 중

 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을�이용한�안전하고�효율적인�신기술�개발

▪ 기존� 자동차� 제조업� 측면에서는� 신차개발� 시� 실차� 프로토타입� 개발� 노력을� 줄이고자� 차량�
다이나믹스에�초점을�맞춘� 차량개발용�시뮬레이터를�사용해�옴

-� 최근� 자율주행� 및� ADAS�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차량� 다이나믹� 시뮬레이터� 기술에�

ADAS� 센서� 데이터� 생성� 기능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이�발전� 함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는� 자율차�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에� 필수� 아이템이며�

적은�노력과�시간으로�안전하게�비정형�사고� 상황� 생성/반복�재생� 및� 분석이�가능함

-� 최근� 고퀄리티� 그래픽� 기술을� 보유한� 일부� IT� 업체에서� 기보유한� 고속프로세싱� 기술을� 자율주행에�

응용하여�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솔루션�출시

-� 자율주행�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주행데이터를� 비축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데이터� 생성� 및� 알고리즘� 개발에� 응용으로서,� 기존� 실차� 실도로� 주행테스트에� 의한� 학습데이터�

축적은�한계에�봉착

-� 고퀄리티� 그래픽� 및� 고용량� 센서� 데이터� 생성/재생이� 가능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은�자율주행�인공지능�알고리듬�개발에�필수� 아이템으로�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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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자율주행�드라이빙�시뮬레이터�출시

▪ 전문가용�고성능�드라이빙�시뮬레이터군
-� CarMaker� (IPG사)� :� 지능형� 운전자� 모델� 및� 차량동역학� 기반의� 차량� 모델과� 도로� 및� 교통에� 대한�

유연한�모델로�구성된�차량� 평가/검증�환경을�제공

-� Dynaware� (Thesis사)� :� DYNA4� Car� Professional의�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Vehicle� model,� 3D� road� model,� Maneuver� Control,� Read-to-use� examples,� 3D� run-time�

animation으로�분류

-� CarSim� (Mechanical� Simulation� Corporation사)� :� 차량동역학� 분석� 및� 다이나믹� 컨트롤러� 개발,�

자동차�특성� 계산,� 차세대� ADAS� 개발�용

-� PreScan� (Tass� International사)� :� ADAS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와� 유효성� 확인을� 위한�

물리기반�시뮬레이션�플랫폼� (업계에서�가장�많이� 사용되고�있는�제품)

▪ 오픈소프트웨어�기반�드라이빙�시뮬레이터군� (IT� 업계�중심)
-� CARLA� Simulator� :� 언리얼엔진� 기반의� OpenSource� Layer� 개발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고품질의�

렌더링과�사실적인�물리법칙의�적용�및�기본� NPC� AI가� 제공

-� 상용� 비디오� 게임� 기술� 활용� Script� Hook� V� :� � 상용�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동차�

주행환경� 모사�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기술이� 최근� 이루어짐.� 이를� 위해서는� 외부� 코드를� 이용한�

external� trainer를� 연동� 가능케�해주는�환경�라이브러리�툴인� Script� Hook� V를� 이용� 필수�

-� MS� AirSim� :� Microsoft사에서� 개발한� 언리얼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자동차� 시뮬레이터.�

원래� AirSim은� 드론의� 비행� 테스트� 용도로� 개발된� 시뮬레이터였으나,� MS사에서는� 이를�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API를� 확장하였고,� 미리� 제공된� 도심이나� 도시� 근교� 환경을� 기반으로�

차량의� 속도,� 조향� 각,� RPM,� 기어� 단수� 및� Front� Cam� 이미지� 등을� 추출하여� 훈련� 데이터로�

활용이�가능

-� Waymo� Craft� :� Google의� Waymo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 Carcraft를� 이용하여� 800만� 가상�

마일을� 운행했으며,� 누적� 25억� 마일을� 주행테스트� 수행함.� 시뮬레이션� 속의�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습을� 진행하였고,� 개발된�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다시� 가상의� 다른� 차량과� 학습된�

내용을�공유하여�주행�알고리즘의�신뢰성을�높이는�방법을�사용.�

 국내�자율주행�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의�중요성�증대

▪ 자율주행�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시� 학습데이터�생성을�위한� 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의�중요성이�
국내에서도�최근�제기되고�있음

-� 기존� 자동차업계의�시각이�아닌� IT� 업계의�새로운�기술에�대한� 적응력이�요구되는�추세임

-� 비정형� 주행� 데이터� 생성� 및� 국내� 도로환경/상황을� 고려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시나리오�개발이�급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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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율이�높은�그래픽

▪ 기존� 상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최신�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는� 최근의� 오픈소프트웨어� 기반�
주행환경� 생성� 기술과는� 다르게� 차량� 동역학� 연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래픽� 처리에� 대한�

최적화가� 덜� 이루어진� 탓에� 그래픽� 퀄리티가� 최근� 시장에� 출시된� 게임� 환경의� 그래픽� 퀄리티에�

비하여�상대적으로�떨어지는�경향이�있음

-� 그래픽� 성능� 차이는� 주행� 모사� 시뮬레이터� 기반� HIL/VIL� 테스트� 플랫폼� 개발� 시� 시뮬레이터� 상에서�

구현된� 센서� 데이터와� 실제�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된� 센서� 모듈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간의� 오차율이�

상용�주행모사� SW� 기반의� HIL/VIL� 테스트�플랫폼에서�더� 크게�발생

-� 일반적인� Driving� Simulator에서는� 전면� Projection� plane에� 주행모사� SW에서� 랜더링된� 주행�

화면이� 송출되며� 이를� Infrared� video� cameras를� 통해� 입력받아�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도입하는데�

이� 송출된� 주행화면의� 그래픽� 품질이� 나쁠� 시,� 여러� 영상� 보정� 알고리즘을� 별도로� 도입을� 해야�

하며,� 이는� 개발소요� 기간� 및� 비용의� 증가와� Real-Time� 테스트� 플랫폼인� HIL/VIL� System에� 영상�

보정을�위한� 추가� 처리연산�부하�또는� 시간지연�현상을�초래할�수� 있음

 중저가�제품�개발을�통한�시장성�확대

▪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전문가용� 상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들은� 고가임� (PreScan� 1� year�
University� License� Lease� Cost� :� 1,000만원.� SCANeR� Studio� Software� Package� 구매비용� :�

6,000만원)

-� 소규모� 연구그룹� 또는� 영세�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만�사용하는�실정

-�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보단계� 연구자� 및� 학생들을� 위한�

무료� 라이센스�배포도�고려� 가능

 단시간�내�다양한�시간�및� 지형�주행�시나리오�생성�기능�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는� 실제� 시간보다� 약� 수십� 배� 빠른� 러닝타임으로� 구동이� 가능한�
기능을� 내장해야� 하며,� 맵� 또는� 시나리오� 에디터� 기능r을� 이용하면� 시간대/기후/조도� 등� 자유롭게�

도로환경�변화가�가능

-� 이� 기능을� 활용하여� 장시간� 동안�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동하여� 적은� 노력으로� 방대한양의�

인공지능�알고리즘�학습데이터�구축이�가능

 학습데이터의�높은�신뢰성

▪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알고리듬에도�활발히�이용되는�추세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량의� 데이터를� 고속� 실시간� 처리가� 필수이며,�

자율주행차에서�취득하는�광대한�양의� 데이터를�고속�처리해주는�프로세서가�요구됨

-� 이와� 같은� 고속�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NVidia사가� 자사의� Graphic� 카드� 연산에�

쓰이는� GPU�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적용한� 예를� 선보임� (카메라�

데이터�고속� 처리� 기능�필수)

-� 기존의� 실차기반� 도로� DB� 구축�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현실을� 가장� 근사하게� 모사하는�

드라이빙�시뮬레이터의�이용이�활발히�추진되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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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고퀄리티� 그래픽� 재현�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에� 근사한� 도로환경� 시뮬레이션� DB를� 구축이�

가능.� 단,� 시뮬레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비교하여�유사성이�높음을�입증해야�함

-� 이를� Princeton� Univ에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및� 실제� 주행을� 기반으로� 하여� 정지�

표지판까지의� 거리별� 학습� 데이터를� 추출한� 후� 각각� 동일한� 자율주행� AI에� 학습� 시킨� 결과� 학습된�

CNN의� 성능이�두� 경우� 거의�동일한�결과�값을� 보임을�입증한�사례가�존재함� �

-� 정합도(Matching� point)�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의� 가용성이�

학계에서는�유용한�것으로�입증됨

 단계적�시뮬레이션�기법�도입이�요구됨

▪ 자율주행차� 실차� 프로토타입� 설계/제작� 및� 주행을� 하기� 전에� 시스템이� 안전한지,� 오류� 발생이�
되는지�등을�단계적으로�시험�검증할�수� 있는� 기법의�도입이�요구됨

-� MILS(Model-in-the-Loop-Simulation):� � 실제� 사용될� 모델(주변� 환경,� 센서,� 제어,� 차량� 등)� 기반�

개발로써�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제어기와� 특성� 모델의� 경우에� Matlab이나�

Simulink�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운전자� 모델,� 차량� 동역학� 모델,� 센서� 모델,� 환경� 등은� 특화된�

차량�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모델링� 수행.� MiLS� 기반� 검증은� 풍부한� 메모리,� 실수형� 연산,�

CPU시간상의�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지는� 일반� PC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때문에� 상대적�

열악한� 실제� ECU하드웨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제어로직의� 시간� 정확성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가짐

-� SILS(Software-in-the-Loop-Simulation):� MiLS� 기반으로� 검증된� 제어기�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소프트웨어를� 코드� 레벨에서� 검증하기� 위한� 방법.� 가상� ECU(Electronic� Control� Unit)� 기반의� SiLS�

기반� 검증을� 통해서� 실제� ECU을� 일반� PC기반의�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됨.� 실제� ECU�

환경에서� 어려운� 코드를� 한� 줄씩� 디버깅할� 수� 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효율적으로� 디버깅�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음.� 가상� ECU를� 이용한� SiLS기반� 검증� 방법에� 대해� ISO� 26262�

기능안전�표준에서도�명시라고�있어�활용도가�증가�할� 것으로�예상됨

-� HILS� (Hardware-in-the-Loop-Simulation):� � MiLS/SiLS� 검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성�

모사가� 어려운� 구성요소에� 대해� 실제� 하드웨어를� 검증� 환경에� 포함시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검증� 방법.� 수학적� 모델을� 얻기� 어려운� 요소,� 비선형적인� 특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

거동에� 대한� 정교한� 해석과� 검증이� 요구되는� 요소� 등에� 애해� 가상의� 모델이� 아닌� 실제� HW을�

사용함으로써�MiLS에� 비해�높은� 신뢰성을�가지는�검증� 결과를�제공하는�장점을�나타냄�

-� VILS(Vehicle-in-the-Loop-Simulation):� HILS� 다음단계의� 마지막�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평가/검증�

기법인� VILS� 기법은� 실외� 평가� 기반인� PG(Proving� Ground)를�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성능분석� 및�

자동차� 기능� 안정성� 국제� 표준인� ISO� 26262의� 시험인증� 평가과정을� 이야기하며,� 시내� 주행을�

모사한� 실외� 평가� 시설을� 통한� 자율주행차량의� 환경� 대응평가와� 자율주행� 차량의� 긴급제동� 및�

NVH,� 조향,� 구동성능을�최종적으로�평가하고�검증하는�단계를�의미함

▪ 시뮬레이터� vs� 실차�사이의�갭�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자율주행차� 개발� 초기� 알고리듬� 개발의�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막강하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는� 실도로를� 주행하는� 실차(실험차)� 테스트가� 필요불가결함.� 이� 때� 실차에�

장착된� MDPS� 장치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의� MDPS� 장치� 사이의� 조작감� 측면에서� 갭이� 존재.�

따라서� SILS� →� HILS� →� VILS� →� 실차�순으로�이루어진�종합적�토탈� 솔루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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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라이다�센서�데이터�생성�능력�

▪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센서들� 중�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은� 데이터� 사이즈를� 차지하는� 것은� 단연�
카메라이며,� 다음으로�데이터�사이즈가�큰� 것은� 라이다임� �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는� 카메라� 정보,� 즉� 비젼� 정보를� 내부� 알고리듬에� 의해� GPU에서� 고속�

연산을�통해� 실시간으로�생성하며,� 현재� 컴퓨팅�기술로�차량내�장착� 위치를�바꿔가며�복수의�카메라�

비젼� 정보를�실시간으로�생성해�내는� 것이�충분히�가능한�수준

-� 시장� 주요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방향으로� 어림짐작� 가능한� 자율주행차용� 3D� 스캔� 라이다의� 기술�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레이저� 광원을� 모터로� 회전시킴으로써(몸체� 회전� 방식)� 360도� 범위를�

세밀하게� 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단,� 현재는� 광원의� 수를� 줄이고,� 수평각의� 범위,� 포토�

다이오드의� 배열을� 통해� 광전�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하는� 3D플래시� 방식� 등� 다양한� 소형화�

및� 양산에�유리한�방식으로�개발이�진행되고�있어�지속적인�가격절감이�급격하게�이뤄지고�있음)�

-� 라이다� 센서를� 모델링하여� 데이터� 값을� 생성하기� 위하여� 라이다� 센서가� 단위� 시간당� 출력하는�

수백만�개의� 포인트에�대한�정보를�드라이빙�시뮬레이터가�출력해야�함

-� 고성능� 라이다(예:� Velodyne� 64� 채널)의� 데이터를� 충분히� 출력하기� 위하여� 고성능� 컴퓨팅� 장치� 및�

그래픽� 연산이� 필요하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구현시� 가격의� 급격한� 상을� 가져와� 경쟁력을� 잃게�

됨.� 실제� 예제의� 경우� road� point라는� 주변� 환경엔� 대한� 일종의� true� 정보를� 제공하여� 라이다�

정보를� 대체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상과� 비교하여� 레이더,� 초음파,� GPS� 등의� 자율주행차� 센서의�

디지털� 데이터� 사이즈는� 상당히� 작으므로� 일반� 상용�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도�충분히�실시간으로�모사해�낼� 수� 있어야�함

 국내�디지털�지도� DB와�연동�기능�

▪ 정밀도로� 지도는� 차량의�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차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3차원�전자지도를�의미하며,� 각기�다른� 파일형식을�사용하는�복층의�레이어로�구성된�집합체

-� 국내� 디지털� 정밀도로지도� (벡터� 데이터)� DB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현재� 기술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동집약적인� 각종� 에디팅� 수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사용가능한�

시나리오�형태로�만들� 수� 있음

-� 따라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의� 맵/시나리오� 제작� 기능과� 국내� 디지털� 지도� DB가� � 자동�

연동� 기능을� 내장한다면,� 국내� 교통상황을� 모사한� 다양한� 주행환경� 맵/시낭리오� 제작이� 용이할�

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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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기술들� 중� 자율주행차� 기술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기대가�획기적으로�증가

▪ 국내도�다수의�정부기관에서�자율주행차�알고리즘�및� 시스템�고도화를�위한�각종� 시책�마련� 중�
▪ 최근�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연구원�산하�자율주행�시뮬레이션센터�개소
-� 대규모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시설을� 구성하여� 실제� 도로주행� 실험이� 불가능한� 도로교통�

환경을�가상현실�기법을�이용하여�실제�운전� 상황을�모의함

-� 실차� 주생� 실험의� 한계점�극복을� 통한� 연구범위� 확장�및� 도로교통시스템의�종합적� 설계,� 평가,� 운영�

수행

 다양한� 기술적� 분야� 특성을� 갖는� 자율차� 개발� 인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최근�

정부주도로� “자율주행이�가능한�딥러닝�기반�개방형�전기차�플랫폼”� 과제�진행

▪ 자동차� 기술융합에� 필요한� 핵심제어� 정보가� 개방된� 차량� 개발� 및� 사용자� 개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수� 있는�개방형�자율주행�차량�플랫폼�기술

-� 공개형�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기반� 인지� 판단�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을�목적으로�함

-� 다양한� 분야의� 수동적�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및� 검증하기� 용이하도록� 핵심제어� 정보가�

공유되는�개방형�차량� 플랫폼�

-� 개발된� 차량� 플랫폼을� 중소� 중견기업에서� 개발한� 요소�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센싱� 제어용�

개방형�컴포넌트�및�인터페이스�프로토콜의�개발이�포함�

-� 개방형� 차량� 플랫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의� 기술의� 개발과� 자율주행을�

위한�시스템�통합� 기술�및�검증� 기술의�개발이�포함됨

▪ 개발된� 개방형� 차량� 플랫폼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되는� 딥러닝� 기반� 개방형� 자율주행� 알고리즘�
및�탑재� 기술이�적용

-� 실시간� 구동이� 가능한� 소스� 공개형� 인공지능기반� 인지� 판단� 제어�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을�동시에�개발하여�자율주행분야�중소기업�연구진들의�사용�편이성을�극대화시킴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레퍼런스� 결과물로서� 저가형� 센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 주변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도로객체� 실시간� 탐지�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영역�

주변�환경�검출� 기술� 개발이�포함됨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종/횡방향� 제어� 기술� 및� 차량� 통합� 제어� 기술� 개발� 등�

인공지능을�기반으로�한� 실시간�경로� 생성과�최적� 경로�주행� 제어� 기술�개발

-� 대용량� 데이터의� 인공지능� 고속� 학습� 처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성�및� 분류�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에서�개발된�자율주행�요소�기술� 및� 부품을�탑재가�용이한�개방형�플랫폼�개발
-� 자율주행을�위한�센싱�제어�등�단위�알고리즘�및�통합�알고리즘의�검증을�위한�상용�플랫폼�구축�포함

-� 차량� 및� 자율주행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개발의� 독립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탑재가� 용이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센서의� 탈/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터페이스의�설계�기술을�동시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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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는� 자동차-IT� 기업� 간� 컨소시엄을� 이루어� 인공지능� 기술� 공개로� 인한� 급격한� 자율주행�

기술�발정에�대응�중

▪ 최근�해외�선진업체들은�국적을�불문하고�파트너십을�형성하고�동맹체재를�구축하기�위한�노력� 중
-�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 협업� 방안� 모색� 및� 동맹체게� 구축� (예:� 중국� 바이두-BMW� 동맹,�

알리바바-상하이�자동차,� 텐센트-폭스콘/하모니�동맹� 등)�

-� 파트너십,� 투자,� 합병� 등을� 통해�기술� 우위� 선점을�통한� 시장�점유율�확대�노력

▪ 국내�자동차업계는�자율주행�기술�및� 인공지능�기술에�대한� 대응� 부족
-� 기계/자동차업계의� 특성상� 폐쇄적이며� 주관사의� 수요위주� 연구개발� 전략으로�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 부족

-� 자동차업계�중소/중견�부품업체들의�자율주행,� 차량�인공지능�기술에�대한�대응� 전략� 미흡

-� 미국� 테슬라� 및� 실리콘� 밸리� IT분야� 업체들의� 기존� 자동차� 시장� 진출과� 같은� New� Player의� 진출이�

국내� 여건�하에서는�이루어지기�어려움�상황

 멀티유저�기능을�통한� V2X� 기능�확장�및�토탈�솔루션화�

▪ 최근� 자율주행차� 분야의� 핫이슈인� V2X� 기능을�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사용자들이�동일한�시뮬레이터에서�구동�가능하도록�하는�기능의�확장이�필요

▪ NVidia� 사례에서� 보듯이� 그래픽� 처리� 하드웨어� 및� 알고리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자율주행차�인공지능�개발에�필요한�토탈�솔루션인� Drive� PX2를�출시함

-� Drive� PX2는� 단순한� 고속� 프로세싱� 하드웨어를� 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수인� 방대한� 양의� 주행�

영상� DB� 및� 기본적인�영상인식�등의�인공지능�알고리듬을�개발자들에게�토탈�서비스

-� 고속� 프로세싱� 하드웨어(Drive� PX2),� 자율주행차� 전용� OS(Drive� OS),�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Drive� Sim� 3D� simulation),� Play-back� 기능(Drive� Re-Simulation),� 인공지능� 모듈� 및�

데이터베이스(Drive� Perception� Infrastructure)� 등� 미래� 자율주행차� 전장시스템� 전반을� 커버하는�

제품군으로�구성

-� 개발자들에게� 단순한� 시뮬레이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HMD� 디바이스� 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체계라고� 한다면� 시뮬레이터� 산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분야

▪ AR/VR� 무선� 시뮬레이션�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한� 가상공간� 및� 증강현실�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제약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는�직접�경험하지�못하는�상황을�체험할�수� 있는�체감형�콘텐츠를�표현하고�운용하는�기술

▪ 시뮬레이터는� 실제의� 환경과� 거의�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계� 장치로� 실제로�
체험하기�어려운�상황에서�주로�쓰임

-� 예를� 들어� 비행� 시뮬레이터는� 비행기� 조종사� 훈련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장치로,� 조종사의� 시계와�

조종석을�움직이는� 2종류의�주요한�기능을�수행하는�컴퓨터를�포함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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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엔비디아,� 시뮬레이션으로�자율주행차�테스트하는�시스템�공개

▪ 엔비디아가 실제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소개해,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서 적용하기 위한 보다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마련

▪ 시뮬레이션 서버는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하며, 각각 생성된 시뮬레이션 센서 데이터 
스트림은 드라이브 페가수스로 전달되어 처리

▪ 드라이브 페가수스가 내리는 주행 명령은 시뮬레이터로 다시 전달되어 디지털 피드백 루프가 
완성

▪ 이러한 ‘순환구조의 하드웨어(hardware-in-the-loop)’ 사이클은 초당 30회 가량 발생하며, 
페가수스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가 시뮬레이션 차량을 올바르게 작동시키는지 
검증하는데 사용

▪ 폭풍우 및 눈보라 등 다양한 날씨,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운전 중 눈부심 또는 
야간의 시야 제한, 다양한 종류의 도로 표면 및 지형 등을 시뮬레이션 가능 

▪ 위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여 실제 운전자의 위험은 피하면서 자율주행차의 대응력을 시험 
가능

(2)� 국내업체동향

 국내� 주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으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 LG전자,� 자동차부품연구원,� 서울대,� 국민대,� 한양대�등이�있음

▪ (현대모비스)� 정부과제,� 학계� 및� 연구소와의� 연구� 통해� 시뮬레이터� 기반의� 지능형� 콕핏� 시스템에�
대한�연구를�진행하였으며�운전자�모델링을�통해�효과적인�운전자�편의� 시스템을�개발함

▪ Driving� Simulator� 및� 인체� 센서를� 통한� 데이터� 취득,� 인간공학� 등의� 학문을� 결합하여� 운전자의�
운전부하� 판단,� 운전자� 모델� 개발,� 운전자� 피로도� 측정� 등의� 연구를� 통해� 운전자� 편의� 시스템�

개발에�기초적인�연구를�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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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동향�분석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기술�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율주행차량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로서,�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교통신호�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A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도로,� 오프로드,� 눈길,� 도로의�경사�

등)을�시뮬레이션을�통해�생성하는�기술�

보행자�및� 타차량�관련� 상황�

생성기술
B

도로�상황� 및� 위치에�따른� 보행자�및�타차량�관련�상황을�

생성하는�기술�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 C
기존의�사고관련� big� data를�활용하여,� 사고에�임박한�상황을�

생성하는�기술�

자율주행�모듈의�제어결과�기반�

시뮬레이션�생성기술
D

자율주행�모듈의�제어결과(속도,� 가감속,� 스티어링,� 전조등�

온/오프)를�반영하여�시뮬레이션을�생성하는�기술�

시뮬레이션의�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전달하는�기술
E

시뮬레이션�생성기술을�통해�생성된�데이터를�빠르고�정확하게�

자율주행모듈에�전달하는�기술�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
F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빠르고�정확하게�시뮬레이터로�

전달하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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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국가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 13 11 9 1 34

보행자�및� 타차량�관련� 상황�생성기술 172 33 159 44 415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 15 34 4 9 69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

술
91 202 103 96 563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

술
22 41 15 15 105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

술
15 22 9 10 62

합계 328 343 299 175 1,248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순으로�나타남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은� 출원량이� 다른� 기술에� 비해� 출원이� 가장� 적으나� 한국국적�
출원인이�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유럽국적�출원인이�매우�적은�출원량을�보유하고�있음

▪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은� 일본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국적� 출원인�등의� 순으로�나타났으며,� 미국과�유럽� 국적�출원인의�출원량이�매우�적음

▪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
출원인이�상대적으로�매우�적은�출원량을�보이고�있음

▪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은�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국적�출원인의�출원이�가장�많고,�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 국적�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유럽,� 일본국적�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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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은�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B)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국국적�
출원인은�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D)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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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 등락을�거듭하긴�하지만� 비교적�꾸준히�출원량이�높아지는�경향을�
보이고�있음

*� 2017~2018년은�미공개�출원이�존재하여�출원�수가�적게�보이는�구간으로,�시계열�동향을�파악할�때�이�점을�유의해야�함

▪ 외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도�등락을�반복하며�출원이�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

•포스코�아이씨티

•(주)이노시뮬레이션

•HERE� Global� B.V.

•�대기업�위주

•포스코�아이씨티,�㈜�이노�

시뮬레이션,�현대자동차�등

보행자�및�타차량�관련�상황�

생성기술
◕

•TOYOTA

•HONDA

•현대자동차

•공공연구기관�중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등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 ◯

•ILLINOIS� TOOL�WORKS�

INC.

•Livermore� Software�

Technology� Corp.

•포스코�아이씨티

•IT기업,� 공공연구기관�중심

•포스코�아이씨티,�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등

자율주행�모듈의�제어결과�

기반�시뮬레이션�생성기술
●

•GM

•TOYOTA

•FORD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포스코�아이씨티,�㈜�

이노�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의�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전달하는�기술
◔

•IBM

•L-3� Communications�

Corporation

•TOYOTA

•공공연구기관�중심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
◯

•IBM

•L-3� Communications�

Corporation

•BOSCH

•공공연구기관�중심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500건�이상,�◕:� 300~499건,�◓:� 200~299건,�◔:� 100~199건,�◯:� 10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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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분야�주요� 출원인�동향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포스코� 아이씨티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이노솔루션�등의�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보행자�및�타차량�관련�상황�생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TOYOT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HONDA,� 한국기업인�현대자동차�등이�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ILLINOIS� TOOL� WORKS� INC.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Livermore� Software� Technology� Corp.� 등이� 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자율주행�모듈의�제어결과�기반�시뮬레이션�생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분야는� G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YOTA,� FORD� 등의� 순으로�나타났으며,� 국내기업으로는�포스코아이씨티와�

자동차부품연구원�등이�다수의�특허를�보유함

 시뮬레이션의�데이터를�자율주행모듈에�전달하는�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분야는� IBM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L-3� Communications� Corporation,� TOYOTA�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분야는� IBM의� 특허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L-3� Communications� Corporation,� BOSCH�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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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D)�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보행자�및�타차량�관련�상황�생성기술(B)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B)�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C)�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일본은�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C)�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생성기술(B)�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유럽은�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A)�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자율주행�

모듈의�제어결과�기반�시뮬레이션�생성기술(D)�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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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2를� 상회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가�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특허�보유국은�미국임

▪ 질적인�측면을�같이� 고려한�시장력에�있어서�미국은�질적�수준과�시장력이�모두�높은� 국가로�나타남
▪ 프랑스와�독일은�시장력은�높으나,� 질적수준이�평균에�비해�낮은� 편으로�나타남
▪ 한국과�일본은�질적� 수준과�시장력이�모두�평균보다�낮은�국가로�나타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JP 299 1.073579 0.833333

KR 328 1.018293 0.333333

US 343 1.294461 1.993548

DE 72 1.361111 0.833333

FR 42 1.642857 0.083333

전체평균 41.43 1.1217147 1.638686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기술�분야의�주요�경쟁기술�및� 공백기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로�나타남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않은�공백기술�분야로�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 ◯

보행자�및�타차량�관련�상황�생성기술 ◕
돌발위험상황�생성기술 ◯

자율주행�모듈의�제어결과�기반� 시뮬레이션�생성기술 ●

시뮬레이션의�데이터를�자율주행모듈에�전달하는�기술 ◔
자율주행모듈의�주행명령을�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 ◯

※�●:� 500건�이상,�◕:� 300~499건,�◓:� 200~299건,�◔:� 100~199건,�◯:� 10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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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차량 시뮬레이터용 도로 정보 생성 방법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인식 주행시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차량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다물체동역학의 제어방법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시스템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인식 주행시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교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및 시스템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전자제어장치 및 운행 영상 데이터 기반 차량 운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및 운행 시뮬레이션 방법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과�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을�집중적으로�연구개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에서는� 차량� 시뮬레이터용� 도로� 정보� 생성� 방법� 등이� IT기업을�
중심으로�집중�연구개발�되고�있음

▪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인식� 주행시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차량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다물체동역학의� 제어방법� 등이�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있음

▪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에서는� 보행자� 도로횡단� 교통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이� 연구�
개발되고�있음

▪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인식� 주행시험�
시뮬레이션�시스템�등이� 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에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및�
시스템�등이�공공연구기관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에서� 전자제어장치� 및� 운행� 영상� 데이터�
기반� 차량� 운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및� 운행�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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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과�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로�

나타남

▪ 자율주행차량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율주행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산업,�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구동하기�위한�소프트웨어�산업�등을� 포함하는� 융복합�산업� 영역으로서�향후�

자율주행차량의�증가시�산업적�활용도는�대폭�증가할�전망임

▪ 자율주행차량의� 실제� 주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자율주행차량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이용한�데이터�축적이�많이� 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향후� 중소기업은� 공백기술분야인�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에�대한� 연구개발과�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과�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분야에서� 연구� 개발� 시�

기술� 매입이나�라이센싱�등을�통해�부족한�연구개발능력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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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연구개발�기관

 드라이빙�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기술�분야�주요�연구개발�기관

▪ 인하대학교�전기공학과/미래형자동차공학과�자율항법연구실(원종훈�교수,� autonav.inha.ac.kr)
-� 자율주행�시스템�및� 위성항법시스템�등� 2개� 분야를�융합� 연구

-� 교육용� 저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용� ADAS� 센서� 통합� 기술� 등� 분야별로�

특화된�사업� 중심의�연구� 개발

-� 단계적�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 (MILS� →� SILS� →� HILS� →� VILS� →�

실차� 프로토입�→� 주행시험장�내�시험� →� 공도로�주행시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최정단�박사)
-� 자율주행차�전반에�걸친� 심도� 있는�연구� 진행�

-� 2017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로� 공원에� 이르는� 일반� 도로� 580m�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시연

▪ ㈜이노시뮬레이션(innosim.com)
-� 산업전반에� 걸친� 체감형�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기술� 관련� 연구� 개발� 및� 제품� 시장� 출시(자동차,�

철도,� 중장비,� 국방,� 전시체험,� VR모션� 시스템�등)

-� 프랑스� Oktal사의�전문가용�고급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토탈�솔루션(ScannerStudio)� 판매� �

나.� 연구개발�인력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하대학교�

자율항법연구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시스템� 연구그룹,� 국민대학교� 자동차IT�

융합학과,� ㈜이노시뮬레이션,� ㈜한컴MDS� � 등에서�주로�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음

기관 소속 연구분야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미래형자동차공학과

자율항법연구실

•오픈소스기반�초저가�교육용�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

•단계적�드라이빙�시뮬레이션�기술�

국민대학교 자동차IT융합학과
•ADAS� 기술,� 자율주행/무인차� 기술� 분야� 및� V-cycle�
기반�편가�검증�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율주행시스템�연구그룹
•자율주행�자동차�관련�전반�기술

•시뮬레이션� 및� 가상현실(AR)�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기술

㈜이노시률레이션 -
•드라이빙�시뮬레이터�전�분야

•프랑스�Oktal사의�국내�에이젼시

㈜한컴MDS -

•자율주행�시스템/알고리즘�개발�전반적�기술�Solution�지원

•드라이빙�시뮬레이터�전�분야

•독일� dSpace사의�국내�에이젼시

[� 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분야� 주요� 연구조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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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이전가능�기술

(1)� 기술이전가능�기관�및� 세부내용

 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의�요소기술은�크게�기반기술,� 응용기술의�두� 개의�분류로�구분됨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미래형자동차공학과�

자율항법연구실�등이�있음

기관 이전�기술 내용

인하대학교�

자율항법

연구실

오픈소스기반�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초�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저가� 사용� 주행환경� 모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초적인� 차량�

동역학�모델링�및� ADAS�센서�출력�생성�기술

인하대학교�

자율항법

연구실

자율주행차�알고리즘�개발용�단계적�

드라이빙�시뮬레이션�기술

•MILS� →� SILS� →� HILS� →� VILS� →� 실차� 프로토타입� →�

주행시험장� 내� 시험� →� 공도로� 주행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다단계�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시스템� 개발� 과정에�

대한�제반�기술

인하대학교�

자율항법

연구실

자율주행�인공지능�알고리즘�학습데이터�

구축�기술

•오픈소스기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고퀄리티� 그래픽�

특성을�갖는� 자율주행차용� ADAS� 센서� 출력� dataset� 생성�

및�이를�이용한�일련의�인공지능�학습�기술

[� 드라이빙�시뮬레이터�기술�관련�이전� 가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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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자동차�부품�생산능력�우수

•(기술)�우수한� IT� 인프라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환경)�영세한�산업구조�및�자율주행�기술기반�낙후

•(기술)�핵심�원천기술�미흡

•(정책)�산/학/연�연계�미흡�및�기업�단독투자�능력�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 4차산업�도래에�따른�산업�패러다임의�변화

•(기술)�기반기술�연구·개발�및�국내�첨단� IT� 기술�

� � � � � � � � 활용�가능

•(정책)� R&D�분야의�높은�니즈

•(환경)� 생산지원� 인프라� 부족� 및� 선진국의� 자율차� � � � � � �

� � 분야�대규모�투자

•(기술)�글로벌�업체와의�기술격차�및�국내�전통�

� � � � � � � � 자동차�업계의�최신� IT� 분야�기술�혁신�이해�부족

•(정책)�미시적� R&D�정책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차량�다이나믹스�기술,�차량�제어,� 센서�모델링,�저가격화,�오픈소프트웨어,� IT/SW�게임�설계/개발,� GIS�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저가,� 고성능,� 현지화,� 다기능(지능형),� 유연한� 구조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제품�개발로�자율차� R&D�분야�시장�요구사항�대응

➜ 자율차� 개발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적용하여� 자율차� 개발� R&D� 분야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제품�개발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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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 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명�확정

요소기술 출처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커뮤니케이션 검증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가상 센서데이터 생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인지용 참값(Truth)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센서 인지값과 참값사이의 정합도 판단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서버에 동시 접속한 다중 사용자간 통신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율주행 알고리듬 성능 판단 및 점수화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분야�요소기술�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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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선정

요소기술명 설명

주변환경 생성 

기반기술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도로, 오프로드, 눈길, 도로의 

경사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하는 기술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도로 상황 및 위치에 따른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을 

생성하는 기술

ADAS 센서 

시뮬레이션 

기반기술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기존의 사고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에 임박한 

상황을 생성하는 기술

드라이빙 

스뮬레이터 

응용기술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속도, 가감속, 스티어링, 전조등 

온/오프)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기술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시뮬레이션 생성기술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터로 전달하는 기술

[�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분야�핵심� 요소기술�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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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9조� 9174억� 원으로� 세계� 시장에�

비해�아직�시장이�발달이�진행�중인�상황

 시장�성장률은� 34.2%인�세계�시장�성장률과�비슷한� 32.8%를�보이고�있음

 국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51.43%,� 4.37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88.68%)� >� 일본(77.14%)� >� 중국(66.80%)인� 것으로�파악

 특허�출원량은�특허�출원률이�가장�높은�미국,� 343건과�비슷한� 328건인�것으로�평가됨

 특허� 출원량은� 선진국과� 비슷한� 규모이나� 특허� 피인용지수에서�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특허의�질과�경쟁력이�낮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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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로드맵� �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65

드라이빙�시뮬레이터�소프트웨어

�� � � 65

※�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7.8 7.2 7.6 8.4 31.0 선정

보행자 및 타차량 관련 

상황 생성기술
7.8 7.6 7.2 8.0 30.6 선정

돌발/위험상황 생성기술 8.2 7.6 7.6 8.2 31.6 선정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
7.8 7.6 7.4 8.2 31.0 선정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

7.2 7.6 7.2 8.2 30.2 선정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 시뮬레이션에 

전달하는 기술

7.4 7.6 7.4 7.8 30.2 선정

커뮤니케이션 검증 기술 6.6 7.4 7.2 6.8 28.0

가상 센서데이터 생성 

기술
7.4 8.0 6.8 7.0 29.2

인지용 참값(Truth) 

생성기술
7.0 7.6 6.8 6.8 28.2

센서 인지값과 참값사이의 

정합도 판단 기술
6.8 8.0 7.0 6.8 28.6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기술
6.6 8.2 6.6 6.6 28.0

서버에 동시 접속한 다중 

사용자간 통신 기술
6.6 7.4 6.4 6.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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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장치





AR� 기반�실제�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

정의�및� 범위

▪ AR(가상환경)과� SILS/HILS/VILS의� 접목으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고상황을� 재현� 또는�
구현하는�장치

� *� SILS(Software-in-the-Loop� system),� � HILS(Hardware-in-the-Loop� system),

� � VILS(Vehicle-in-the-Loop� system)

정부지원�정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토대와� ICT�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2019년도� 예산�
3조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고용� 10%,� 수출� 20%,� 고성장기업� 30%� 성장� 목표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62억� 원을� 투입하여� 5G� 킬러콘텐츠인� AR/VR� 등� 디지털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가상현실�해외유통거점�구축과�글로벌�협력사업�발굴�등에� 총� 153억� 원을�투자할�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분야에� 2019년� 473억� 원이� 투입하는데,� 신설된� AR/VR�
콘텐츠�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선� 장애친화� 서비스와� 치매선별� 등� 국민체감형� 기술개발에� 50억� 원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범부처� 사업으로� 약250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디바이스� 원천,� 콘텐츠� 응용기술� 등� AR/VR� 중심의� 3대� 분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3월� 사업단을�구성해�과제� 기획� 실시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 AR�콘텐츠�제작�기술�보유

•(기술)�시뮬레이터�기반�모션�플랫폼�기술에�강점�보유

•(정책)� AR�응용분야�지원�강화

•(환경)�공간형� AR/VR�디스플레이�솔루션�시장�협소

•(기술)�기술개발�민간투자�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자율주행차�발전에�따라�시뮬레이션�장치�수요

� � � � � � � � 증가

•(정책)� AR/VR�기술�개발�지원�정책�실시

•(기술)� HMD�기반의�입체�디스플레이�상용화�지체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강점을�가진�시뮬레이션�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 시장�니즈에�적합한�플랫폼�개발에�집중
➜ AR/VR� 콘텐츠�제작,� 콘텐츠�유통�플랫폼을�제공하는�중소기업과의�적극적�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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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AR� 기반� 실제�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란� 실제�차량�주행�없이�차량의�운행환경을� AR� 기술을�

활용해� 모사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련의� 장치(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두�

포함)를� 통칭

▪ 3차원�공간상의�차량을�중심으로� 주변�환경(도로,� 건물,� 보행자�등)을� 실제에�가깝게�모사/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정지� 또는� 이동� 차량의� 다이나믹� 특성을� 고려한� 움직임을� 가상의� 환경에서� 모사/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Lidar,� Vision,� Radar,� GPS/INS,� V2X� 등� 각종� ADAS� 센서� 시스템을� 통한� 도로환경� 검지� 정보를�
가상환경에서�모사/생성할�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술

▪ 날씨,� 시간대,� 음영지역� 및� 도로� 환경(신호등,� 교통표지판,� 터널� 등)을� 가상환경에서� 가변적으로�
설정할�수� 있는�소프트웨어�기술

▪ 실제� 차량의� 제어부� (스티어링휠,� 가/감속기� 등)와� 연동하여� 차량의� 주행을� 하드웨어적으로� 모사할�
수�있는� 장치와의�입출력�소프트웨어�기술

 자율차� 개발� 시� 필요한� 사고� 상황에� 대한� 재현� 및� 구현은� 기존� 자동차� 기반�

시뮬레이션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한� 개발� 환경� 하에서의� 시뮬레이터� 이용�

필요하며� 또한� 구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AR� 기술을� 이용,� 보다� 실제와� 같은� 사고� 환경�

재현�가능

▪ 국내� 일부� 기업들에서� 자율주행� 알고리듬�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
외산� 자율주행차�알고리듬�개발용�드라이빙�시뮬레이터�제품을�보급� 시작,� 이에� AR� 기술� 적용� 가능

▪ 최근� 자율주행차� 알고리듬�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자율주행�
알고리즘/시스템� 개발� 시� 광대한� 양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이�

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가능하고�

인지/판단/제어를�통합적으로�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조성� 가능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용� 다양한� 센서� 데이터� 모사기능을�

포함하고�있으며,� 이를�효율적으로�이용하여�공도로�상� 실차�주행을�통한� ADAS� 센서�데이터�

취득� 없이� 고성능� 자율주행차� 알고리듬�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임�

▪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개발� 프로세스에서� 실제�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 기간� 단축.� 이에� 따른�
제작� 시간을�단축하고�궁극적인�설계에�대한�신뢰성을�높여�비용� 절감

▪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구성� 전에� SIL� (Software� in� the� Loop)� 기술을�
사용하여�새로운� ADAS� 기능을�개발하면서�테스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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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드의� 표준� 테스트�
절차� 및� 에지� 사용� 사례를� 이용하여�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매우�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차량�

시스템을�평가�가능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을� 첨가하여,� 상세한� 수학� 모델을�
사용하여�제어�및� 기타� 물리적인�서브시스템을�실험실에서�안전하게�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은� 기존과� 새로운� HIL(Hardware� in� Loop)� 장비에� 통합되어,� 사무용� 또는�
SIL� 해석용으로�개발된�동일한�모델을�사용하여�차량�수준의�제어� 및� 서브시스템�평가�가능

▪ 차량�동역학�소프트웨어는� ADAS� 엔지니어가�실제�테스트� 환경� 및� 상황을� 구성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여� 최종� 하드웨어� 검증� 기능� 강화.� 궁극적으로� 이�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경은,� 생산성을�

높이고�높은�제품� 품질을�보장하며�사전�및� 사후� 제작비용을�낮추는�효과�발생.

▪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서� 공통적인� 모델링� 환경을�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도구를�
표준화하는데�매우�유리하도록�작용

 디지털� 시장의� 성장으로� 인간과� 기기� 간의� 상호� 작용이� 심화되고� 있어서� 기기들의� 지능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환경도� 비약적으로� 첨단화,�

복합화�되고�있음

▪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드라이버를�루프에�넣어� ADAS� 시스템을�테스트하고�개발하는�데� 사용� 가능
▪ 다양한� 운전� 스타일� 및� 동작에� 대해� 테스트�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과�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를�얻을�수�있음

▪ 개발자와� 관리자는,� 모두� 실제� 운전자가� 실제� 상황에서� 프로토� 타입� 제어� 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작용할�수� 있도록�하여� 원하는�성능을�보장� 가능

 HMD는� Head� Mounted� Display의� 약어로써�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장착하는� 안경� 또는�

헬멧�형태의�디스플레이�도구를�말하며,� 영상을�눈앞에서�직접�보여줄�수� 있는�장점이�있음

▪ HMD는�눈� 바로� 가까이에�존재하는�초소형의�디스플레이에서�생성되는�이미지를�광학시스템을�통해�
확대시킴으로써�사용자에게�몰입감이�높은�가상현실을�체험할�수� 있도록�함

▪ 단안� HMD,� 양안� HMD로� 분류할� 수� 있으며,� 게임,� 항공,� 공학,� 의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몰입형�디스플레이의�대중적인�사례로�볼�수�있음

[� 소니� PS� VR,� 오큘러스�리프트,� HTC� 바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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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AR� 기반� 실제도로� 사고재현� 장치는� AR/VR� 콘텐츠� 활용을� 위한� 무선� 시뮬레이터� 구현/제어�

기술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바일� AR/VR� 콘텐츠� 설계/구현� 기술� 및� 사용자� 실감형� AR/VR�

콘텐츠의� 인터랙션� 제어� 기술,� 서버� 기반의� AR/VR� 콘텐츠� 저장/실시간� 전송� 기술� 등으로�

구성됨

 AR� 기반� 실제도로� 사고재현�장치를�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은� 현실세계�인지� 및� 모델링� 기술,�

실감형�콘텐츠�및�정보�증강�기술,� 실감�인터랙션�기술,� 혼합현실�체험�기술들을�지원

기술범위 세부기술

현실세계�인지�및�모델링�기술
현실의�영상과�컴퓨터그래픽(CG)을�이용하여�가상․증강의�혼합현실(Mixed�

Reality)� 공간을�생성하기�위한�기술

실감형�콘텐츠�및�정보� 증강�기술

객체별�인지가�가능하도록�모델링된�실감형�혼합현실�공간에서,� 객체의�오감�

속성과�관련� 텍스트,� 영상/CG․음성�등� 다양한�데이터나�정보를�시공간�제약�없이�
하나�이상의�시나리오에�의해� 스토리텔링이�되도록�구성하여�체험�가능한�실감형�

콘텐츠를�제공하거나�현실� 공간에�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는� 정보를�증강

실감�인터랙션�기술

현실과�혼합현실�공간과의�상호작용을�위해� 카메라/센서�등을�활용하여�사용자의�

요구를�모니터링하고�제스처,� 음성,� 촉감�등의� 다감각�인터페이스나�스스로�

기능을�표현․안내하는�유기적�인터페이스�등을�통해�콘텐츠나�정보와�상호�작용

혼합현실�체험� 기술 사용자의�오감�정보를�통해�미디어의�실감효과를�극대화하는�기술

[� AR� 기반� 실제도로�사고재현�장치�분야의�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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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확장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는� 실재감과� 몰입감이라� 할� 수�

있음

▪ 실재감과� 몰입감은� 이용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게� 생생한�
경험을�제공5)

▪ VR/AR은� 가상의� 환경� 혹은� 객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재감과�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미디어로�주목�받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부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시각�

기반데이터에� 재난관리정보를� 매칭하는� ICT� 기술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VR․AR�
기술은�그� 핵심이라�볼� 수� 있음

▪ 재난상황� 전파시간� 및� 재난상황� 파악시간을� 단축하고,� 3800여개� CCTV� 재난영상� 정보를�
통합ž연계하여�재난감지와�상황전파,� 대응복구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활용

▪ 국가재난정보센터(NDIC),� 재난안전데이터포털,�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가�

재난ž안전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OpenAPI를� 제공� 중� <NDIC:�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

 특히� 공공안전� 부문에서� 실제� 환경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정보를� 탐색� 및� 수집,� 관리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해졌으며� AR․VR의� 개념에� 안구�
추적�기술의�결합을�시키려는�시도가�이루어짐

▪ 가상지휘센터(Virtual� Command� Center,� VCC)가� 이러한� 기술의� 대표적� 응용사례로서,�
재난현장에� 수십� 명의� 관리자들이� 모여� 다중� 스크린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지�

않더라도� VR� 헤드셋을�사용하여�지휘센터를�운영할�수� 있게�됨

▪ 상용화를� 시도하는� 기업으로서� 모토로라가� 대표적이며,� 가상과� 현실의� 중간단계인�
혼합현실(Mixed� Reality)� 환경과�유사한�조건에서�이를�실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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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AR� 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AR�

시장규모를�통해�추측�가능

�

 Digi-Capital에� 의하면� 가상현실� 하드웨어� 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해� 성장이� 점차�

둔화될�것으로�전망되나�여전히�높은�성장가능성을�지니고�있음

�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6,000 16,500 29,900 77,800 202,280 525,928 260.2

*출처:� Digi-Capital,� 2015

[� 증강현실(AR)� 하드웨어�시장규모�및�전망� ]

 전� 세계� VR/AR� 시장� 규모는� 산업� 범위� 설정에� 따라� 상이하여� 조사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나,�

VR/AR� 산업�전반에�걸쳐�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됨

▪ 현재� VR/AR� 산업은� 비싼� 디바이스� 가격,� 부족한� 콘텐츠,� 하드웨어� 한계,� 소비자�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얼리어답터를�중심으로�소비�시장� 형성

▪ 주요� 글로벌� IT기업(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기기� 개발과� 콘텐츠� 개발의� 균형적인� 병행으로� 2~3년� 이내에� 주류� 산업으로� 안착할�

것으로�예상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IDC� Research(‘18) 14.1 27 45 75 125 209.2 71.6%

Superdata� Research 3.7 9.0 17.1 28.3 56.3 112.2 99.1

*출처:� Superdata� Research� ‘17� -�Whitepaper-ImmVRse-3.0.

[� 조사기관별�해외� AR/VR� 시장� 전망� ]

(단위:�억�달러,� %)

 매직� 리프사는� 구글,� 퀄컴,�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화제가� 된� 스마트� 폰이나� PC와�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 AR� 글라스� ‘매직� 리프� 원’(엔비디아� Tegra� X2� 시스템� 온칩� 탑재,�

128GB�메모리)을�출시(‘18.8)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는� 자체� 프로세서(퀄컴� 스냅드래곤� 821)와� 디스플레이(538ppi�

2560x1440� 해상도)를� 내장하고� 있으며� 100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독립형� VR�

헤드셋� ‘오큘러스�고’를� 출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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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별�해외� AR/VR� 시장� 전망� ]

 레노버는� CES� 2018에서� 독립형� VR헤드셋인� 미라지� 솔로(퀄컴� 스냅드래곤� 835� VR�

프로세서,� 4GB� 램,� 110도의�시야각�디스플레이�등)를�공개(’18.1)

 AMAZON社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인� 인공지능� Alexa를� AR� 스마트안경� 전문기업�

뷰직스(Vuzix)의� 뷰직스� 블레이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조작환경을�

구현하고자�함(‘18.1)

 HTC는� 퀄컴� 스냅� 드래곤� 835와� 6DOF의� HMD,� 홀로렌즈에서� 내세우고� 있는� 월드� 스케일�

트래킹을�지원하며,� 고해상도� AMOLED�디스플레이가�사용된�바이브�포커스를�발표(‘17.11)

 카네기멜론� 대학에서는� 컬러(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외� 환경에서� 원근거리에서� 사람의�

바디� 및� 손동작을�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픈포즈(Openpose)’� 알고리즘이�

개발(‘17.7)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 산하의� 포르쉐� 북미법인(PCNA)이� 자동차� 정비를� 위한� 안경형� AR�

'Tech� Live� Look'� 장비를� 미국� 189개� 대리점에� 도입하여� AR� 정비� 서비스� 확산에�

노력(‘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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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AR� 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AR�

시장규모를�통해�추측�가능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국내시장 7,000 7,800 8,700 9,700 10,700 11,900 11.22

*출처:� IITP,� ICT� R&D�중장기�기술로드맵� 2022�자료�재가공

[� AR/VR/MR� 국내� 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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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VR/MR� 국내� 시장규모� ]

 국내� 시장� 매출의� 대부분이� 디스플레이에� 편중되어� 있어� 타� 분야의� 성장에� 있어서는� 특히�

국내�중소기업의�매출�비중이�매우�낮음

▪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한� 다른� C-P-N-D� 분야� 중� 무선� 시뮬레이터가� 속한� 디바이스� 분야의� 경우,�
삼성의� 매출액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통해� 매출� 성장을�

기대할�수� 있는�글로벌�경쟁력�있는� 신규�사업모델의�발굴�및� 산업�활성화가�반드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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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1)� 기술개발트렌드

 AR/VR� 콘텐츠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위한� 제어� 기술의� 주요� 이슈는� 실시간� 입출력이�

필요한� AR/VR�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위한� 컴포넌트� 기술과� AR/VR� 공간속의� 3D� 가상�

객체의�사용자와의�연동�기술이�필요

▪ AR/VR� 콘텐츠� 저작도구� 상에서� 3D� 객체에� 대한� 트랜지션� 편집과� 디바이스� 입출력� 설정에� 대한�
동기화�필요

▪ 기존의� CCTV� 모니터링� 서비스는� 재해·재난� 관리� 객체에� 센서를� 부착하여� 현황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정의된� 상황기준과� 비교하여� 조건에� 맞을� 경우� 상황정보를� 알려�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최근에는� AR/VR� 콘텐츠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위해� 실시간� 입출력이� 필요한� AR/VR�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위한� 컴포넌트� 기술과� AR/VR� 공간속의� 3D� 가상� 객체의� 사용자와의� 연동�

기술이�필요

 인체�유해성�제거�기술�개발�필요성�증대

▪ VR� 체험은� 발작,� 인식상실,� 눈� 피로,� 근육경련,� 현기증,� 방향감각� 상실,� 구역질,� 졸음,� 피로� 등�
다양한�건강�문제를�야기

-� 현재� VR� 업체들은�사용설명서나�유의사항�등에서� 30분마다� 5-10분� 휴식할�것을� 권장하는�수준

▪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한� 기술개발� 및� 제품출시를� 통해�
고객� 설득력�향상� 가능

 고화질�영상�전송�속도�개선�및�지연�문제�해결�필요성�증대

▪ 현재�유선� VR� 디바이스에서도�고화질�영상�전송시간에�대한�지연�문제가�존재
▪ VR에서� 행동에� 따른� 구현� 가능한� 시간은� 최소� 90fps(20ms� 이하)이지만� 기존� 고화질�
평판디스플레이� 화면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K� 화면(양쪽� 4K)을� 120fps� 속도로�

전송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해결할�수� 있다면�파급효과가�매우�높을� 것으로�기대

▪ 현재� 나온� 실시간� 인코딩� 기술과� 고속� 무선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 통신에서� 지연이� 발생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 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고화질� VR� 콘텐츠를� 지연� 없이�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사업자와의� 연계가� 불가피하므로� CDN�

사업자들에게도�새로운�사업기회가�될�것으로�전망

 신뢰성� 높은� 콘텐츠� 개발� 및� 유통을� 위해� 기술표준화와� 콘텐츠� 검증/관리,� 안전시스템� 인증�

등을�위한�체계�마련

 제공� 정보로� 인한� 시각적� 혼란,� 실제� 사물과의� 혼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예시:� 투사되는�콘텐츠�표면에�안내문�의무화�및� 콘텐츠�크기�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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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가상·증강현실� 관련� R&D투자� 주체는�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간�

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

-� 향후� 2~3년간은�정부가�총� R&D투자의�약� 70%� 정도를�차지

-� ʼ18년� 이후� 서서히� 민간� 투자가� 늘어,� ʼ23년부터는� 민간� 투자�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국내�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술의� 연구단계별� 투자현황은� 현재� 기초� 연구� 중심이며,� 향후�

응용·개발�단계의�투자로�확대�예상

-� 증강·가상현실� 관련� 기초-응용� 단계별� 개별� 투자� 비율은� 기초� 연구의� 비중이� 70%수준으로�

상대적으로�높음

-� ʼ23년�이후에는�응용개발�분야에� 64%� 정도로�기초연구보다�더�높은� 비중을�차지할�것으로�기대

 HMD� 디바이스� 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체계라고� 한다면� 시뮬레이터� 산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분야

▪ AR/VR� 무선� 시뮬레이션�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한� 가상공간� 및� 증강현실�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제약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는�직접�경험하지�못하는�상황을�체험할�수� 있는�체감형�콘텐츠를�표현하고�운용하는�기술

▪ 시뮬레이터는� 실제의� 환경과� 거의�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계� 장치로� 실제로�
체험하기�어려운�상황에서�주로�쓰임

-� 예를� 들어� 비행� 시뮬레이터는� 비행기� 조종사� 훈련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장치로,� 조종사의� 시계와�

조종석을�움직이는� 2종류의�주요한�기능을�수행하는�컴퓨터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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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전� 세계� 주요� ICT기업들은� 가상·증강현실에� 대한� 과감한� 인수�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

▪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Hololens)� 발표,� 애플의� 메타이오(Metaio)� 인수,� 인텔의�

레콘(Recon)인수,� 삼성의� 포브(FOVE)� 인수� 등� 가상/증강현실과� 관련된� 인수� 및�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중

▪ 페이스북(Facebook)은� 지난� 3월� 가상현실� 게임용� 헤드셋(HMD,� Head� Mounted� Display)� 기업인�
오큘러스(Oculus� VR)를� 약� 20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인수

▪ 소니는� 지난� 6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발표회에서� PS4용� 가상현실� 헤드셋� ‘모피어스’를�
공개하였으며,� 삼성전자�역시�오큘러스와�협력하여�가상현실�헤드셋�개발에�착수

▪ Qualcomm은� 이미� 2010년� 오스트리아� 가상현실� 기업인� 이매지네이션(Imagination)을� 인수하여�
연구센터를�설립

▪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인텔(Intel)� 등도� 가상현실� 관련� 특허의� 출원·매입과� 기술�
투자를�진행�중

▪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Youtube도� 개인이� 제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손쉽게�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VR�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 중�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Digi-Capital�

조사에� 의하면,� 2015년� 가상·증강� 현실� 부분� 총� 투자액은� 약� 6억� 8,600만� 달러� 규모이며� 비디오�

개발� 및� 게임� 부분에�가장� 많은�투자가�이루어�짐

▪ 2016년� 가상·증강현실에� 대한� 투자액은� 이미� 두� 달� 만에� 총� 11억� 달러를� 돌파하여�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상의�투자액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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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업체동향

 스마트폰� 기반� HMD*� 기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ʼ17년� 이후� 기기� 시장의�

mega-trend로�예상되는� EGD**� 기기는�해외�대비�경쟁력은�취약

*� HMD� :� Head�Mounted� Display

**� EGD� :� Eye-Glasses� Display

 고화질/고시인성� 마이크로� 영상� 엔진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신규개발*로� VR� 디바이스� 완성도�

제고전략�필요

*�예)�고화질의�디스플레이와�빠른�반응속도의�센서�집적화�등�고도화기술

 어지럼증,� 멀미� 등� 인체안전성에� 대한� 연구� 등� 촉감� 인터렉션� 기술은� 초실감� 촉감을� 줄� 수�

있는�글로브�또는�슈트�형태로�발전하고�있으나,� 국내�개발보다는�해외�기술�의존

*�예:�인간친화형의�초실감�촉감을�줄�수�있는�고�해상도�형태의�촉감� UI/UX�소자�개발에�대한�연구�등

 (SW·콘텐츠)� VR운영·저작도구� 및� 콘텐츠� 유통플랫폼� 등� 모두� 해외� 경쟁력이� 높아� 국내�

개발보다는�해외�기술�의존

*�언리얼엔진,�유니티�등�고품질�VR저작도구는�저가공급�및�개방화�전략을�통해�개발자�확보�중

**� Google,�페이스북,�MS�등� VR서비스를�통해�자사플랫폼�경쟁력�유지�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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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동향

◎� AR기반�실제�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율주행차량의� AR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기술�등이�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A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도로,� 오프로드,� 눈길,� 도로의� 경사� 등)을�

시뮬레이션을�통해�생성하는�기술�

기상/계절/주야별�상황�

생성기술
B

돌발적�기상상황(안개,�눈,�비,�번개)등의�상황�및�다양한�시간(일몰,�일출�

등)에� 나타나는� 눈부심,� 시야� 제한�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하는�

기술�

다시점� AR영상�제작�기술 C
사고시� 각� 사고객체별� 시점,� 제3자� 시점,� 항공시점에� 따른� AR영상�

제작� 기술(EX,사고차량A�시점,� 사고차량B� 시점)�

실제� 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인터페이싱�기술
D

AR� 영상을� 통해� 가상� 환경과� 실제� ADAS� 카메라� 센서� 환경을�

결합함으로서� 사고�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주행� 시험을� 실제�

차량에서�수행� 가능하게�하는�기술

실제�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센서�시뮬레이션�

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

E

AR�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 환경과� 실제� ADAS� 센서(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GPS/IMU� 등)� 환경을� 결합함으로서� 사고�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주행�시험을�실제�차량에서�수행�가능하게�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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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AR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 13 11 9 1 34

기상/계절/주야별�상황�생성기술 16 32 6 7 71

다시점� AR영상�제작�기술 1 1 0 0 2

실제� 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인터페이싱�기술 44 96 6 17 189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센서�

시뮬레이션�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
36 119 18 33 238

합계 110 259 39 58 534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유럽,� 일본�국적� 출원인�순으로�나타남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출원인이�상대적으로�적은�출원량을�보유하고�있음

▪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유럽,� 일본국적�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음

▪ 다시점� AR영상�제작� 기술은�전체적으로�관련�특허� 출원� 실적이�미미함
▪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의�출원인이�상대적으로�적은�출원량을�보이고�있음

▪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분야에서도�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유럽,� 일본국적의� 출원인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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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D)와�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A)� 분야의�

출원� 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간� 인터페이싱� 기술(E)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나타남

▪ 한국국적� 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 등락을�거듭하긴�하지만� 비교적�꾸준히�출원량이�높아지는�경향을�
보이고�있음

*� 2017~2018년은� 미공개�출원이�존재하여�출원�수가� 적게� 보이는�구간으로,� 시계열�동향을�파악할�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함

▪ 외국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도� 한국국적� 출원인과� 비교적� 빠른� 2013년경부터� 꾸준히� 출원량이�
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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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

•포스코�아이씨티

•(주)이노시뮬레이션

•Mitsubishi� Heavy

•� IT기업�위주

•포스코�아이씨티,�

� � ㈜�이노�시뮬레이션�등

기상/계절/주야별�상황�

생성기술
◔

•Honeywell

•Iteris

•Baidu

•공공연구기관�중심

•현대케피코,�

� � 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부품연구원등

다시점� AR영상�제작� 기술 ◯ - -

실제� 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기술
◕

•엘지전자

•삼성전자

•Microsoft

•대기업�중심

•엘지전자,� 삼성전자,� �

에스케이플래닛�등

실제�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센서�시뮬레이션�

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

●

•엘지전자

•Sensel

•삼성전자

•대기업�중심

•엘지전자,�삼성전자�등

� � � � � � � ※�●:� 200건�이상,�◕:� 150~199건,�◓:� 100~149건,�◔:� 50~99건,�◯:� 50건�미만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포스코� 아이씨티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이노시뮬레이션�등의�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기상/계절/주야별�상황�생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Honeywell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Iteris,� Baidu�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다시점� AR영상�제작�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다시점� AR영상�제작� 기술�분야는�출원건수가�매우�미미함

 실제�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인터페이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실제�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분야는�국내� 대기업인�엘지전자가�가장�많은� 특허를�
보유하고�있으며.� 그� 다음으로는�삼성전자가�다수의�특허를�보유함

 실제�차량장착�ADAS�센서와�AR기반�센서�시뮬레이션�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 분야는�
국내기업인� 엘지전자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Sensel,� 삼성전자� 등이�

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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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에서는�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이�

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특허출원은�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일본은�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교통신호�및� 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유럽은�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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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64를� 상회하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이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역시�미국으로�나타남

▪ 미국은� 시장력과� 질적� 수준� 모두�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수준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남

▪ 일본은�시장력은�평균보다�높으나,� 질적수준은�평균에�비해�많이� 낮은� 수준으로�조사됨
▪ 한국은�시장력과�질적수준이�모두�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JP 39 2 0.5

KR 110 1.327273 0.8

US 259 1.671815 2.87619

DE 27 1.37037 2.125

CN 23 2 0

전체평균 22.61 1.642322 2.346939

◎� AR기반�실제�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분야의�주요�경쟁기술�및� 공백기술

 AR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과�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이며,� 공백기술은�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과�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로�나타남

▪ AR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에서�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

분야는�아직까지�출원이�활발하지�않은�공백기술�분야로�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교통신호�및� 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 ◯

기상/계절/주야별�상황� 생성기술 ◔

다시점� AR영상�제작�기술 ◯

실제�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기술 ◕

실제�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센서� 시뮬레이션�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 ●

※�●:� 200건�이상,�◕:� 150~199건,�◓:� 100~149건,�◔:� 50~99건,�◯:� 5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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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교통신호�및�도로/지형상황�생성기술 •차량�시뮬레이터용�도로�정보�생성�방법

기상/계절/주야별�상황�생성기술 •자율주행�자동차�영상인식�주행시험�시뮬레이션�시스템

다시점� AR영상�제작� 기술 -

실제�차량장착�카메라와� AR간�인터페이싱�기술

•차량용�사용자�인터페이스�장치�및�차량

•실제� 객체� 및�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생체기계적� 기반의�

안구�신호를�위한�시스템�및�방법

실제�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센서�

시뮬레이션�데이터간�인터페이싱�기술
•차량용�작동�모드를�선택하는�방법�및�시스템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과�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에서는� 차량� 시뮬레이터용� 도로� 정보� 생성� 방법� 등이� IT기업을�
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인식� 주행시험�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이� 공공연구기관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다시점� AR영상�제작� 기술�분야는�전체적으로�관련�특허가�거의� 없는� 분야임
▪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에서는� 차량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및� 차량과�
실제� 객체� 및�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생체기계적� 기반의� 안구� 신호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등이� 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에서� 차량용� 작동�
모드를�선택하는�방법�및�시스템�등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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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AR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과�기상/계절/주야별�상황�생성기술로�나타남

▪ 자율주행� 차량의� AR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는� 자율주행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산업,�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

영역으로서�향후�자율주행차량의�증가시�산업적�활용도는�대폭�증가할�전망임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과�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연구개발능력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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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연구개발�기관

 AR/VR� 무선�시뮬레이터�분야�주요�연구개발�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VR/AR기술연구그룹� :� 디지털테마파크기술,� 콘텐츠� 연동� 실감� 감상음향기술,�

VR/AR/MR� 융‧복합� 콘텐츠기술,� 가상현실/증강현실� 게임콘텐츠기술,� 체험형/스포츠� 게임콘텐츠기술,�
융복합�엔터테인먼트콘텐츠기술,� VR콘텐츠�서비스�플랫폼�기술� 개발

-� 미디어연구본부�실감AV연구그룹

-� 기가서비스연구부�차세대영상연구실

-� 기가서비스연구부�실감감성플랫폼연구실

▪ 전자부품연구원
-� 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 콘텐츠응용연구센터� :� 융‧복합� 콘텐츠� 기술,� 콘텐츠� 응용서비스� 기술,�
콘텐츠�융합� 임베디드� SW기술,� 몰입형�콘텐츠�기술� 등� 연구개발

◎�연구개발�자원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중소기업�대상�시설�및� 장비�지원

▪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Rental� Lab)�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동연구� 수행�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원�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근접� 지원을�통해� 기업의�생산성�및� 경쟁력을�높이고�있음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비활용� 종합포털사이트� ZEUS를� 통해�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고�모두가�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최상의�서비스를�제공

▪ 산업기술개발� 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e-Tube�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e-Tube를� 통해� 산업기술� R&D에� 필요한�연구장비를�보다�쉽고,� 빠르고,� 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한전전력연구원� ‘전력� VR/AR� 실증� 실험실’� 구축
-� 가상공간에서�전력설비�유지‧보수,� 훈련�콘텐츠�개발�등�전력산업에� VR,� AR� 기술의�적용� 확대� 목표
-� 가상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3차원� 스캐너,� 360도� 카메라� 등의� 가상공간� 제작� 장비,� HMD,� CAVE�

등� 사용자에게�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설비,� 촉각,� 움직임� 등�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설비�등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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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인력

 AR기반� 실제도로� 사고재현� 장치� 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주로�

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음

 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VR/AR�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개최

기관 부서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VR/AR기술연구그룹

미디어연구본부�실감AV연구그룹

기가서비스연구부�차세대영상연구실

기가서비스연구부�실감감성플랫폼연구실

한국기계연구원 4차산업혁명� R&D센터

전자부품연구원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미래기술교육연구원
VR/AR을� 위한�주요�핵심� 요소기술�개발과�적용방안�

전문가�과정

[� AR� 기반� 실제도로�사고재현�장치�분야�주요� 연구조직�현황� ]

다.� 기술이전가능�기술

(1)� 기술이전가능�기관�및� 세부내용

 기술이전이�가능한�기관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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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 AR�콘텐츠�제작�기술�보유

•(기술)�시뮬레이터�기반�모션�플랫폼�기술에�강점�보유

•(정책)� AR�응용분야�지원�강화

•(환경)�공간형� AR/VR�디스플레이�솔루션�시장�협소

•(기술)�기술개발�민간투자�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자율주행차�발전에�따라�시뮬레이션�장치�수요

� � � � � � � � 증가

•(정책)� AR/VR�기술�개발�지원�정책�실시

•(기술)� HMD�기반의�입체�디스플레이�상용화�지체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강점을�가진�시뮬레이션�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 시장�니즈에�적합한�플랫폼�개발에�집중
➜ AR/VR� 콘텐츠�제작,� 콘텐츠�유통�플랫폼을�제공하는�중소기업과의�적극적�협업� 필요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요소기술�도출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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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확정

[� AR기반� 실제� 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분야� 요소기술�도출� ]�

요소기술 출처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사고대상의 사고 재현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충돌특성 DB 구축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충돌역학에 기반한 충돌 재현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피해규모 평가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사고원인 분석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간 

인터페이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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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적합한�핵심요소기술�선정

구분 요소기술 개요

주변환경 

생성 

기반기술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도로, 오프로드, 눈길, 도로의 경사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하는 기술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돌발적 기상상황(안개, 눈, 비, 번개)등의 상황 및 다양한 

시간(일몰,  일출 등)에 나타나는 눈부심, 시야 제한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하는 기술

AR/VR 

컨텐츠 

설계/구현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
사고시 각 사고객체별 시점, 제3자 시점, 항공시점에 따른 AR영상 

제작  기술(EX,사고차량A 시점, 사고차량B 시점)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

AR 영상을 통해 가상 환경과 실제 ADAS 카메라 센서 환경을  

결합함으로서 사고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주행 시험을 실제 

차량에서 수행 가능하게 하는 기술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간 

인터페이싱 기술

AR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 환경과 실제 ADAS  센서(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GPS/IMU 등) 환경을 결합함으로서 사고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주행 시험을 실제 차량에서 수행 가능하게  

하는 기술

[� AR기반� 실제� 도로환경�사고재현�장치�분야� 핵심요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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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AR� 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7,800억� 원으로� 1조�

6500억� 달러�규모인�세계�시장에�비해�아직�시장이�발달�중인�상황

 시장�성장률�또한�급성장하는�세계�시장�성장률에�비해�성장�속도�가속화가�필요한�상황�

 국내� AR� 기반� 실제� 도로환경� 사고재현� 장치�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53.16%,� 5.6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91.49%)� >� 일본(85.40%)� >� 중국(66.72%)인� 것으로�파악

 특허� 출원량은� 특허� 출원률이� 가장� 높은� 미국,� 259건에� 비해� 낮은� 수치인� 110건인� 것으로�

평가됨

 특허� 출원량에� 비해� 특허� 피인용지수에서� 약� 3.75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특허의� 질과�

경쟁력이�낮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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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로드맵�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교통신호 및 도로/지형상황 

생성기술
7.0 7.4 7.2 7.8 29.4 선정

기상/계절/주야별 상황 

생성기술
7.0 7.4 7.0 7.6 29.0 선정

사고대상의 사고 재현 

기술
6.8 7.2 6.4 6.6 27.0

충돌특성 DB 구축 기술 7.2 7.4 6.2 6.8 27.6

충돌역학에 기반한 충돌 

재현 기술
6.6 7.4 6.4 6.6 27.0

다시점 AR영상 제작 기술 7.4 7.8 7.6 8.0 30.8 선정

피해규모 평가 기술 6.0 6.6 6.4 6.6 25.6

사고원인 분석 기술 5.6 7.0 6.2 7.0 25.8

실제 차량장착 카메라와 

AR간 인터페이싱 기술
7.8 7.4 7.8 7.8 30.8 선정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AR기반 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간 

인터페이싱  기술

8.2 8.2 7.6 7.6 31.6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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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정의�및� 범위

▪ 라이다(LiDAR)는� 펄스� 광원을� 방사한� 뒤,� 반사되는� 펄스를� 검출하여� 거리와� 위치� 정보를� 얻는� 기술.�
광학부품,� 기계적� 구동부,� 레이저� 소스,� 센서,� 제어모듈�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 단위인데,� 저가형�

라이다는�소형�모듈화�및� 패키징을�통해�가격을�낮추고�소형화를�목표

▪ 저가형� 라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소형화가� 필요하며,� 모듈화를� 위해서는� 세라믹� 기판� 내� 실장을�
포함한� 패키징기술이� 필요.� 차량,� 드론� 등� 이동기기에� 주로� 사용되므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며,�

소형화에�따라�에너지밀도가�증가하므로�높은�수준의�방열�대책기술이�필요

정부지원�정책

▪ 자율주행자동차�산업에�핵심적�부품산업에�해당.� 자율주행차�관련�정부지원�정책�다수� 진행
▪ 인공지능,� 통신기술,� 부품기술,� SoC� 등� 분야의� 요소기술을� 필요로� 하여� 높은� 수준의� 융합기술이�
요구됨

▪ 라이다융합산업�협의체를�통한�지원.� 정부와�광주광역시�지원을�통한� 개발·평가�기반구축�추진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응용연구�및�빠른�상용화�제품개발�기술�

•�국내�자동차�기업과의�협업�체계

•�다양한�소재,� 부품,�시스템�관련�기술

•�기술력�및�고급�인력의�부족

•�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중소기업의�개발역량�약화

•�산업분야�간�연계�협력�체계의�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자율주행차,�드론�등�응용�분야의�급격한�성장�

•�정부�및�민간�차원의� R&D�투자�확대

•�국내�부품업체의�사업영역�확대,� 기술�향상

•�중국�등과의�기술격차�감소

•�원천�기술의�부족,�선진�업체의�기술�및�시장�주도

•�신뢰성�부족,� 수요기업의�기피로�인한�상용화�차질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확보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학·연·산� 협력� 체계� 등� 요소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고도화된� 제품�
개발� 전략�추진.� 첨단�소재·부품� 산업의�고도화�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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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빛을� 이용하여� 주위�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광원을� 방출한� 뒤�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거리� 및� 방향� 정보를� 획득.� 광원은�

주로� 펄스� 형태의� 레이저� 소스를� 이용하며,� 센서는� CCD·CMOS� 이미지센서� 또는� 어레이로�

배열된� 광센서(APD;Avalanche� Photo� Diode)가� 이용� 가능.� 기본적으로� 거리,� 방향� 정보는�

광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외� 파장� 분석을�

통해�가스,� 기상�분석�등에도�응용이�가능

＊출처� :� soslab,� eeNews

[� LiDAR� 및� LiDAR� 이미지� ]

� � �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에� 있어� 주위� 인식� 기술,� 인지·판단� 기술,� 제어� 기술� 등이� 필요.� 그� 중�

주위�인식에�라이다(LiDAR)가�주로�사용.� 자율�주행�자동차�뿐� 아니라�드론,� 기상�분석,� 생산�

장비,� 로봇� 등� 활용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 광원을� 이용하므로� 전파보다� 직진성이� 좋다는�

장점이�있는�반면,� 투과가�불가능하므로�얻을�수� 있는�정보가�한정적이라는�단점도�존재

 라이다의� 구성요소는� 레이저� 발생장치,� 레이저를� 송·수신하기� 위한� 광학장치,� 광학센서,�

제어장치�등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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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reSIS

[� LiDAR� 블록� 다이어그램� ]

▪ 거리� 산출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이미지� 센서는� 고속� frame� rate� 특성이� 요구되며,� 셔터� 방식� 또는�
위상�변조� 방식� 이용

▪ 먼지,� 배기가스,� 우천,� 안개�등에� 의한� 영향도를�낮추기�위한� 높은�수준의�잡음�제거기술이�요구됨
▪ 1D� 라이다는� 선형이며,� 사물과의� 거리를� 판정.� 2D� 라이다는� 평면형이며,� 평면� 방향으로�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광선을� 회전� 가능.� 광원의� 송신과� 수신은� 회전과� 동기화되어야� 하므로� 스캔� 빈도나�

각(angle)� 해상도에�따라�회전속도가�변화

[� 2D� LiDAR� 개념도� ]�

　　　　　　　　＊�출처� :� CreSIS

▪ 3D� 라이다는� 수직적인� 방향으로도� 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다층의� 센서를� 수직� 방향으로� 각도를�
다르게� 배치하여� 3D� 영상을� 구현� 가능.� 송수신부가� 복잡해지므로� 시스템이� 복잡하고� 정보처리량도�

증가.� 패키징� 기술이� 어렵고,� 상용화가� 까다롭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인� 3D� 라이다� 구현� 방식에�

해당�함.� 또한� 수직�방향의�해상도가�상대적으로�떨어지며,� 소형화가�어렵고�제작비용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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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층�배열� 구조의� 3D� 라이다� ]

　　　　　　　　　　　　＊출처:� SICK

 단일�패키징�집적기술

▪ 레이저� 발생장치,� 수신장치,� 제어장치� 등은� 별도� 블록으로서� 제작되어� 라이다� 시스템� 안에� 집적.�
소형화,� 저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 집적화가� 필요한데,� 레이저� 광원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기계적� 강도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서는� 세라믹� 패키지가� 가장�

유력한�소재임.� 세라믹�패키징�안에� 레이저�다이오드,� MEMS� 거울,� 광학�렌즈,� 이미지�센서,� 제어용�

IC가� 집적될� 수� 있으며,� 각� 요소기술이� 개발� 단계에� 있음.� 각� 요소기술� 외� 시스템� 단위� 열해석,�

신뢰성�검증기술이�필요

[� 라이다를�위한�세라믹�패키징� ]�

　　　　　　　　　　　　　＊출처:� kyocera

 기술개발�동향

▪ 모터에� 의한� 구동방식은� 기계적� 부품을� 필요로� 하므로� 부피가� 크고,� 소모전력이� 많으며,� 제어가�
복잡하여� 소형화,� 저가격화에� 불리함.� 기계적� 모터� 구동부를� 없애기� 위한� 대안� 기술로서� � MEMS�

거울을� 이용한� 기술이� 연구� 중.� MEMS� 거울은� 라이다를� 회전하지� 않고도� 수신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신이� 가능하게� 함.� 또한� 레이저� 광원은� 단일� 레이저� 광원� 사용� 가능.� 수신� 광학소자는�

어레이로�배치하는�기술이�필요하며�그� 외� CCD나� CMOS� 이미지�센서가�대체�소자로서�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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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분야

▪ 자율주행과� 같은� 선박·차량·항공� 이동수단,� 드론,� 로봇,� 공장자동화,� 군사� 등� 다양한� 응용분야�
존재함.� 그� 외� 위상� 분석� 기술� 등으로� 응응하여� 기후� 관측에도� 활용� 가능하며,�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또는� 토양�상태� 감시� 등� 활용분야가�확장되고�있음

[� 라이다�응용분야� ]

농업 : 태양광 노출 지도, 지형 기울기 정보, 농작물 밀도 감시 등

삼림 관리 : 삼림 관측 및 관리, 산불 감시 

환경 평가 : 자연 훼손(지형, 오염)·생태계 감시, 빙하 감시, 하천 범람 감시, 기후 변화 감시

천연자원 탐사 : 가스, 광물자원 등

엔터테인먼트 : 게임 

사고현장 관리 : 사건, 사고 현장 정보 관리

자율주행차 

군사용 : 자동화 무기, 정밀 군사 지도

쓰나미 모델링 및 감시
＊출처:� Grind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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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라이다의� 주요� 구성부는� 레이저,� 광센서,� 광학부품� 및� 스캐너,� 제어� 및� 신호처리� IC로� 구성.�

비교적� 산업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산업이어서� 별개의� 기업군이� 분포� 중.�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 보았을� 때� 각� 구성품의� 조합� 및� 제어� 기술이� 요구되며,� 융합적인� 기술을�

요구한다는�것이�특징�

▪ 각� 구성부에� 해당하는� 산업은� 응용분야가� 다양하여� 주로� 별개�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이다�개발을�위한� 각� 산업영역�간� 협업이�요구되며,� 학·연·산� 협력체계�구축이�유리함�

� 전략품목 제품분류�관점 세부기술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광학

기술
광학�렌즈

•레이저�송·수신을�위한�렌즈

•투과도,�반사도,�광학�정렬�기술

신호

처리�

기술

외란�강건형�

객체�검출

•거리,�각도�분해능�성능�향상

•강우,�안개,�먼지�등�외란�요소를�배제할�수�있는�강건�신호처리�기술

객체�트래킹 •감지된�객체의�추적�알고리즘�기술

광소

자기

술

레이저�

발생장치
•레이저�다이오드� :� 소형화,� 신뢰성확보,�방열기술,�고출력

광센서

•다중�배열�수신소자

•CCD,� CMOS� 이미지�센서

•고속�프레임�성능

패키

징기

술

MEMS�거울 •MEMS�거울을�이용한�스캐닝�기술

세라믹�패키징 •단일�패키징을�위한�세라믹�패키징기술� :� 방열,�소형화

[� 제품분류�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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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관점

 라이다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응용분야가� 다양하지만� 관련� 기술의� 성숙도가� 낮은� 편이며,� 가격적으로도� 아직�

고가에� 해당함.� 라이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응용분야가�

다양하게�확장될�것으로�예상되는�분야

▪ 1D� 라이다는� 선형에� 해당하므로� 구현이� 쉬우며� 다수� 상용화되어� 있음.� 2D,� 3D화를� 위한�
요소기술은� 광학기술,� 제어기술,� 신호처리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분야

▪ 라이다의�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 및� 구조� 등도� 다양한� 분야임.�
대기업보다는� 능동적� 대응이� 비교적� 쉬운�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분야에� 해당하며,� 스타트업� 또는�

벤쳐� 형태의�기업에서�시작하는�경우가�다수

▪ 기본적인� 광학기술,� 신호처리기술,� 광소자� 기술� 뿐� 아니라� 소형화를� 위해� 패키징기술,� MEMS�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기술적� 융합이� 경쟁력에� 중요� 요소에� 해당하므로� 기업� 간�

네트워킹을�이용한�접근이�유리

� 전략품목 공급망�관점 세부기술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량용�객체�인식�및�추적�기술

•외부�방해요소(안개,� 먼지,� 강우� 등)에� 대한� 강건성이�확보된�신호처리�

기술

•소형화,�저가�확보를�위한�패키징�기술�및�MEMS�미러�기술

•고신뢰성�확보

항공,� 드론

•항공,�드론�분야�응용을�위한�고정밀도�확보

•소형화,�저가�확보를�위한�패키징�기술�및�MEMS�미러�기술

•항공�탑재를�위한�소형화�기술

•고신뢰성�확보

공장�자동화,� 로봇

•공장�자동화를�위한�자동화�장비의�주위�환경�인식기술

•로봇의�자율�구동을�위한�주위�환경�인식기술

•소형화,�저가�확보를�위한�패키징�기술�및�MEMS�미러�기술

•고신뢰성�확보

기타

•환경�관측�및�감시를�위한�신호처리�및�해석�알고리즘�기술

•군사용�고신뢰성,�고정밀도의�라이다기술

•안전성�확보� :�인간�오류�및�인간�보호를�위한�기술

•소형화,�저가�확보를�위한�패키징�기술�및�MEMS�미러�기술

•고신뢰성�확보

[� 공급망�관점�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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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라이다는� 자율주행차� 산업에� 의존성이� 높음.� 라이다의� 도입� 및� 활성화는� 자율주행차� 산업에�

연동되어�진행될�것으로�예상

▪ 자율주행차는� 주위� 환경� 인식이� 기본� 요구기술이며,�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은� 레이다,� 초음파,� GPS,�

카메라,� 라이다�등이� 있음

▪ 각� 기술은� 주·야간� 환경,� 강우,� 먼지,� 안개,� 난반사,� 인식� 객체의� 재질이나� 크기� 등에� 대한� 인식능력

이� 각각� 다름�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고는� 트럭의� 옆면� 인식� 오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식�기술에�대한�신뢰성�문제가�대두되었음

▪ 여러� 가지� 인식� 기술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적� 위치에� 있으나� 상호� 보완적인� 복합� 시스템이�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됨.� 복합�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화,� 복합적� 인지� 기술,� 시스템의� 경제성� 확

보�등�난제가�다수�있음

▪ 라이다가�자율주행차�산업에�의존성이�높다는�점과� 유사하게�자율주행차�또한�라이다에� 대한� 의존성

이� 높음.�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기업� 투자,� 벤처� 창업지원� 등�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음.� 산업� 협력� 생태

계�사례로서�관심이�집중되는�중

▪ 자율주행차는� 구글이� 선도적으로� 개발한� 상태이며,� 4단계� 완전� 자율주행� 단계까지� 기술개발이� 이루

어진� 상태.� 자율주행차�분야는� 정부의� 자율주행� 시험� 승인� 등� 정책적� 지원과�민간� 및� 연구소의�기술�

개발이�복합적으로�필요

▪ 자율주행차의�연구개발은�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정책적�지원� 및� 기술개발�투자가�본격� 이루

어지고� 있음.� 국내� 기술은� 5년� 내외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정책� 및�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로�격차�감소� 목표

 라이다는� 레이저� 발생장치,� 광센서,� 신호처리� 기술,� SoC� 기술,� 제어� 기술,� 패키징� 기술,�

MEMS� 기술� 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융합�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적으로�고난이도�산업에�해당

▪ 라이다는� 센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 센서가� 감지를� 위한� 신호를� 생성하지� 않는� 반면�

레이다는� 별도의� 광원을� 송신하여� 해당� 광원을� 수신하여� 주위를� 인식한다는� 차이가� 있음.� 송·수신�

과정을� 위한� 기술적� 난제가� 존재하며,� 현재� 대부분의� 2D� 라이다는� 모터를� 이용한� 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2D� 인식을�확보하고�있음

▪ 모터� 회전� 방식은� 라이다의� 정밀도,� 초당� 프레임�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함.�

이러한�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해� 다중� 송·수신� 장치를� 이용한� 접근� 방식도� 존재하지만� 기술적�

구현이�어렵고�시스템이�복잡해지는�등의�문제가�존재

▪ 단일� 펄스� 방식의�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고,� 수신은� MEMS� 미러를� 이용하여� 광원� 수신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MEMS� 미러의� 신뢰성� 확보,� 단일� 펄스� 레이저�

소스를�위한�레이저�다이오드,� 드라이버� IC,� 고방열�패키징�기술의�확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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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반기술의� 개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가�

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자율주행차가� 일부� 상용화될� 정도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 발생�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그에� 따라� 신뢰도� 확보가� 중요사항으로� 관심이� 급부상.� 다양한� 환경에� 대한� 기술적�

신뢰도�확보가�요구되고�있음

▪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가되어� 시험운전이� 진행되고� 있고,�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자율주행이� 이미�

진행되고�있음.� 그러나�라이다는�소형화가� 요구되며,� 자동차에� 이질감�없이� 장착되어야� 하며,�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즉,�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하며,� 소형화�및� 저가격�확보를�위한� 기술개발로�요구사항이�전환되는�중

 라이다� 산업은� 융합기술이� 다수� 요구되는� 산업이며,� 현재� 산업� 환경�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에� 해당함.� 단,� 소형화� 및� 저가격화가� 진행되어� 제품의� 적용범위가�

대중화될�경우�대량�생산이�필요한�환경으로�변화�가능

▪ 레이저,� 광센서,� SoC,� 패키징� 분야의� 기술은� 사업의� 주체가� 개별화되어� 있어� 전체� 부품을� 자체�

생산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부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기업� �

네트워킹을�활용한�접근이�유리할�것으로�판단되는�분야

▪ 구성� 부품� 자체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 해당하며,� 현재� 라이다� 개발기업은� 이들을� 조합하고�

제어하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부품� 단위로� 입수한� 뒤� 시스템화하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 발전하여� 소형화,� 저가격�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한� 높은� 기술적�

이해도가�필요

▪ 기술적� 네트워킹을� 이용한� 협업� 및� 학·연·산� 협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라이다�주도기업�자체에서도�협업�및� 자체� 기술개발이�필요

▪ 라이다의� 응용분야는� 자율주행차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으나� 드론,� 항공,� 우주,� 군사,� 농업,�

환경감시� 등� 분야� 등� 응용분야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 응용분야가� 넓은� 만큼� 요구사양도� 다양하고�

소량� 단위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능동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대응체계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

▪ 기술요구가� 고성능화� 중심에서� 소형화,� 저가격화로� 변화하고� 있음.� 소형화,� 저가격화를� 위해서는�

단일�패키징�기술이�요구됨.� 관련�기술개발�또는�협업� 체계�활용� 수요� 증가�예상

▪ 라이다의� 기본� 응용분야인� 거리� 확인은� 펄스로� 송신한� 레이저가� 돌아오는� 경과시간� 해석� 방법이�

주로� 사용.� 그� 외� 레이저의� 주파수� 변화� 또는� 특정� 주파수의� 레이저� 흡수� 특성을� 이용한� 해석� 방법,�

송신한�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다른� 파장의� 빛의� 특성을� 이용한� 해석� 방법� 등이� 해석� 대상� 및�

목적에�따라�변동� 가능

 시장환경이� 도입기에� 해당하여�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음.� 시장상황은� 도입기이며,� 기술상황은� 개발� 단계에� 해당하여� 관련�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기술� 우위가� 고착화되지� 않은� 단계.� 따라서�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내지는�벤처�형태로�다수�개발기업이�라이다�분야에�뛰어들고�있음

▪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사� 또는�

라이다�적용이�예상되는�대기업의�투자를�통한� 연구개발�재원�확보�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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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구조

 라이다� 산업은� 융합�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요소� 기술� 별� 독립적� 진보와� 시스템� 통합�

기술이�복합적으로�필요

 요소기술을� 산업� 분야로� 분류해보면� 레이저� 발생장치� 및� 광센서에� 해당하는�개별반도체,� SoC�

반도체,� 광학� 기구가� 해당되는� 부품산업과� 전체� 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스템산업으로� 구분�

가능

▪ 레이저� 발생장치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해당되며,� 광센서는� APD(Avalanche� Photo� Diode)� 소자�

또는� CCD나� CMOS와� 같은� 이미지�센서가� 사용� 가능.� 모두� solid� state� 반도체�소자로서� 칩은�팹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고,� 칩(die)을� 입수하여� 패키징� 뒤� 모듈� 또는�

개별� 소자로�생산하는�기업으로�산업구조가�이루어져�있음.� 기본적으로�반도체�산업에�해당

▪ 라이다� 관련� 제어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ADC(Analog� to� Digital� Conversion),� 노이즈� 제어,� 회전�

모터와� 송·수신� 동기화,� 수신부� 광학� 거울의� 정밀� 위상� 제어를� 위한� 제어�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그래픽�처리기술�등이�요구됨.� 통합화된� SoC� 기술이�요구됨

▪ 광학�부품은� 렌즈나�반사경� 등� 정밀도가�요구되는�분야이며,� MEMS� 거울도� 광학� 부품에�포함� 가능.�

MEMS의� 경우�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로� 반도체� 산업군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반도체�

산업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각� 산업군에서� 기술력의� 우위에� 따라서�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개별�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기술적�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라이다� 단일� 패키징� 구조의� 구현에� 요구되는� 기술은� 고방열,� 고신뢰성,� 소형화임.� 고전력� 반도체�

또는� 고속� 고집적�반도체�패키징�기술에�해당되므로�개별�반도체�산업군에서�기술적�우위에�있음

개별�반도체 광학�부품 SoC� 반도체 시스템(라이다)

Ÿ 레이저�다이오드

Ÿ 광센서� :� 이미지센서,�

APD

Ÿ 패키징�기술

Ÿ 광학�렌즈

Ÿ MEMS� mirror

Ÿ 광학�렌즈�제어장치

Ÿ 고속�신호처리�기술

Ÿ 그래픽�처리�기술

Ÿ 시스템�제어�기술

Ÿ 신호처리�기술

Ÿ 객체탐지�및�추적기술

[� 주요� 구성기술의�산업군�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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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라이다� 세계시장은� 집계� 기관에� 따라� 그� 규모와�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향후� 연평균�

16.3%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624.9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383.9 446.5 525.3 624.9 726.8 845.3 16.3

*출처:� Strategy� Analytics(2013),� BCG(2014),� KISTI� 재작성

[� 라이다(LiDAR)� 세계�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백만�달러,� %)

 라이다� 세계� 시장의� 규모는� 2016년� 대비� 2020년� 두� 배� 정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 중�

아시아�지역�및� 그� 외� 지역(LAMEA)의�성장률이�북미와�유럽에�비해�더� 높을�것으로�예상

Region ‘16 ‘17 ‘18 ‘19 ‘20
성장률(%)

[‘16� ->� ’20]

North� America 152.4 174.5 201.5 234.3 274.9 15.3

Europe 107.7 121.2 137.6 157.7 182.7 13.4

Asia-Pacific 54.1 66.0 81.2 100.8 126.5 22.9

LAMEA 17.7 21.6 26.2 32.5 40.8 22.1

Total 331.9 383.9 446.5 525.3 624.9 16.3

*출처:�World� LiDAR�Market� Opportunities� and� Forecasts,� 2013-2020”,� Allied�Market� Research,� “자율주행차의�핵심�기술로�

주목받는�자동차용�센서�시장전망과�개발동향�및�참여업체�사업전략”,� IRS� Global

[� 라이다�국가별�세계� 시장� 규모� ]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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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다�국가별�세계�시장� 규모� ]

(2)� 국내시장

 현재� 국내의� 경우� 모바일� 라이다� 기술에�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용화를�시작한� 해외� 기업과� 달리�라이다� 제품을� 100%� 수입에�의존하고�있어� 아직은� 라이

다�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음

▪�국내�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의� 경우� HW적인� 라이다� 개발보다는� 라이다를� 적용한� 자율주행용�
자동차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집중하고� 있음

▪� 하지만,�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등의� 국가�
기관� 산하의� 연구소� 등에서는� 라이다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상용화� 시장이�곧� 생성될� 예정

▪ 모바일� 라이다의� 시장� 단가를� 분석해� 보면� 현재� 약� 39,000� 달러� 정도로� 상용화에는� 적합하지�
않음.� 하지만� 2016년� 대비� 예상� 판매� 개수가� 약� 3배� 이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2020년� 이후로� 본격적인�상용화가� 진행될� 것으로�전망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국내시장 13,756� 15,227� 16,856� 18,660� 20,657� 22,867� 10.7

*출처:� Strategy� Analytics(2013),� BCG(2014),� KISTI� 재작성

[� 라이다(LiDAR)� 국내� 시장규모�및� 전망�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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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6 ‘17 ‘18 ‘19 ‘20 CAGR

판매가격 38,989 35,558 31,931 28,083 24,095 -11

판매수량 2,093 2,748 3,696 5,131 7,379 37

*출처:KETI,� 라이다(LiDAR)�기술동향과�산업�전망(2016.05)

[� 라이다(LiDAR)� 평균� 판매�가격� 및� 판매� 수량�전망� ]

(단위� :달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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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다(LiDAR)� 평균�판매� 가격� 및� 판매�수량� 전망� ]

 라이다는� 우주탐사,� 지구� 지형� 및� 환경� 관측을� 위한� 우주,� 위성� 및� 항공� 산업과� 더불어� 최근�

자율주행� 및� 무인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에서도�빠르게�성장하고�있음

▪� 항공,� 위성� 및� 우주� 산업에� 적용되는� 라이다의� 경우� 특수� 목적에� 맞게� 소량으로� 개발되어� 제품�
단가보다는� 개발비의� 비중이�높아� 산업� 측면에서�수요가� 많지� 않은� 편

▪ 자율주행� 및� 무인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모바일� 라이다의� 경우�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많지� 않고,�
단가� 역시� 매우� 높아� 상용화�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저가격화� 및� 소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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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기술개발�이슈

(1)� 기술개발트렌드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펄스� 레이저를� 송신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산출하는� 원리를� 이용.� 이를� 2D� 또는� 3D� 구현하기� 위한� 요소기술이� 다수� 필요하며,� 경제성�

또는�기술적�필요성에�따라�여러�가지�방식으로�기술적�접근�중

▪ 단거리� 범위의� 라이다� 센서는� 50m� 이내의� 감시범위가� 비교적� 좁으며,� 충돌방지와� 같은� 용도이며,�
일반적으로� 플래시� 형태의� 구조가� 적용됨.� 다중� 배열� 광수신� 소자가� 각각� 거리를� 계산.�

Continental,� LeddarTech� 등의� 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광원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탐지거리가�짧다는�단점이�있는� 반면�구조가�간단하다는�장점이�있음

▪ 스캐닝� 방식의� 라이다는� 레이저가� 분산되지� 않으므로� 장거리까지� 탐지가� 가능함.� 빔� 위치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2D� 또는� 3D� 영상을� 확보하는� 방식.� 장거리� 탐지가� 가능하나� 시스템의�

복잡하다는�단점이�있음.� Velodyne,� Quanergy,� Ibeo� 등� 기업에서�솔루션�제공

[라이다의�구조(좌:� 플래시�방식,� 우:� 스캐닝�방식)� ]

*출처:�MEMS-based� lidar� for� autonomous� driving,� Springerlink

플래시�라이다 스캐닝�라이다

Ÿ 한�번의�플래시로�전체�이미지�획득

Ÿ Solid� state� 기술�가능

Ÿ 기계적�구동부�없음

Ÿ 낮은�광출력

Ÿ 측정�거리가�짧음

Ÿ 어레이�타입� 광센서�필요

Ÿ 고속�프레임�속도

Ÿ 영역의�스캔을�위하여�연속된�샘플링�필요

Ÿ 한번에�한� 지점만�지정� 가능함

Ÿ 기계적�구동부�필요

Ÿ 높은�광출력

Ÿ 측정�거리가�길다

Ÿ 단일�광센서만�있으면�됨

Ÿ 낮은�프레임�속도

[� 플래시�라이다와�스캐닝�라이다의�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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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다의�소형화�및� 저가화를�위한�요구�기술� :� 단일�패키징�기술

[� 단일� 패키징�라이다�개념도� ]�

*출처:� Innoluce

▪ 광학부품,� 레이저� 발생장치,� 광� 수신장치,� 제어� IC를� 하나의� 모듈에� 패키징하는� 기술의� 필요성�

대두됨

▪ 단일� 패키징� 기술에� 요구되는� 주요� 성능은� 레이저� 다이오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방열� 성능이�

우수해야�하며,� 차량� 환경에�사용되므로�기계적�강성도�확보� 필요.� 또한� 고온,� 저온� 환경에�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의� 전기적� 절연성도� 오랜� 기간� 유지되어야� 함.�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소재는�현재�세라믹�소재가�가장� 유력

▪ 여러� 부품을� 하나의� 패키징에� 실장하기� 위해서는� LTCC� 세라믹� 가공기술이� 요구되는데,� 해당� 기술은�

라이다� 전문기업의� 전문� 영역보다는� 세라믹� 패키징� 기업의� 전문� 영역에� 해당함.� 결과적으로� 전문�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사항이며,� 요소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기대할�수� 있음

 라이다의�소형화�및� 저가화를�위한�요구�기술� :� MEMS� 거울

▪ 라이다의� 2D,� 3D� 기능� 구현을� 위해� 대부분� 모터를� 이용한� 회전을� 이용하고� 있음.� 모터� 회전을�

이용한� 방식은� 각� 정밀도,� 프레임� 속도� 등과� 연계되어� 제어되어야� 하므로� 제어기술이� 까다롭고� 모터�

회전부가�필요하여�기계적으로�복잡함

[� MEMS� Mirror� 방식의�라이다()� ]�

*출처:�Mic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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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배치를� 이용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져서�소형화,� 저가격을�확보하기에는�불리

▪ 모터를� 이용한� 라이다는� 수신� 광신호의� 각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임.� MEMS� 거울은� 시스템�

전체의� 구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미세� 거울의� 각도� 조절만으로� 수신되는� 광신호의� 각도를� 조절�

가능.� MEMS� 거울의� 취약점은� 미비한� 기술� 수준.� 따라서� 구동� 각도를� 크게� 확보해야� 하며,� MEMS�

기술에서�가장�취약한�부분인�신뢰성�문제에�대한� 대안이�아직� 완벽하게�제시되지�못한�상황

[� MEMS� Mirror(출처:� Microvision)� ]�

 라이다의�소형화�및� 저가화를�위한�요구�기술� :� 단일�펄스�레이저�광원,� 광학�부품

▪ 수신� 광신호의� 각도� 조절은� MEMS� 거울을� 이용할� 수� 있으나� 레이저의� 송신� 또한�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여� 송신� 가능하여야� 함.� 그에� 따라� 레이저� 발생장치는� 고출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레이저�

다이오드�칩의�출력� 및� 방열�기술의�확보�필요

▪ 단일� 레이저� 소스를� 균등하게�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렌즈,� 반사거울� 등� 광학부품의� 기술도�

부수적으로�개선�필요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서� 투자사,� 완성차,� 차량� 부품� 제조사,� 자체� 개발사� 등�

여러�주체에서�개발이�적극�이루어지고�있음

▪ 각� 개발� 기술� 간� 경쟁이� 치열하며,�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인수·합병도� 활발하며� 기업� 간�

협업이나�투자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독창적�기술개발이�다방면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기술의�변화가�급격한�분야임

▪ 테슬라의� 경우� 라이다를� 배제하고� 초음파나� 광학카메라,� 레이다� 등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미지� 센서� 기반의�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기술도�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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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ergy� 사의� LiDAR� 로드맵� ]

 라이다의�경량화,� 복합화,� 저가격화

▪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주위� 인식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기반기술은� 레이다,� 광학� 카메라,�

초음파,� 라이다� 등이� 대안으로서� 사용� 중.� 해당� 기술들은� 경쟁적�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 장단점이�

존재.�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차,� 구글� 시험주행차의� 사고� 등으로� 안전� 및�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고,� 이에�대안으로서�복합�모듈�기술에�대한�요구가�주요�이슈로�부각

▪ 자율주행차를� 위한�라이다는� 제작�비용이� 최대� 1억원에� 육박하기도�하였으나,� 기술�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가격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 상용화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판매가격의�감소,� 소형화,� 신뢰도�확보도�중요� 변수로�떠오르고�있음�

▪ 소형화를� 위해서� 모터와� 같은� 기계적� 구동부를� 없애기� 위한� 소자기술� 및� 패키징� 기술이� 요구됨.�

단일� 펄스� 레이저� 소자를� 위한� 소자� 기술� 및�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며,� 오스람� 등과� 같은� 소자�

제조사에서도�라이다�적용을�위한� 로드맵을�제공하여�협업�중

[� 오스람�사의� 레이저�다이오드�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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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S� 미러,� VCSEL,� SPAD,� 다중� 배열� 어레이� 광수신소자� 기술� 등이� 차세대� 라이다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요소기술은� 반도체� 공정기술,� 패키징� 공정기술,� 열관리�

기술,� 고성능� 소재기술� 등이� 요구됨.� 해당� 기술을� 선점하여� 라이다�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경쟁이�치열할�것으로�예상됨

[� 라이다�요소기술�로드맵� ]

� � � � � � � � � � � � *출처� :� Yole

▪ 세라믹� 단일� 패키징을� 위한�기술� :� 방열� 성능,� 기계적� 강도� 등이� 확보된� 세라믹� 단일� 패키징을�위한 
요소기술의�요구�증가

[� Ceramic� packages� for� LiDAR� ]

� � � � � � � � � � � � � � � � � *출처� :� Kyo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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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라이다의� 응용분야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응용분야에� 필요한� 해석� 기술은� 다음과�

같음

분류 기술�내용

Elastic-backscatter�

lidar

Ÿ 레이저� 파장의� 변화� 없이� 입자들의� 운동량에� 따라� 후방산란되는� 빛의� 스펙트럼� 퍼짐� 특

성을�이용하여�대기� 중의�에어로졸�및�구름의�특성�측정�등에� 활용되는�기술

Raman� lidar
Ÿ 분자�에너지�상태에�따라� 분산되는�레이저�빛의� 주파수�변화� 및�라만�밴드� 내의� 세기� 분

포�분석을�통하여�대기� 중의�수증기�및� 온도�분포�등의� 측정에�활용되는�기술

Differential-absorption�

lidar

Ÿ 각기�다른� 레이저�파장을� 가지는�레이저�빔들에�대하여�측정� 대상� 물질의�흡수차이를�이

용하여�대기�오염�물질� 등의�농도�분포를�측정할�수� 있는�기술

Resonance�

fluorescence

lidar

Ÿ 원자,� 이온� 또는� 분자의� 에너지� 천이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레이저� 빛에� 대하여� 동

일� 파장의� 빛� 또는�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중간권역� 대기� 중의� 원자�

및�이온�농도를�측정하는�기술

Doppler� lidar
Ÿ 도플러�효과에� 의한� 레이저�빔의� 미세한�주파수�변화를�측정하여�바람� 등의� 속도를�측정

하는�기술

Laser� rangefinder
Ÿ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레이저� 빔의� 수신�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라이다�기술

출처� :� KEIT,� 라이다�기술동향과�산업전망�재구성

[� 라이다�기술� 종류� ]

 2D�및� 3D�구현을�위한�요소�기술

▪ 2D,� 3D� 구현을� 위해서는� 점광원을� 이용하여� 구현을� 해야� 하는데,� 스캐닝� 또는� 플래시� 방식� 등이�

사용� 가능

▪ 스캐닝� 방식은� 주로� 모터를� 이용한� 회전� 방식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서�

구현되고�있음

▪ 회전� 방식의� 스캐닝에� 필요한� 요소기술은� 수집된� 데이터들을� 처리하여� 영상으로� 조합하는� 기술이며,�

레이저�광원의�송수신�제어� 및� 구동� 모터와의�연동이�가능하도록�정밀�제어가�필요

 반도체�산업�현황

▪ 레이저� 발생장치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주로� 사용되며,� 고출력� 레이저� 반도체� 및� 고신뢰성을� 위한�

고방열�패키징�소재,� 고신뢰성�확보기술이�요구됨

▪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는� 반도체� 공정을� 필요로� 하며,� 집적� 라인(FAB)을� 필요로� 하므로� 큰�

투자산업에� 해당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주요�

선진� 제조사에서� 공급하고� 있음.� 다이오드� 소자를� 위한� 웨이퍼는� 에피� 구조의� 반도체� 소자로서�

마찬가지로� 증착장비에� 큰� 투자가� 필요하고�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함

▪ 레이저� 다이오드는�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광학� 부품을� 포함한�

패키징� 뒤� 레이저� 다이오드� 완제품� 형태로� 사용됨.� 단순� 구조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칩� 제조사에서�

패키징�후� 완제품으로도�공급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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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센서는� 어레이� 구조의� APD� 소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APD는� 잡음에� 강하고� 특정� 파장대에�

대한�높은� 민감도�필요

▪ CCD� 또는� CMOS� 소자를� 이용한� 라이다�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방식의�

센싱이�복합적으로�가능한�복합�모듈로�기술개발�방향이�모색되고�있음

 관련�산업�육성�정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라이다융합산업� 상용화기술지원사업을� 통한� 산업� 지원.� 시험평가,� 시제품제작,�

제품� 고도화,� 양산� 지원,� 국내외�전시,� 전장업체�매칭�등을� 지원

▪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기술지원사업의�일환으로서�정부와�광주광역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약�

146억원을� 투자하여� 라이다산업� 육성� 예정.� 지원분야는� 사업화기술,� 성능평가시설,� 대외� 마케팅임.�

전자부품연구원�주관의�라이다융합산업�협의체를�통한�라이다산업융합산업�지원

▪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은� 센서� 분야의� 기술개발,� 응용,�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율주행차를�위한�라이다�개발이�세부� 과제로서�지원되고�있음

▪ 라이다는�자율주행차�산업에�있어� 핵심� 부품으로서�자율주행차�육성을� 위한� 정책과�연계되어�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흐름에� 힘입어�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자율주행� 시험� 인가,� R&D� 예산� 지원,� 사회적� 분쟁�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

진행될�예정임.� 관련�산업의�육성정책에�따라�기술� 개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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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라이다�각�진영�별�동향

▪ 테슬라의� 경우� 라이다는� 불필요하다고� 정의하고� 비젼� 기반의�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 솔루션� 접근�

중.� 완성차� 업체의� 경우� 라이다� 산업을� 외부� 전문기업�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과� 수직� 계열화를�

통한�자체� 기술로의�발전을�추진하는�방향으로�접근하고�있음

Auto� maker Auto� supplier Tech� Giant Tech� startup

카메라�활용�접근

(라이다�미적용)

Ÿ Tesla� :� 컴퓨터� 비전�기반.�

초음파,� 레이다,� 카메라�이용

Ÿ Starsky� Robotics

Ÿ Aimotive

Ÿ Auto� X

라이다�수직� 통합화�

진영

Ÿ GM� :� Strobe� 인수

Ÿ Ford� :� Lightwave� 인수

Ÿ Waymo� :� 제휴�

전략에서�자체�

개발�통한� 수직�

통합화�추진

Ÿ Strobe

Ÿ Princeton�

Lightwave

외부�라이다�기업과�

협업�진영

Ÿ Ford� :� Velodyne� 제휴

Ÿ Volvo� :� Velodyne� 제휴

Ÿ Nissan� :� Velodyne,� Quanergy�

제휴

Ÿ Daimler� :� Velodyne,�

Quanergy� 제휴

Ÿ 현대,� 기아� :� Quanergy� 제휴

Ÿ Toyota� :� Luminar� 제휴

Ÿ Delphi� :�

Quanergy,�

Innoviz� 제휴

Ÿ Magna� :�

Innoviz� 제휴

Ÿ Waymo� :�

Velodyne� 제휴

Ÿ Apple� :� Velodyne�

제휴

Ÿ Baidu� :� Velodyne�

제휴

Ÿ Velodyne

Ÿ Quanergy

Ÿ Innoviz

Ÿ Luminar

[� 각� 진영� 별� 라이다�개발� 동향� ]

*출처� :� ROA� daily,� LiDAR를�둘러싼�사업자들의�대응�현황�분석

 주요�제조사의�기술�비교

▪ Velodyne사의� HDL-64E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반으로,� 다수의� 레이저� 및� 수신소자를� 이용하여�

일정�수직,� 수평� 시야각에�대해�동시�측정이�가능하도록�회전�스캐닝�방식으로�구현

▪ Quanergy사의�Mark� VIII� 제품은�저가형�라이다�상용품�중�가격� 대비� 성능�우수� 제품으로�평가

▪ IBEO사의� SCALA� 라이다는� Valeo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이며,� SICK사의� 라이다는� 4개의� 채널로�

회전� 거울을�이용하여�차량의�특정�방향� 관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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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다인�라이다 쿼너지�시스템즈 이노비즈�테크놀로지

설립년도 Ÿ 2007 Ÿ 2012 Ÿ 2016

소재지 Ÿ 캘리포니아,� 미국 Ÿ 캘리포니아,� 미국 Ÿ 크파르사바,� 이스라엘

투자금액 Ÿ 1억� 5,020만� 달러 Ÿ 1억� 3,530만�달러 Ÿ 8,200만� 달러

주요�투자사 Ÿ Baidu,� Ford

Ÿ Samsung� Ventures,�

Motus� Venture,� Daimler,�

Delphi

Ÿ Delphi,� Naver,� Softbank�

ventures,� Samsung�

Catalyst,� Magma

제휴�현황

Ÿ Google,� Baidu,� Ford,�

Nissan,� Volvo,�

Mercedes-Benz,� Apple�

등에�공급

Ÿ Delphi와� 기술개발�제휴

Ÿ Daimler,� 현대기아자동차,�

Nissan과�공급계약

Ÿ Delphi,� Magma와�개발�

제휴

Lidar� 제품군

Ÿ 16(VLP-16),� 32(VLP-32�

Ultra,� HDL-32E),�

64채널(HDL-64E)

Ÿ M8,� S3,� S3-Qi Ÿ InnovizPro,� InnovizOne

방식� 및� 특징

Ÿ 솔리드�스테이트�하이브리드�

기술�기반� 360도� 회전�

스캐닝�방식

Ÿ 솔리드�스테이트�기술�기반�

무회전�스캐닝�방식

Ÿ 솔리드�스테이트�MEMS�

기술�기반�무회전�스캐닝�

방식

*출처� :� ROA� daily,� LiDAR를�둘러싼�사업자들의�대응�현황�분석

[� 라이다�기업� 비교분석� ]

[� 라이다�비교� ]

Category 1D� Lidar Velodyne� Lidar Semi� Solid� State Flash� Lidar

Cost Low Low� to� Mid Low� to� Mid High

Durability Low Mid Mid� -� High Mid

Scanning� Method
Point� by� point�

scanning
Line� Scan Line� Scan

Instataneous� full�

capture

Interference�

Susceptibility
High Mid Mid Low

Time� to�

Commercialization
Now 1-2� Years 1-2� Years 2� Years� +

Image� Reference

*출처� :� The� 411� on� Lidar,� Engineering� Physicist� EIT　Misty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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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신소자�감도�향상

▪ 광수신소자에�의하여�저조도�감도가�결정됨.� 광수신소자의�감도�향상을�위한� 연구�개발� 진행

▪ Fraunhofer� IMS의� SPAD(Single� Photon� Avalanche� Diode)는� 항복전압(breakdown� voltage)�

영역보다� 큰� 전압범위에서� 동작하는� 방식이며,� 항복전압� 이상� 영역에서의� 동작은� 극미량의� 포톤�

검출이�가능하게�함

[� SPAD� 동작� 개념도� ]

*출처� :� Fraunhofer

 광�발생장치�

▪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 제조비용� 절감,� 광학적� 효율성,� 완제품의� 크기�

측면에서� 유리.� Finisar,� AMS,� TriLumina� 등� 다수� 기업에서� 기술개발� 중이며,� 데모� 수준의� 개발이�

완료

[� VCSEL�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Tri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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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소형�차세대�라이다�개발�

▪ 구글에서� 개발하는� 웨이모� 탑재� 라이다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고가� 시스템임.�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저가격화,� 소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스라엘의� 이노비즈의� 경우� 기존� 라이다� 대비�

1/1000� 수준의�라이다�개발에�성공

[� 이노비즈사의�저가형�라이다�이노원� ]

(2)� 국내업체동향

 국내기업의�기술�수준

▪ 세계적� 주요� 업체� 대비� 기술력,�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취약한� 수준임.� 국내�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고,�

선도하는�수준의�기술력이�스타트업�유형의�기업이�대부분인�상황

▪ 기술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이며,�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에서� 적극적� 기술� 홍보를� 수행하고�

있음.� 수요처,� 투자사�등의� 투자�유치를�통한�기업� 확장을�도모하는�단계

 에스오에스랩

▪ � 라이다� 관련� 스타트업� 기업인� 에스오에스랩은�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벨기에�

오토센스� 컨퍼런스,� 중국글로벌혁신센터(KIC� China)&북경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페스티벌�등에서�주목받고�해외�진출의�가능성�모색�중

 정상라이다

▪ 광트랜시버�모듈을�송수신�일체형으로�만든�자동차용�라이다�센서를�개발

 레다텍

▪ 레다텍은� 레다엔진(Leddar� Engine)에� 기반한� 차세대� 라이다�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 200m� 이상의�

탐지거리에서도� 10%의� 목표� 반사율을� 자랑하는� 등� 근적외(NIR)광을� 사용하는� 고체형� 라이다�

시장을�선도하는�성능을�보유�



123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 � � 123

다.� 특허�동향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기술�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율주행차량의�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에� 관한� 기술로서,�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패키징� 기술,� 마이크로� 미러� 기술� �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

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
A

검출� 대상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레이저신호의� 신호감쇠�

최소화�및�수신율�극대화를�위한�수신� 광학계�기술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

기술
B

검출� 대상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수신단레이저� 신호의� 신호처리�

기술을� 통해� 검출대상체까지의� 거리,� 상대속도� 및� 속성정보� 등의� 분류,�

검출이�가능한�통합신호처리�모듈

POINT�CLUSTERING�기반�

고성능�객체�검출�기술
C

포인트� 데이터의� 집단화� 처리를� 통해� 검출� 오브젝트의� 속성� 및� 검출�

정확도를�향상시키는�기술

POINT�CLUSTERING�기반�객체�

트래킹�기술
D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포인트� 정보를� 활용� 각각의� 벡터를� 계산하여�

이동,� 정지� 여부를�판단하는�기술

패키징�기술 E
다양한� 환경에� 센서� 모듈이�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며� 스마트�

센서의�보호� 기능이�첨가된�기술

마이크로�미러�기술 F 광학�배열이�가능한�MEMS�기술을�이용한�마이크로�미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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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국가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 18 97 28 11 190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기술 70 84 32 19 250

POINT�CLUSTERING�기반�고성능�객체�검출�기술 7 61 13 24 130

POINT�CLUSTERING�기반�객체�트래킹�기술 9 9 2 7 35

패키징�기술 18 17 1 6 58

마이크로�미러�기술 16 45 22 3 124

합계 138 313 98 70 787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순으로�나타남

▪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출원인이�매우�적은� 출원량을�보유하고�있음

▪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은�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등의� 순으로�나타남

▪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분야에서는�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한국�국적� 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은� 출원이� 가장� 적으며,� 한국과� 미국� 국적� 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을�하고� 있음

▪ 패키징� 기술은� 한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국적� 출원인의�
순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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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미러� 기술은� 미국국적�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국적�
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 한국국적� 출원인은�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B)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국국적�
출원인� 역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B)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A)의� 순으로�나타남

▪ 한국국적� 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 등락을�거듭하긴�하지만� 비교적�꾸준히�출원량이�높아지는�경향을�
보이고�있음

� � � � �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때� 이� 점을�유의해야�함.

▪ 외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등락을�반복하며�출원이�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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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

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
◕

•Panasonic

•Lockheed�Martin

•Azbil

•대기업�위주

•엘지전자,�삼성전자�등

고속�대용량�데이터�

통합신호처리�기술
●

•LEDDARTECH

•Panasonic

•Hitachi

•중소기업�위주

•현대모비스,�컴레이저�㈜,�주식회사�동운

POINT�CLUSTERING�기반�

고성능�객체�검출�기술
◓

•Texas� Instruments

•Sony

•STANLEY� ELECTRIC

•대기업�중심

•엘지전자,�현대오트론,�엘에스오토모티브

POINT�CLUSTERING�기반�

객체�트래킹�기술
◯

•Sony

•Precitec� KG

•Nanjing� University

•중소기업�중심

•이노포토닉스,�엘티에스,�코리아일레콤�등

패키징�기술 ◔
•ACCUVEIN

•싸인텔레콤

•Foxlink� Image� Technology

•중소기업�중심

•컴레이저,�다하테크놀로지,�옵텔라�등

마이크로�미러�기술 ◓
•E-Pin� Optical� Industry

•Funai� Electric

•Intel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엘지전자�등

� � � � � � ※�●:� 200건�이상,�◕:� 150~199건,�◓:� 100~149건,�◔:� 50~99건,�◯:� 50건�미만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 분야는� Panasonic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는� Lockheed� Martin,� Azbil� 등의� 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 분야는� LEDDARTECH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Panasonic,� Hitachi�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POINT� CLUSTERING� 기반�고성능�객체�검출�기술

▪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 분야는� Texas� Instrumnets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Sony� 등이� 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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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CLUSTERING� 기반�객체�트래킹�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분야는� 특허출원건수가� 적은� 편이며,� Sony가� 가장�
많은� 특허를�보유하고�있음

 패키징�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패키징� 기술� 분야는� Accuvein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기업인�
싸인텔레콤과� Foxlink� Image� Technology� 등이� 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마이크로�미러�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마이크로� 미러� 기술� 분야는� E-Pin� Optical� Industry의� 특허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Funai�
Electric,� Intel� 등이� 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C)�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패키징�기술(E)�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D)�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A)� 분야의� 특허출원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패키징� 기술(E)�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마이크로� 미러� 기술(F)� 분야의�

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유럽은� 마이크로� 미러� 기술(E)�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트래킹�기술(D)�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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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13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일본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 특허�

보유국은�유럽과�미국임임

▪ 질적인�측면을�같이� 고려한�시장력에�있어서�미국은�질적� 수준은�높지만�시장력은�다소�낮은� 국가로�
나타남

▪ 일본은� 시장력은� 높으나� 질적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중국,� 대만은� 모두� 시장력과�
질적수준이�평균보다�낮은�국가로�나타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JP 98 1.214286 0.977273

KR 138 1.014493 0.333333

US 313 1.13099 2.15625

CN 51 1.019608 0.434783

TW 39 1 0.666667

전체평균 24.4375 1.134689 1.68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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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기술�분야의�주요�경쟁기술�및� 공백기술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과�주행환경�및� 외란�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로�나타남

▪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분야에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공백기술�분야로�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 ◕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기술 ●

POINT�CLUSTERING�기반�고성능�객체�검출�기술 ◓
POINT�CLUSTERING�기반�객체�트래킹�기술 ◯

패키징�기술 ◔
마이크로�미러�기술 ◓

※�●:� 200건�이상,�◕:� 150~199건,�◓:� 100~149건,�◔:� 50~99건,�◯:� 50건�미만

◎�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수신광학�모듈�제작기술 •라인�스캐닝�도로�노면�기상�상태�측정�장치�및�방법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기술
•차량용�트래킹�시스템�및�그것의�동작�방법

•차량시뮬레이터에�적용되는�다물체동역학의�제어방법

POINT�CLUSTERING�기반�고성능�객체�검출�기술 •2차원�레이저�스캐너를�이용한�차선�검출�장치�및�방법

POINT�CLUSTERING�기반�객체�트래킹�기술
•트라이앵글형� 3채널� 레이저� 탐지모듈·스마트� 차량번호� 인식� 제어부를�

통한� CCTV�내에서의�지능형�차량번호�인식장치�및�방법

패키징�기술 •교통�시뮬레이션을�수행하는�방법�및�시스템

마이크로�미러�기술
•전자제어장치�및�운행�영상�데이터�기반�차량�운행�시뮬레이션�플랫폼�

및�운행�시뮬레이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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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자율주행� 모듈의� 제어결과� 기반� 시뮬레이션� 생성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듈에� 전달하는� 기술과� 자율주행모듈의�

주행명령을�시뮬레이션에�전달하는�기술을�집중적으로�연구개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에서는� 라인� 스캐닝� 도로� 노면� 기상� 상태� 측정�
장치� 및� 방법� 등이�연구개발�되고�있음

▪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 분야는� 차량용� 트래킹� 시스템� 및� 그것의� 동작� 방법과�
검출정확도를�높인�차량데이터�검출�시스템�등이� 대기업과�중소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에서는� 2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차선� 검출�
장치� 및� 방법� 등이�연구개발되고�있음

▪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분야는� 트라이앵글형� 3채널� 레이저� 탐지모듈·스마트�
차량번호� 인식제어부를� 통한� CCTV� 내에서의�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장치� 및� 방법� 등이� 연구�

개발되고�있음

▪ 패키징�기술에서�근거리�감지형�라이더�센서�시스템�등이�중소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마이크로� 미러� 기술에서� 레이저� 빔� 스캔� 시스템� 및� 장애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기술이고,� 중소기업의�시장진입�상대적으로�수월한�분야는�패키징�기술로�나타남

▪ 자율주행차량의�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은� 자율주행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산업,� 센서의�
제조를� 위한� 소재산업,� 여러� 개의� 소자를� 사용하여� 조립한� 모듈� 및� 시스템� 형� 산업을�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영역으로서�향후�자율주행차량의�증가시�산업적�활용도는�대폭�증가할�전망임

▪ 향후� 중소기업은� 공백기술분야인�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이는� 패키징� 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시� 중소기업간의�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등을�통해� 부족한�연구개발능력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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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연구개발�기관

 라이다�분야�주요�연구개발�기관

▪ 전자부품연구원(KETI)
-� 미러� 회전� 방식의�다채널�라이더�스캐너�광학계�연구

-� 거울� 회전을�이용한�구조�단순화�및� 스캔�정밀도�향상�기술,� 광학계�통합� 제어�기술� 연구

-� 라이다융합산업�협의체�구성�운용

▪ 전자통신연구원(ETRI)
-� 수직� 방향� 해상도가�떨어지는� 3D� 라이다를�개선,� 스캐닝�방식의�스터드(stud)� 라이다�기술�개발

▪ 정상라이다
-� ETRI� 연구소기업.� 광트랜시버�모듈을�송수신�일체형으로�개발

▪ 에스오에스랩
-� 자율주행차용,� 산업용�자동화�및� 드론용,� 보안� 모니터링용�라이다�개발�집중

▪ 카네비컴
-� CES� 2018에서� 4채널� 차량용� 라이다� 센서,� 3채널� 산업용� 라이다� 센서,� ADAS용� 라이다� 센서,�

라이다�블랙박스�등�전시.� 스캐닝�방식의�라이다�개발.� 광학계�기술� 강점

-� 산업자원부� R&D� 과제를�기반으로�연구개발�수행.�

▪ 엠씨넥스
-� 70� ~� 100m� 근거리용�라이다�시스템�개발.� 라이다-7� 모델은�차량과�보행자를�구별�식별� 가능

◎�연구개발�자원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779억원,� 민자� 531억원,� 지방비�
145억원�등� 총� 1,445억원을�자율주행차�사업에�투자할�예정

-� 산업부는� 핵심부품과� 시스템,� 과기부는� ICT� 기반� 서비스,� 국토부는� 도로와� 법/제도� 등� 각� 부처별�

역할을�수립하고,� 단계별�기술개발�추진을�통해�관련�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예상

▪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사업
-� 정부와�광주광역시�공동�투자사업.� 전자부품연구원과�한국광산업진흥회�컨소시엄�구성�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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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개발�지원

-� 주력� 및� 미래� 신성장산업�분야에�필요한�첨단센서�제품화�및�조기� 상용화�기술개발�지원

-� 센서분야�기업맞춤형�고급�인력�양성

▪ 기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전용연구시설(Rental� Lab)�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통서비스�인프라�구축·운영� 사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 연구개발�인력

 라이다� 관련� 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광기술원(KOPTI)�

등에서�연구를�수행하고�있음

-� 전자부품연구원� :� IT융합부품연구센터,� 스마트네트워크연구센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광무선융합플랫폼연구실

-� 광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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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이전가능�기술

(1)� 기술이전가능�기관�및� 세부내용

기관 이전�기술 내용

전자부품�

연구원
Ÿ 자동차용�라이다�센서

Ÿ 센서시스템�구조�설계

Ÿ 센서시스템용�광학계�설계

Ÿ 레이저�송신�구동�드라이버�설계

Ÿ Ranging�알고리즘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Ÿ RoadPlot� -� 고속자율주행을� 위한� 주

행환경인식�기술

Ÿ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자율주행�

시스템의�판단/제어�기술개발�과제의�세부기술로서�개발

Ÿ 주행공간인식�기술� :� 고속환경에서� 3차원�점군�정보�획득�

기술,� Grid� Mapping� 수행� 기술,� 특징� 추출� 기술,� � MRF�

모델링을�통한�도로영역/비도로영역�라벨링�기술�

Ÿ 장애물인식� 기술� :� 다중� 2D� LiDAR기반� 장애물� 검출� 및�

추적� 기술,� 2D� LiDAR와� Radar� 기반� 추적정보� 융합� 기

술

Ÿ 차선� 인식� 기술� :� 관심영역� 설정� 및� 차선� 엣지� 검출� 기

술,� 다중�차선�모델링�기술,�다중�차선�결정�기술

Ÿ 주행환경인식을� 위한� 센서컴포넌트�기술� :� 주행공간� 인식�

기술,�장애물인식�기술,� 차선인식�기술

[�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소스� 이전� 기술� ]



134

전략품목�현황� 분석

134

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응용연구�및�빠른�상용화�제품개발�기술�

•�국내�자동차�기업과의�협업�체계

•�다양한�소재,� 부품,�시스템�관련�기술

•�기술력�및�고급�인력의�부족

•�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중소기업의�개발역량�약화

•�산업분야�간�연계�협력�체계의�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자율주행차,�드론�등�응용�분야의�급격한�성장�

•�정부�및�민간�차원의� R&D�투자�확대

•�국내�부품업체의�사업영역�확대,� 기술�향상

•�중국�등과의�기술격차�감소

•�원천�기술의�부족,�선진�업체의�기술�및�시장�주도

•�신뢰성�부족,� 수요기업의�기피로�인한�상용화�차질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확보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학·연·산� 협력� 체계� 등� 요소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고도화된� 제품�
개발� 전략�추진.� 첨단�소재·부품� 산업의�고도화�달성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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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명�확정

요소기술 출처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APD 등 다중 배열 수신소자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광학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신호처리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광소자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광센서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패키징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마이크로 미러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신뢰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분야�요소기술�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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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선정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적합한�핵심요소기술�선정

 핵심요소기술�선정은�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 (10)을� 고려하여�평가

구분 요소기술 개요

광�센서
주행환경�및�외란�강건형�수신광학�

모듈�제작기술

수신�신뢰성이�높은�광� 수신�센서.� 고감도�센싱이�가능하며,�

외란에� 강건한� 광� 센서로서� 광학� 부품과� 통합된� 어레이�

배열된� 광학� 모듈� 개발.� 이미지� 센서� 또는� 어레이� 배열된�

APD�소자�등

신호�처리�기술

고속�대용량�데이터�통합신호처리�

기술

다채널,� 고속� 프레임� 속도� 지원이� 가능한� 신호� 처리� 기술이�

요구됨.� 라이다는� 이미지센서,� 초음파� 등과� 통합이� 요구될�

수� 있으며,� 여러� 소스를� 통합하여� 처리가� 가능한� 신호처리�

기술� 필요.�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개념의� 도입도� 경우에�

따라�요구됨

POINT� CLUSTERING�기반�고성능�

객체�검출�기술

객체에� 대한� 검출� 기술.� 객체는� 관리� 대상� 사물이� 구분되어�

인식�가능해야�하며,�사물과�인체의�구분을�요구�가능

POINT� CLUSTERING�기반�객체�

트래킹�기술

검출된� 객체에� 대한� 추적� 기술.�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개념의�도입도�경우에�따라�요구됨

광학�기술 마이크로�미러�기술

기계적� 구동부를� 없애기� 위한� 마이크로� 미러� 기술.�

마이크로� 미러를� 이용하여� 레이저의� 방향을� 조정하여�

송신이� 가능하도록� 함.� 마이크로� 미러는� 주로� MEMS�

기술로서�구현됨

고신뢰성�패키징�

기술
패키징�기술

저가,� 소형화를� 위해� 마이크로� 미러,� 제어� IC,� 레이저� 소스,�

광센서의� 모듈화� 필요.� 고출력� 레이저의� 방열을� 위한�

세라믹�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며,� VCSEL과� 같은� 패키징�

기술로� 효율� 및� 소형화� 구현� 필요.� 패키징� 기술은� 신뢰성�

검증이�요구됨

[�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분야�핵심요소기술�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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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1조� 5227억� 원이며� 세계� 시장은�

4,465억�달러�규모인�것으로�파악

 시장�성장률은� 37%로� 16.3%인�세계�시장�성장률에�비해� 2.3배� 가량�빠른�것으로�보임

 국내�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61.77%,� 5.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95.45%)� >� 일본(88.72%)� >� 중국(78.30%)인� 것으로�파악

 특허� 출원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특허� 출원� 313건이며,� 국내� 특허� 출원량은�

138건인�것으로�평가됨

 특허� 출원량은� 선진국의� 40%� 수준� 규모이나� 특허� 피인용지수에서� 약� 6.5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특허의�질과�경쟁력이�낮은�상태



138

전략품목�현황� 분석

138

(2)� 기술개발로드맵�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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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주행환경 및 외란 강건형 

수신광학  모듈 제작기술
8.3 8.0 5.8 7.3 29.3 선정

APD 등 다중 배열 

수신소자 기술
8.3 7.8 5.8 7.3 29.0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합신호처리 기술
7.8 8.3 7.5 8.0 31.5 선정

POINT CLUSTERING 기반 

고성능 객체 검출 기술
7.5 8.3 6.8 7.8 30.3 선정

POINT CLUSTERING 기반 

객체 트래킹 기술
8.0 8.8 7.3 8.3 32.3 선정

광학 기술 7.8 7.8 5.3 5.0 25.8

신호처리 기술 7.0 7.5 6.8 7.8 29.0

광소자 기술 7.3 7.3 6.0 5.5 26.0

광센서 기술 7.5 7.3 6.0 6.3 27.0

패키징 기술 7.8 7.5 7.3 7.8 30.3 선정

마이크로 미러 기술 8.3 7.8 6.0 7.3 29.3 선정

신뢰성 기술 7.0 8.0 6.3 6.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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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시스템

정의�및� 범위

▪ 레벨4� 이상의�자율주행을�위해�백업시스템이�갖춰진�전원/통신�시스템
▪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원/통신에� 대한� 리던던시(백업)가� 확보된� 전원/통신� 시스템�
필요.� 완전�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중소기업의�진출이�용이

정부지원�정책

▪ 기술�경쟁력을�갖는�중소기업의�신제품�개발� 및� 자동차부품산업�진출�확대
▪ 글로벌�경쟁력을�갖는�새로운�전장품�전문기업의�발굴�및� 육성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환경)�다양하고�풍부한�산업구조

•� (기술)�우수한�자동차�부품�제조�기술

•�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 (환경)

•� (기술)�핵심�원천기술�미흡

•� (정책)�산업계�연계�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환경)�자율주행�자동차�시장확대�

•� (기술)�기술개발�초기단계

•� (정책)�정부와�업계의�높은�니즈

•� (환경)�어려워지는�자동차�부품산업

•� (기술)�원천기술�미보유

•� (정책)�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규�미정립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자율주행� 레벨3/4� 시장이� 본격화� 되면서� 리던던시� 시스템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각� 됨� ➜ 
자율주행차�리던던시�전용부품�개발�필요함

➜ 주요� 리던던시� 항목인� 조향,� 가감속� 관련� 부품은� 대기업� 및� 계열사등�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도록�하고�중소기업은�전원,� 통신,� 커넥터,� 와이어�등의� 부품에�집중하여�개발�진행�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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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2025년� 양산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각� 부품사들은� 초기� 개발시장부터의� 진입을� 위해� 발빠르게�

자율주행레벨3/4� 전용� 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시장을� 놓칠� 경우� 자동차업계의�

특성상�후발자의�진입이�어려우므로�국내�자동차�부품사들이�큰� 어려움을�겪을�수�있음

 전세계적� 자동차OEM� 및� 구글/우버등� 글로벌IT� 기업들이� 2025년� 전후로� 자율주행�

레벨3/4차량들이� 양산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현대자동차� 그룹도� 동일시점에� 자율주행�

레벨3/4� 기술이�탑재된�차량을�양산�예정

 자율주행� 레벨3/4의� 기술은� 기존� 주행보조(ADAS)개념과는� 다르게�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부분이므로�기존의�부품이�아닌�보다�안정성이�높은�기술과�부품개발이�필요함�

 2025년� 양산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각� 부품사들은� 초기� 개발시장부터의� 진입을� 위해� 발빠르게�

자율주행레벨3/4� 전용� 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시장을� 놓칠� 경우� 자동차업계의�

특성상�후발자의�진입이�어려우므로�국내�자동차�부품사들이�큰� 어려움을�겪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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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자율주행차량의� 리던던시는� 크게� 자율주행S/W와� 제어기H/W,� 센서,� 조향,� 가감속� 제어장치�

(악셀/브레이크),� 전원,� 통신으로�구분

▪ 이�중�자율주행S/W,� 자율주행�제어기는�자동차� OEM� 및� 메이져� T1� 부품공급사에서�개발중
▪ 중소기업에�적함한�리던던시�부품은�전원/통신에�대한� 리던던시�시스템임

 전원/통신� 리던던시� 시스템의� 주요� 핵심� 기술은� 배터리전원관리� 및� 스위칭� 기술,� 커넥터�

이중화� 기술,� 통신와이어� 이중화� 기술� 및� 이를� 차량에� 탑재하기� 위한� 패키징� 및� 중량�

저감기술�등이�있음

전략품목 제품분류�관점 세부기술

자율주행차량

전원/통신�

리던던시�시스템

기반

기술

차량�통신�기술 •CAN,� CAN� FD,� FlexRay,� MOST,� LVDS

배터리�

전원관리�기술

•�배터리�잔량� 실시간�확인

•�배터리�잔량� 10%�미만� 시� 자율주행ECU로� 경고메시지�송출

제어시스템�

이중화�

•� Main� 제어기�흐름의�실시간�추종� 및� Main시스템� Fail시�

Sub시스템으로의�원만한�스위칭

커넥터�

이중화�기술
•�진동/결로/단품파손�등으로�인한�문제� 발생을�대비한�이중화�커넥팅

전원�이중화
메인�전원이� FAIL된�상황에서�전체� 전원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 SUB�

전원이�작동되어야�함

통신�이중화
메인�통신이� FAIL� 된� 상황에서�전체�통신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 SUB�

통신이�작동되어야�함

제어기�이중화
배터리or통신을�관할하는�Main제어기가� Fail� 된� 상황에서�기존의�

제어상황을�이어갈�수� 있도록� Sub� 제어기가�작동� 되어야�함

[� 제품분류�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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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관점

 자율주행차량� 전원/통신� 리던던시� 시스템은�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차량을� 양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서� 자동차� OEM� 및� 자동차� 부품사외에� 요즈음� 개발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무인모빌리티에도�필수적으로�적용이�되어야�함

▪ 자동차OEM의�레벨4� 차량� 제작�시�자율주행�통합ECU에서�리던던시를�확보하기�위해�사용
▪ 배터리,� 와이어,� 커넥터� 등� 자동차� 부품� 사에서� OEM에� 자율주행� 전용부품을� 납품� 시� 리던던시가�
확보된�부품을�납품해야�함

▪ 자동차OEM/부품사외에� 무인택배,� 셔틀� 등� 무인이동체(자율주행레벨5)에도�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하는�부품� 임

공급망�관점 세부기술

MEMS�센서

자동차�제조사
•�실도로�자율주행�환경에서�차량의�전체적인�리던던시�시스템을�구축

•�모든�자율주행�부품에�대한�전원/통신�리던던시�구축

자동차�부품사

•�배터리�리던던시를�확보하기�위해� BMS시스템�외에�보조배터리�제작�등의�

기술�필요

•�차량�내부통신의�리던던시�확보를�위해�커넥터,�와이어의� H/W적인�이중화�

개발과�리던던시�상황에서의�원활한�시스템�체인징을�위한� S/W개발이�필요

무인�모빌리티
•�비상상황�시�별도로�차량을�제어할�인원이�없는�상황에서�일반�승용차�대비�

더욱�다양한�리던던시�시나리오를�대비한�전원/통신�기술이�필요

[� 공급망�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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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차량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없는� 수준의� 기술이므로� 주행� 중�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발생을� 대비한� 리던던시시스템� 구축이� 필수(자율주행차� 국제� 분류상�

명기된�사항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2025년을� 전후하여�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2021년경� 양산용� 개발차량인� T-CAR/PROTO� 차량이� 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부품공급이�준비�되어야�함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T-CAR에� 부품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향후� 양산� 이후까지도�

부품공급이�불가

 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를�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부품개발을� 최소� 2021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이를�위한�국가적인�지원이�필수

[� 글로벌�메이커의�자율주행차�상용화�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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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구조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주력산업으로� 전방� 및� 후방� 모두에� 산업파급효과가� 매우� 큰�

수준이며,� 그� 중에서� 국내�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기술은� 아직� 초기� 시장진입� 단계로� 일부�

대기업을�주도로�관련된�상용화�시장이�조금씩�확대되고�있는�형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전통� 차량제조업체인� 도요타,� 벤츠,� 포드,� 현대자동차� 외에�

구글,� 애플,� 인텔,� 엔비디아�등� ICT� 대표�기업들도�자율주행�기술개발�대열에�합류

 현재�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레벨3�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며,� 기술개발�속도에� 맞춰�점차� 제한적이� 자율주행자동차�운행을�확대� 하는� 등,�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제도� 시행과� 제한적� 자율주행�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준비�중

 자동차� 부품산업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온� 제조산업으로� 기존의� 부품산업은� 기술적�

진입장벽이�낮아�해외�저가의�제품이�공급�시� 방어가�어려움

 차동차� 산업의� 특성상� 완성차업계의�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공급이� 안� 되면� 해당�

차량의� L/C(약� 5년)동안�대체되기�어려움

 자율주행차량의� 전방� 산업은� 판매정비,� 유통금융,� 운수이용,� 보험,� 교육,� 디스플레이� 등이며�

후방산업으로는�소재,� 생산자재�등

후방산업 자율주행�시스템 전방산업

소재,�생산자재 핵심소자,� S/W,�단위모듈,�시스템,�
판매정비,�유통금융,�운수이용,�보험,�

교육,�디스플레이등

[� 자율주행시스템�분야�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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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에� 대한� 세계� 시장� 파악은� 어려우나� 세계�

전원장치�시장�규모를�통해�예상�가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2,967 3,006 3,050 3,108 3,143 3,178 1.1

*출처:� Global� consumption� of� switching� power� supplies� (Micro-tech� consultants)� 2016

[� 전원장치�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

 세계� 자동차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규제�

강화로� 인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xEV� 시장도� 연속적인�

성장을�기록하고�있음

▪ 세계� 전원장치�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6년� 2,948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1.1%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1년에는�약� 3,143백만� 달러의�규모를�예상

 특히� ‘17년� 세계�승용형� 순수전기차(BEV)� 판매는� 약� 67만대�수준이며,� 향후� 10년간�약� 10배�

성장하여� ‘27년에는�약� 700만대�수준일�것으로�예상

▪ 시장� 조사� 및� 예측기관인� IDTechEx에서는� 전기차� 시장전망� 보고서를� 통해� `20년� 순수� 전기차로� 약�
179만대(e-bus� 포함)�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PHEV를� 포함하면� 약� 3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전망

▪ 기존� Frost� &� sullivan� 보고서의� ‘20년� 순수� 전기차� 시장� 약� 120만대� 수준전망에� 비해� 증가된� 시장�
전망치가� 다수의� 시장예측기관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00km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출시와� 더불어� 향후� 5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출시�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전기차에�

대한�소비자의�구매요구가�증대된�결과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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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lectric� vehicle� forecast� � IDTexhEx� 2017

[� 글로벌�전기자동차�시장�전망� ]

 전원장치� 관련� 세계시장은� 산업� 전반에� 걸쳐� 그� 효용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음

▪ 전원장치�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같이� 새롭게� 주어진� 기회로� 인해�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17년�
이후에는�다소나마�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

*출처:� http://www.powerguru.org

[� 세계� 전원장치�시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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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변환� 시스템의� 핵심요소가� 되는� 파워� 반도체� 소자� 시장은� 자동차� 전장화의� 가속과�

전력변환� 시스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20년� 약� 320억불로�

성장될�전망

*출처:� Status� of� the� power� electronics� industry� report� 2017� (Yole� development)

[� 파워� 반도체�소자� 시장�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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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에� 대한� 국내� 시장� 파악은� 어려우나� 국내�

전원장치�시장�규모를�통해�예상�가능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상� 및� 전기전자분야의� 기술성을� 고려하여,� 전원장치� 관련� 시장은� 전�

세계� 전원장치� 관련� 시장이� 5%� 수준으로� 산출하고,� 이중� 10~20%가� 연차별로� 증가하면서�

자동차산업에서�발생되는�것으로�가정�

▪ 국내� 전원장치� 시장의� 경우� ‘16년� 2,178억� 원에서� 연평균� 16.2%의� 성장률로� ‘21년에는� 약�
4,447억� 원의�규모가�예상�

(단위� :�억�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국내시장 2,557 2,961 3,380 3,827 4,447 5,167 16.2

*출처:�Micro-tech� consultants� 자료를�기반으로�산출(국내�전원시장�점유율� 5%,�자동차�산업분야� 10~20%�차지)

[� 전원장치�국내� 시장� 규모�및�전망� ]

 국내� 자동차산업은� 기존� 완성차업체와의� 수직적인� 부품� 공급체계를� 점차� 벗어나� 글로벌화�

되면서,� 자동차부품�전문기업이�다수�성장할�수�있는�토대가�마련�

▪ 친환경� 자동차� 및� 지능형� 자동차의� 확대에� 따른� 차량� 전장화는�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성장�동력으로�작용

▪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증가와� 해외� 완성차업체들의� 글로벌� 소싱� 전략에� 따른� 국내�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1차� 자동차부품업체의� 다품종� 생산� 및� 모듈화� 전략� 등에� 따른� 2차/3차�

부품업체의�매출�성장� 견인�

 전력변환� 시스템� 시장은� 기존� 전기전자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동차산업에�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전력변환� 시스템� 시장은�

점진적인�증가�추세일�것으로�예상

▪ 전력변환� 시스템� 시장은� 차량용� 인버터,� 컨버터,� 충전기� 시장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용� PCS,�
ESS용� 전원장치,� 산업용�전력변환�시스템�등� 다양한�분야에서�생산,� 판매되고�있는�시장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에너지�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전기에너지의�변환�및�제어를�담당하는�전력변환�시스템�수요도�증가� 추세

 전력변환� 시스템은�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큰� 제품으로,� 전기전자산업의� 중소기업이�

자동차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다양한�

연구개발�및�제품화�지원�전력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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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기술개발�이슈

(1)� 기술개발트렌드

 횡방향�제어모듈�백업시스템�개발

▪ 국내� M사에서는� Sub모터가� 추가� 장착된� 조향제어� 장치를�개발� 중이며�차량� OEM에서는� 그에� 맞는�
패키징�기술을�검토� 중

[� 횡방향�제어모듈�백업시스템� ]

 종방향�제어모듈�백업시스템�개발

▪ 자율주행� 차량의� 종방향� 제어는� 크루즈컨트롤을� 활용한� 가감속� 제어이며,� Sub� ESC� 모듈� 장착을�
위한� 효율적인� ESC� 리던던시�시스템�개발� 필요함

  

[� 종방향�제어모듈�백업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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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백업시스템�개발

▪ 추가�배터리�장착� 또는� 전원공급시스템�추가에�대한� 기술�개발� 필요함
▪ 보조배리� 장착에� 따른� 원가/중량� 상승,� 패키지� 문제� 해결� 필요하며,� 백업시스템의� 커버리징�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 전원장치�백업시스템� ]

 통신�백업시스템�개발

▪ Sub� 와이어�장착:� 보조배터리�장착에�따른�원가/중량�상승� 및� 패키지�문제� 해결�
▪ 통신� Port� 추가:� 리던던시�시스템�커버리징�범위에�대한� 정의�필요
▪ 통신�송수신� Switching의� 안정화�기술에�대한�개발� 필요

[� 전원장치�제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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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시스템의�단품�평가를�위한�통합�제어기�개발

▪ 개발된�백업시스템들의�정상적인�작동�및�타�시스템과의�연계성�검토를�위한�통합� 제어기�개발
▪ 각�시스템과�제어기간의�통신/전원�시스템의�안정성�테스트
▪ 제어기와� 연결된� 모든� 센서(카메라/레이더/라이다)데이터들의� 성능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TOOL� 개발

 백업시스템의�성능�평가를�위한�자율주행�레벨� 4� 수준�차량�플랫폼�개발

▪ 개발된�백업시스템의�안전성�및�안정성�평가를�위한� 자율주행�차량�개발
▪ 레벨� 4� 수준의�주행성능�확보�및� 시나리오�별� test� 메커니즘�구현
▪ 통합�백업시스템�개발
▪ 레벨4� 수준의� 성능확보를� 위해� 다양한� 센서와� 높은� 데이터양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개발

�

[� 각종� 센서신호들이�통합되어�표현되는�모니터링� TOOL� ]



156

전략품목�현황� 분석

156

[�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량의�센서구성도�예시� ]

 백업시스템의�성능�평가를�위한�자율주행�차량의�평가�시나리오�개발

▪ 국제기준을�고려한�백업시스템의�평가�프로토콜�개발

[� 자율주행시스템�통합제어기의�구성도� ]

▪ 시뮬레이션�기술을�이용한�백업시스템의�평가�프로토콜�평가
▪ 단위�프로토콜별�안전성�시험� 및� 평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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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통합제어기로�입력되는�데이터의�종류와�통합제어기의�

'인지-판단-제어'의�단계별�흐름도와�각� 단계별�구성요소� ]

[� 자율주행�차량�통합� 제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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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통신인프라와�연계한�평가시나리오�개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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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을�위한�기본�성능인�차선유지/선행차인지�및� 거리유지/차선변경/컷인-아웃차량�대응�

등에�대한� 기본적인�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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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정부는� ‘15년� 12월� ‘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20년까지�

누적기준� 20만대의�전기차�보급을�추진�중

▪ ‘16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대수가� 1만대를� 돌파하고� ‘17년� 11월에는� 2만대� 달성된� 상황으로,� 국내�
전기차�보급은�최근� 급격한�성장� 중

▪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요소에� 전력변환� 시스템에�
대한�고전압부품�일체화,� 고전압부품의�열관리�효율�향상� 등이� 포함되어�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3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동차� 종합� 로드맵�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미래차�기술로드맵을�수립

▪ 산업부는�분야별�전문가�구성� 및� 회의를�통해� 로드맵�초안을�작성하고�공청회를� ‘17년� 12월�진행
▪ 공청회�및� 온라인�의견수렴�진행�후,� ‘18년� 1월� 로드맵을�최종�확정할�예정
▪ 수립된� 기술로드맵에서는�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시스템과� 관련하여� ‘초고속� 고출력밀도� 구동시스템�
기술’,� ‘고효율�전력변환을�위한�WBG� 소자/모듈�기술’� 등이� 제시

▪ 전기차� 운전� 효율� 향상을� 위한� 초고속� 구동용� 모터� 개발을� 위해서는� 모터� 구동용� 인버터� 개발과�
고기어비를�갖는�감속기와�일체형으로�구동시스템을�구현하는�기술�개발을�추진한다는�계획

▪ xEV의� 전체� 전력손실� 중� 약� 20%� 수준을�차지하는� 전력변환시스템의� 변환� 효율� 향상을�위해�WBG�
반도체� 소자를� ‘21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초고속� 구동시스템� 구현을� ‘24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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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구글에서는� 레벨4/5� 차량의� 리던던시�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그� 시나리오를�

구현하기�위한�부품업체를�발굴중인�상황으로�현재까지�양산에�성공한�업체는�없음

▪ 리던던시�시나리오를�인지/판단/제어�부문에�나뉘어�구성�함
▪ 주행� 중� 센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리던던시� 센서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주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 주행� 중� 조향/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으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리던던시�시스템�구축을�제시

▪ 주행� 중� 전원/통신�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강� 가까운� 안전지역으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리던던시�시스템�구축을�제시

 우버에서는� 조향,�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H/W,� 전원,� 통신의� 리던던시� 시스템을�

요구사항으로�제시�함

(2)� 국내업체동향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레벨4� 차량의� 리던던시� 시나리오에� 대한� 컨셉을� 구상중이며� 이�

컨셉에� 맞춰서� 조향,� 브레이크,� 전원,� 통신� 등에� 대한� 상세� 리던던시에� 대한� 부품사양이�

정의가�될� 예정

 국내�자율주행�부품업체의�경우�만도에서�종방향/횡방향�리던던시�시스템을�선행개발�중

▪ MDPS� 모터/제어기의�이중화�설계를�통한� 리던던시�확보
▪ ESC� 모터/제어기�이중화�설계를�통한�리던던시�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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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동향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시스템�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리던던시� 전략,� 커넥터� 기술� 등이�

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A

자율주행� 차량의� 전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력/전압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제어를� 위하여� 리던던시가�

반영된�전원시스템�기술�설계�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B

V2X�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 중� 발생� 가능한� 통신의� fail시�

통신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를� 반영한�

신뢰성�있는�통신시스템�설계�기술�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C
ECU,� TCU� 등의� 개별� 전자제어장치� 및� DCU� 등의�

차량내�통신시스템의�안전성�확보를�위한�기술

리던던시�전략 D

전원/통신의� 리던던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형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전략� 수립�필요�

커넥터 E

자율주행전용부품(센서/제어기/전원공급장치)에� 체결되는�

커넥터에서� 물리적� 장치� 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안정성을�

추가로�확보�할�수�있는�기술� 개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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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분야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303 128 263 46 778

통신� 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34 62 27 35 166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134 33 136 8 322

리던던시�전략 291 385 547 238 1567

커넥터 58 39 29 9 149

합계 820 647 1,002 336 2,982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미국,� 유럽�국적� 출원인�순으로�나타남

▪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의�출원인이�상대적으로�적은�출원량을�보유하고�있음

▪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유럽,� 일본국적�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음

▪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은�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한국,� 미국,� 유럽국적�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음

▪ 리던던시� 전략분야에서는�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한국,�
유럽국적의�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음

▪ 커넥터� 기술분야에서는�한국국적의�출원인이�가장�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국적의�
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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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A)와�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C)�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리던던시� 전략(D)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 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한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등락을�거듭하면서�출원이�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 � � � *� 2017~2018년은� 미공개� 출원이� 존재하여� 출원� 수가� 적게� 보이는� 구간으로,� 시계열� 동향을�

파악할�때� 이� 점을�유의해야�함.

▪ 외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등락을�거듭하면서�출원이�일부� 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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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

•Toyota

•Denso

•현대자동차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엘에스산전�등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
•Volvo

•Ford

•Toyota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엘지전자�등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

기술
◕

•Toyota

•Denso

•현대자동차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현대오트론,�만도�등

리던던시�전략 ●

•현대자동차

•Toyota

•Ford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만도�등

커넥터 ◔
•Ford

•Toyota

•한국과학기술원

•공공연구기관�중심

•한국과학기술원,�자동차부품연구원�등

※�●:� 500건�이상,�◕:� 300~499건,�◓:� 200~299건,�◔:� 100~199건,�◯:� 100건�미만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는� Toyot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Denso,� 현대자동차�등의�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는� Volvo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Ford,� Toyota� 등이� 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는� Toyot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Denso,� 현대자동차�등의�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리던던시�전략�분야�주요�출원인�동향

▪ 리던던시� 전략� 분야는� 국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yota,� Ford�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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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터�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커넥터� 기술� 분야는� Ford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yota,�
한국과학기술원�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리던던시� 전략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의�특허출원이�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기술�분야에서�특허출원은�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일본은�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유럽은�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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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35를� 상회하는� 국가는� 유럽,� 미국,� 독일,� 중국이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특허�보유국은�미국임

▪ 미국은� 시장력과� 질적� 수준� 모두� 평균보다� 높으며,� 질적� 수준은� 주요� 국가� 중� �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시장력은�평균보다�높지만,� 질적수준이�평균에�다소�못�미치는�것으로�조사됨
▪ 한국,� 일본은� 시장력과� 질적수준이�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은� 시장력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조사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JP 1002 1.202595 0.894737

KR 820 1.160976 0.631579

US 647 1.619784 2.28655

DE 161 1.614907 1.673077

CN 76 1.565789 0.166667

전체평균 92.71875 1.349765 1.696682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시스템�분야의�주요�경쟁기술�및� 공백기술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과� 리던던시� 전략기술이며,� 공백기술은� 커넥터기술과�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로�

나타남

▪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리던던시� 전략기술과�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커넥터�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

리던던시�전략 ●

커넥터 ◔
※�●:� 500건�이상,�◕:� 300~499건,�◓:� 200~299건,�◔:� 100~199건,�◯:� 10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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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자율주행�차량�긴급제동을�위한� ISG�체계�비상발전�시스템�및�그�제어�

방법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비상�제어장치�및�방법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V2X�데이터�신뢰도�검증을�위한� V2X� 통신�장치,�그를�포함한� V2X�통신�

시스템�및�그�방법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캔�통신�시스템의�에러�분산감지�방법�및�캔�통신�시스템

리던던시�전략
•차량의� CAN통신�고장�시�변속제어방법

•차량의�네트워크�고장시�주행�제어�방법

커넥터 •진단�기능을�갖는�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및�그�제어방법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리던던시� 전략을,�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은�

커넥터�기술을�연구개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에서는� 자율주행� 차량� 긴급제동을� 위한� ISG� 체계� 비상발전� 시스템과�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비상�제어장치�및� 방법� 등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분야는� V2X� 데이터�신뢰도�검증을�위한� V2X� 통신� 장치,� 그를� 포함한�
V2X� 통신�시스템�등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분야는� 캔� 통신� 시스템의� 에러� 분산감지� 방법� 및� 캔� 통신�
시스템과�차량용�네트워크�시스템�등이� 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리던던시� 전략� 기술에서는� 차량의� CAN통신� 고장� 시� 변속제어방법과� 차량의� 네트워크� 고장시� 주행�
제어� 방법� 등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커넥터� 기술에서� 진단� 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이�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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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커넥터� 기술과�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는� 커넥터기술로�

나타남

▪ 자율주행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는� 자율주행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산업,� 차량의�
전원시스템� 및�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전기전자산업,� 리던던시� 전략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하는�융복합�산업�영역으로서�향후�자율주행차량의�증가시�산업적�활용도는�대폭�증가할�전망임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리던던시� 전략� 기술과� 실제� 차량장착� ADAS� 센서와�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커넥터� 기술과�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커넥터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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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연구개발�기관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전자통신연구

원(ETRI),�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등�다수

▪ 한국전기연구원�전력변환연구센터�백주원�센터장�
-� 주로� 산업용�대용량�전력변환�시스템�개발� 기술을�연구

-� 자동차분야� 전력변환� 시스템� 개발에� 요구되는� 전문�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변환� 시스템에�

대한�많은�노하우가�누적

나.� 연구개발�인력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리던던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 기관은� 없으며�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이에�대한�컨셉검토�개발이�검토되고�있음

다.� 기술이전가능�기술

(1)� 기술이전가능�기관�및� 세부내용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리던던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 기관은� 없으며�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이에�대한�컨셉검토�개발이�검토되고�있음



171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 시스템

�� � � 171

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환경)�다양하고�풍부한�산업구조

•� (기술)�우수한�자동차�부품�제조�기술

•�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 (환경)

•� (기술)�핵심�원천기술�미흡

•� (정책)�산업계�연계�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환경)�자율주행�자동차�시장확대�

•� (기술)�기술개발�초기단계

•� (정책)�정부와�업계의�높은�니즈

•� (환경)�어려워지는�자동차�부품산업

•� (기술)�원천기술�미보유

•� (정책)�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규�미정립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자율주행� 레벨3/4� 시장이� 본격화� 되면서� 리던던시� 시스템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부각� 됨� ➜ 
자율주행차�리던던시�전용부품�개발�필요함

➜ 주요� 리던던시� 항목인� 조향,� 가감속� 관련� 부품은� 대기업� 및� 계열사� 등�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진행하도록�하고�중소기업은�전원,� 통신,� 커넥터,� 와이어�등의� 부품에�집중하여�개발�진행�필요� �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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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명�확정

[�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시스템�분야� 요소기술�도출� ]�

요소기술 출처

센서�기반� 리던던시�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조향�액추에이터의�이중�안전� 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제동�액추에이터의�이중� 안전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전원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개별�전자제어장치의�리던던시�반영� 아키텍처�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차량내�통신시스템의�리던던시�기술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리던던시�전략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커넥터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와이어(케이블) 특허/논문� 분석/전문가�추천

(Over� rapping)Switching� 제어기 특허/논문�분석/전문가�추천

BMS(Battery� Management� � System) 특허/논문� 분석/전문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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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선정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적합한�핵심요소기술�선정

 핵심요소기술�선정은�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 (10)을� 고려하여�평가

구분 요소기술 개요

리던던시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자율주행 차량의  전원시스템과 관련된 전력/전압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제어를 위하여 리던던시가 반영된 

전원시스템 기술 설계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V2X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중 발생 가능한 통신의 fail시  

통신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를 반영한 

신뢰성 있는 통신시스템 설계 기술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ECU, TCU 등의 개별 전자제어장치 및 DCU 등의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리던던시 전략

전원/통신의 리던던시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정하고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어떤형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부품 커넥터

자율주행전용 부품(센서/제어기/전원공급장치)에  체결되는 

커넥터에서 물리적 장치변경을 통해 최소한의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전원/통신�시스템�분야� 핵심요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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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국내�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2,961억� 원이며�

세계�시장은� 3,006억�달러�규모인�것으로�파악

 시장�성장률은� 16.2%로� 1.1%인�세계�시장�성장률에�비해� 15배� 가량�빠른�것으로�보임

 국내�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64.83%,� 4.76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93.96%)� >� 일본(87.85%)� >� 중국(76.25%)인� 것으로�파악

 특허� 출원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특허� 출원� 1,002건이며,� 국내� 특허� 출원량은�

820건인�것으로�평가됨

 특허�피인용지수는�미국이� 2.29로� 가장�높은�수치이며�국내는� 0.63� 수치로�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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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로드맵� �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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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센서 기반 리던던시 기술 6.8 6.8 7.5 7.5 28.5

조향 액추에이터의 이중 

안전 기술
7.5 6.5 6.3 5.8 26.0

제동 액추에이터의 이중 

안전기술
7.3 6.5 6.0 5.3 25.0

전원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7.8 7.0 7.8 7.5 30.0 선정

개별 전자제어장치의 

리던던시 반영 아키텍처 

기술

7.8 7.0 7.0 7.0 28.8

통신 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8.0 7.5 7.0 7.3 29.8 선정

차량내 통신시스템의 

리던던시 기술
8.0 7.8 7.0 7.3 30.0 선정

리던던시 전략 7.5 8.0 7.3 6.5 29.3 선정

커넥터 6.8 7.0 7.5 8.0 29.3 선정

와이어(케이블) 6.8 6.8 7.8 7.5 28.8

(Over rapping)Switching 

제어기
6.8 6.3 6.3 6.8 26.0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7.3 7.8 6.0 6.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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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물류�차량

정의�및� 범위

▪ 무인물류차량은� 일반� 공도로가� 아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의� 제한된� 구역� 내에서�
운전자가�없이�물건을�싣고� 최대�속도� 30km/h� 이하로�이동할�수� 있는�차량임

▪ 일반� 자율주행차량에� 적용되는� 레이더/라이다/카메라/초음파� 등의� 센서와� 외부� 통신을� 활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해진� 구역까지� 무인으로� 이동하면서� 이동경로� 주변� 위험물과� 장애물을�

인지하여�스스로�정지하거나�회피하여�목적지까지�이동하는�차량임

▪ 일반차량과� 달리�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제원,� 주행성능� 등에� 대한�
법규� 제약이�없으며,� 저속으로�이동하므로�고가의�센서류와�차량�부품을�사용하지�않아도�됨

정부지원�정책

▪ 대형� 물류회사내� 안전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산업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무인물류�시스템�구축)

▪ 군산� 일원에� 무인상용차를� 개발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형� 상용차산업생태게� 조성산업에�
2,000억을� 투자하기로�하고�빠른� 진행을�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키로�결정

▪ 인터넷진흥원,� 2019년� 위치정보산업� 10대� 키워드� 전방산업� 중�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유통'�
선정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다양한�자동차�부품�제조�생태계�구축

•(기술)�우수한�차량플랫폼�제조기술�보유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환경)�영세한�산업구조

•(기술)�자율주행�핵심�원천기술�미흡

•(정책)�산업계�연계�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스마트팩토리�도입으로�인한�시장�형성

•(기술)�기반기술�연구·개발

•(정책)�정부와�업계의�높은�니즈

•(환경)�기술개발�지원�인프라�부족

•(기술)�중국/미국�스타트업의�시제품�생산�및�운영�중

•(정책)�대기업�승용차�위주의�자율주행� R&D�지원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중인� 소형전기차� 물류플랫폼(골프카트/음료배달차량)을� 활용하여�
무인물류차량�플랫폼�개발

➜ 자율주행시스템을�연구하는�대학,� 연구소,� 기업들과�연합하여�저속무인물류차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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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무인물류차량은� 승용/상용차량들이� 주행하며� 도로교통법을� 저촉받는� 공도가� 아닌� 사유지�

개념의� 한정된� 구역� 내에서� 주행을� 하며,� 운전석과� 별도의� 조향/가감속� 장치가� 없는� 형태의�

박스형�차량�임�

 이� 차량의� 주변에는� 라이다/레이더/초음파센서/카메라� 등과� 같이�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으며,� 이� 센서들로부터� 취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상황을�

인지하고�주행경로를�찾아서�이동�함

 차량은� GPS� 혹은� 센서� 및� 통신을� 통한� 자차의� 측위를� 통해� 디지털정밀맵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역을�운행�함

 센서� 및� GPS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차량은� '인지-판단-제어'의� 단계를� 거쳐서�

자율주행을�하게�됨

 승용차에서�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 수준이나,� 최대속도는�

30km/h� 이하로�제한이�되며,� 사람은�탑승을�하지�않는�구조�임

 이� 차량은� 항만,� 조선/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 대형물류센터� 등과� 같이� 실외에서� 활용이� 될�

수도�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실내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활용하여� 소형사이즈로� 제작이�

되어�활용이�될� 수가�있음

▪ 대형�물류차량� :� 컨테이너,� 조선사의�대형블럭등을�지정된�경로� 내에서�운반
▪ 중형�물류차량� :� 자동차�대형부품,� 택배상자�등을�지정된�경로� 내에서�운반
▪ 소형�물류차량� :� 자동차�공장� 내� 볼트/너트�및� 작은�부품을�생산�공정에�맞추어�조립대로�운반
� � � � � � � � � � � � � � � 스마트팩토리에서�제작이�되는� 부품들을�승하차장으로�운반

 요즈음� 지어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내연기관의� 택배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단지� 내� 택배배달에�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아파트� 입구에서�택배를� 옮겨�

담아�단지�내에서�이동을�하며�각�동별로�택배를�이동시켜�주는�용도로�활용�가능

 물류현장에� 활용� 시� 차량의� 적재상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할� 수가� 있어� 인건비�

절감과�함께�효율성도�향상이�됨

 요즈음� 발생한� 물류센터� 내� 인명사고와� 관련하여도� 무인물류차량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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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무인물류차량은� 사용� 용도에� 따른� 주행환경� 및� 주행� 경로에� 따라� 센서의� 구성을� 다르게� 하여�

'인지/판단'의� 단계를�구분하여�분류

 실내와� 실외,� 보행자가� 없는� 환경과� 보행자가� 있는� 환경,� 단일경로� 주행차량과� 다중경로�

주행차량으로�구분할�필요가�있음�

전략품목 제품분류�관점 세부기술

무인물류차량

기반

기술

인지�기술

•라이다�신호처리,�라이다/카메라/레이더/초음파의�센서융합

•GPS,� 라이다,� V2X통신�등을�활용할�위치인지

•DR(추측항법)을�통한�자차의�다음거동�예측

판단�기술
•주변�사물/사람�등�장애물�및�위험물�판단

•주행전략�생성�및�주행경로�생성

제어�기술

•차량의�제어를�위한�조향각�산출

•차량의�제어를�위한�가속도값�산출

•산출된�조향각/가속도로�차량을�제어하기�위한�엑츄에이터�제어기술

실내주행
•GPS� 신호를� 활용하지� 않고� 라이다� 신호처리� 및� V2X통신등을� 통한�

위치인지로�지정된�좁은�구역에서의�주행

실외주행
•날씨와� 환경적인� 요소,� 주변� 타� 차량과의� 간섭을� 고려한� 인지기술� 확보�

필요

무보행자 •경로주변�보행자가�없는�상황에서의�비교적�단순한�인지�성능�확보�필요

유보행자
•경로주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전방위� 2중� 이상의� 인지성능�

확보�필요

단일경로

•트램과� 같이� 단일경로를� 왕복하므로� 비교적� 단순한� 판단� 및� 주행경로�

생성기술�필요

•전방�장애물�발견�시�제자리�정차

다중경로 •전/후방�장애물�인식을�통한�차선변경�및�주행경로�신규�생성기술�필요

[� 제품분류�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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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관점

 무인물류차량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기술을� 접목한� 차량으로써� 현재�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있는� 모든� 물류이동차량을�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등과�

연계하여�효율성을�극대화�할� 수� 있는�물류운영체계의�핵심�기술�

전략품목 공급망�관점 세부기술

무인물류차량

항만

•대형� 컨테이너를� 지정된� 경로를� 지속적으로� 왕복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기술

•기존�컨테이너�운반차량을�개조한�차량�플랫폼�활용

조선/자동차�등

대형�제조공장

•보행자가� 다니지� 않는� 대형� 공장� 내� 외부환경에서� 제품의� 모듈(엔진,�

차체,�선박�블럭)을�이동시키는�차량

•보행자는� 없으나� 주변� 환경은� 일반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주변차량�

및�위험물�인지,� 주행전략�및�경로�생성에�대한�기술�확보�필요

대형택배물류�창고

•택배상자를�물류창고�내�다양한�지점으로�이동시킬�수�있는�기술�필요

•다중경로�생성기술�확보�필요

•차량� 주변� 보행자(작업자)가� 많은� 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인지� 및� 차량�

제어�기술�확보�필요�

대형� 공원

•대형공원� 내� 음료/식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많은� 보행자를�

인지하고�이를�회피하여�주행경로를�생성하는�기술�확보�필요

•넒은� 지역에서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주행경로를� 생성하여� 주행하는�

기술�확보�필요

대형�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내� 택배,� 우편,� 식료품등을� 각� 아파트� 동별로� 운반을� 해�

주는� 차량으로서� 단지� 내�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보행자를� 인식하여�

정차�할�수�있는�기술�확보�필요

•지정된� 경로를� 왕복� 이동하되� 경로� 내� 보행자,� 장애물이� 있을� 경우�

간단한�회피를�통한�주행경로�생성기술�필요

[� 공급망�관점�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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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무인물류차량은� 기존에� 인력을� 통해� 운영되어� 지고� 있던� 물류의� 부문을� 기계/자동화를� 통한�

무인화를�하는�것으로서�산업의�특성은�기존�물류산업과�동일함

 무인화를�통해�기존에�인력으로�대체할�수� 없었던�신규시장�창출이�가능

▪ 재난/위험지역으로의�물류�이송
▪ 아파트�단지�및�공원� 내� 이동과�같이� 높은� 인건비로�인해�형성될�수� 없었던�물류시장�형성

 공장/물류센터�등�산업현장에서�진행되는�물류업은�항상�인사사고에�대한�위험성이�존재

▪ 후방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게차� 사고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사망자가�발생

▪ '18년� 10월�대전의�대형물류센터에서�후진하던�트레일러에� 30대� 남성�치여� 사망

 큰� 중량의� 물류품을� 이동함에� 따른� 주변� 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이에� 따른� 높은�

인건비에�대한�부담�존재

 물류산업은�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휴게시간,� 교대시간,� 개인� 간�

역량에�따른�비효율성이�발생할�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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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구조

 무인물류차량은� 컨베이어벨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물류/생산� 부문에서는� 무한한�

확장�가능성이�존재

 물류산업의� 특성상� 높은�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대한� 노사관계� 등을� 고려� 시� 무인물류차량의�

등장은�사용자�관점에서는�높은�경제적�효과�기대�가능

▪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내� 자율주행� 카트의� 시제품을� 선보였으며,� '19년에는� 자율주행전문업체�
'토르'와� 협업하여�무인배송서비스�개발을�시작�

 반면�물류노동자들의�일자리는�없어지는�상황이�발생하므로�이에�대한�대책�수립�필요

 요즈음� 활성화� 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연계할� 경우� 다양한� 부가가치와�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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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2017년� 육상무인이동체� 민간� 세계시장� 규모는� 약� 216.3억� 달러로� 2026년까지� 연평균�

36.2%�수준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

 특히� 농업,� 채굴,� 화물수송,� 운수� 분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고업,� 의료�

등� 다양한�분야에서도�육상무인이동체의�활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

 운송용�시장은�타� 분야�대비�압도적인�수준의�시장규모를�가질�것으로�예상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16,344 21,599 28,126 35,924 44,995 55,337 28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 로드맵,� 2018

[� 무인물류차량�분야�세계�시장� 규모� ]

(백만�달러,� %)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은� 행성탐사,� 에너지부(DOE)는� 원자력발전소� 유지� 보수� 및�

석탄채굴�등에�무인이동체를�활용

 일본의� 운송기업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는� 자율운행차를� 도입하여� 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무인�배송을�시험�중

지역 육상무인이동체 민간 시장

북미 물류, 교통, 거주지 청소 등 분야에서 상업용 육상무인이동체의 도입 증가

유럽 작물 수확, 채굴 등의 분야에서 상업용 육상무인이동체의 도입 증가

아시아태평양 물류(배달 포함) 분야에서 상업용 육상무인이동체의 도입을 위한 R&D 증가

중동
에너지 분야 등에서 모니터링, 감시 및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용 육상

무인이동체의 도입 증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상업용 육상무인이동체의 도입이 아프리카 전체 수요를 견인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 로드맵,� 2018

[� 육상무인이동체�민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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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무인물류차량에�대한�국내�시장�파악은�어려우나�자율주행차�시장�규모를�통해�예상�가능

� � (단위� :�억�원,� %)�

구분 ‘20 ‘25 ‘30 ‘35 CAGR

국내시장

제한자율주행(Lx3) 1,493 28.852 80.753 114,610 33.6

완전자율주행(Lx4) 15 7,341 72,651 147,183 84.2

합�계 1,509 36,193 153,404 261,794 41

*출처:�자율주행�기능�시스템,� KISTI(2016)

[� 자율주행차�분야의�국내� 시장규모�및� 전망� ]

 자율주행차� 시장의� 국내� 규모는� ‘20년� 1,509억� 원에서�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기반으로�

‘35년의�경우�약� 26조� 1,794억� 원에�이를�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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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기술개발�이슈

(1)� 기술개발트렌드

 자율주행을�위한�고가의�센서의�저가화�필요

▪ 주변을� 인지하기� 위한� 필수� 부품인� 라이다의� 경우� 600~5000만원까지� 이르나,� 이는� 일반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으로서� 저속의� 무인물류차량에� 적합한� 보급형의�

라이다�센서�개발� 필요

 카카오� '카풀'� 사태로�예측되는�물류�노동자와의�관계

▪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
혹은� 대형투자자의�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카풀'사태로� 인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대한�투자분위기가�일어나지�않고�있음

▪ 무인물류차량의� 경우� 카카오� 사태와� 유사하게� 물류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으므로�기술개발에�앞서�이에� 대한� 사전�논의가�필요�함

 일반�승용/상용차�위주의�자율주행�기술개발의�집중

▪ 현재�정부에서�지원되고�있는�자율주행�지원�사업은�대부분�일반� 승용/상용차�위주의�지원산업이며,�
승용/상용차의�경우�각종� 법규와�고속주행의�위험성으로�실질적인�상용화까지는�많은�어려움�에상

▪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지(제한된� 구역)에서의� 무인물류차량의� 경우�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며� 물류산업� 전체로� 봤을� 때� 일반� 승용/상용차의� 자율주행과� 견주어� 투자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더욱�클� 것으로�예상

 화재,� 지진과�같은�재난현장에서�무인이동체를�운용하기�위해서�내열성,� 통신,� 복합항법�및� 비

행제어�기술이�요구됨

▪ 화재�현장�진입�등�고온� 환경에�임수� 수행을�위해� 내열성을�갖춘�무인이동체�개발�필요
▪ 난통신,� 고밀도�통신전파�환경,� 통신� 불능� 및� 위성항법�음역지역,� 전파오류�발생�지역에서�기존�항법
센서�기능을�대체할�수�있는� 복합항법�및� 비행제어�기술�필요

▪ 지상풍� 및� 악기상� 풍향� 모델을� 구축,� 비행� 중� 난기류를� 조기� 감지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센서�
및�비행체�설계�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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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인간과� 무인이동체� 또는� 무인이동체와� 무인이동체�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 또한� 극한� 환경조건에서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터�

개발이�요구됨

▪ 외부�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니퓰레이터� 운동모델,�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알
고리즘�및�제어기술,� 임무최적화�기술�개발� 필요

▪ 원격�작업� 지원� 및� 실시간�현장� 정보� 파악을�위한� 증강현실�기술,� 상황에� 적절한�임무� 수행� 방법� 분
석� 기술�필요

(2)� 기술환경분석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2018.01.),�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2018.05.28.)을�발표하는�등�다양한�정책을�시행

▪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은� 차세대� 무인이동체�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반드시�확보해야할� 6대� 기술을�제시

-�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이동,�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 시스템�통합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서� 야간·가시권� 밖� 무인기� 비행� 허용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및� 승인�
면제� 기관� 확대�등의� 규제� 개선�추진� 전략을�발표

[�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개요� ]

� � � � � � � *출처� :� 무인이동체의�혁신성장�일정표�나오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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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무인기� 포함� 항공기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을�

위한�활주로�및� 인프라�확충�등� 국가�비행종합시험장의�확대�구축을�추진

▪ 무인기�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전남지역에� 활주로,� 성능·적합성·인증시험�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시킬�계획

 국내에서는�안전성�위주의�규제를�하고�있으나�소형�비사업용�무인비행장치의�경우�규제�완화�

및� 특례를�마련하고�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7년� 3월�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세분화된�
무인기�관련� 규정을�발표

▪ 12kg� 이하� 비사업용� 무인기의� 경우� 비관제공역에서� 국가안보� 및�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비행가능하며,� 안전성�확보�측면에서�야간�및� 비가시권은�비행이�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개년�로드맵’을� 발표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개발과� 5대� 용도별�

플랫폼�개발�계획을�발표

▪ 2017년� 1월� 산학연� 연구자로� 구성된�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장� 및�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등� 5개)� 의견을�적극� 수렴하여�로드맵�수립

▪ 6대� 공동핵심� 기능기술개발� 중� 통신분야가� 하나의� 큰� 분야로� 대두되면서�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항공전자�통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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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미국:� 구글�출신�엔지이어가�창업한�스타트업� 'NURO'

▪ 기존의�퀵서비스나�택배를�대신하는�단거리�무인운송�시스템
▪ 식료품/꽃/냉장� 및� 냉동품�등을� 신선하게�유지하며�이동할�수�있는� 플랫폼�개발

[� NURO� ]

 Google은� DARPA� 무인차� 대회에서� 우승한� Standford� 대학의� 리더의� 세바스찬� 스런� 교수와�

CMU의� Chris� Urmson� 교수를�포함한�핵심�연구원들을�영입하여�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하고�

있음

▪ Google차에는� 가장� 핵심� 기술인� Google� 지도가� 탑재되어� 있으며,� 차량� 앞과� 뒤편에� 4개의�
레이다가,� 천장에는� 3차원� 라이다,� GPS/INS/Encoder가,� 실내에는� 전방을� 주시하는� 2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차량,� 보행자,� 도로,� 신호� 등을�인식하며�자동으로�주행함

▪ Google은� 이미� 토요타� 프리우스� 및� 렉서스� RX450h차량� 등� 십여�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도로와�샌프란시스코�도로에서� 42만� km� (지구� 12바퀴�거리)의�테스트�주행을�하였음

▪ 2017년까지� 구글� 맵�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한� 구간� 내에서� 근거리�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를� 추진� 중임.� 2015년� 12/22일�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구글이� 차세대� 무인차� 개발을� 위해�

포드와�협력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보도되었음

 벤츠는� 이미� 2013년� S-class� 차량으로� 만하임과�포르츠하임� 구간� 104km� 무인주행에� 성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내� 첫� 양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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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판� 우버라� 할� 수� 있는� “Yidao� Yongche”를� 통해서� 대규모�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 할�

계획을�발표함

▪ 무인배송차량�플랫폼�신규� 제작
▪ 자율주행s/w는� 중국� IT기업인�바이두의� APOLLO� 플랫폼을�사용
▪ 2018년� 시제품을�공개하였으며� 2020년�대량양산을�통한�상용화�계획

 징동(京东)
▪ 징동(京东)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중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위한 스마트 물류에 주력. 따라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무인 
배송 시스템에 가장 적극적

▪ 2016년 5월 스마트 창고 및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징동의 X사업부를 설립

▪ 징동 X사업부는 무인 물류센터, 무인 차량, 무인 드론, 무인 슈퍼마켓을 자체 개발. 이곳에서 
자율 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배송차, 서비스 로봇, 검사 로봇 등 다양한 물류 로봇을 개발

▪ 징동은 중국 전역에 90% 무인화된 스마트 물류 센터 10곳과 130여 개의 초대형 물류 센터, 
2100개의 배송 센터를 보유 중

▪ 상하이에 위치한 무인 물류센터 아시아 1호(亚洲一号)는 세계 최초 전 과정 무인 물류센터로 
하루 약 20만건(포장 단위 기준 60만 건)의 물량을 처리하며 물류 센터 내의 상품 이동은 모두 
센터 곳곳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와 로봇팔, 무인 운반차 등을 통해 진행

▪ 라스트 마일을 책임지기 위한 징동의 무인 배송 시스템은 징동이 공개한 무인 스마트 배송 
터미널(无人智慧配送站)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 징동은 세계 최초 무인 스마트 배송 터미널을 
산시성 시안(陕西省 西安)에 오픈

▪ 스마트� 배송� 터미널에는 28개의 택배 상자를 보관할 수 있으며, 무인 차량을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함. 입고부터 포장, 분류, 적재 등 전 과정을 로봇이 처리하고 반품 및 
교환, 수신 밀 발송 서비스를 제공

 2017년� 10월�중국�무인운반차(AGV)� 산업�연맹�설립

 알리바바� /� 차이냐오(Cainiao� Network,� 菜鸟)
▪ 차이냐오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창고, 무인 배송 등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구축하여 중국과 글로벌을 아우르는 물류 네트워크를 조성

▪ 차이냐오의�샤오G플러스는 무인 배송차 모델로 샤오G와 비교시 더 많은 소포를 탑재 가능하며  
장거리 배달이 가능하고, 최대 속도는 시속 15km. 자율 주행용 레이저 센서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3차원 지도를 생성하고, 주위 환경을 감지하여 속도 조절 가능. 금년 중 양산을 
시작하여 2019년부터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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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닝물류

▪ 2016년 말 스마트 물류 연구소(苏宁物流研究院) 및 S실험실(S实验室)을 설립하여 스마트 물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 시작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무인 창고, 무인 배송 로봇, 무인 배송 
드론 등을 활발히 개발 중

▪ 현재 무인 배송 로봇을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 최초 대형 자율 주행 트럭 도로 
테스트 완료, AGV 기반의 무인 물류 센터 개설 등 다양한 물류 혁신 모델 개발 중

▪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기술 회사와 협력 중, 최근에는 바이두와 자율 주행 
기술 협력을 선언하며 자율 주행의 상업적 적용을 가속화. 양사는 바이두의 L4 등급 시스템이 
장착된 무인 배송 차량 ‘마이크로카(Micro Car)’를 공개. 이 무인 배송 차량은 배송 거점에서 
배송원에게 택배를 배급하는 용도로 개발

▪ 2020년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보급하고 무인 배송 차량의 대규모 양산을 실현 계획

[� 무인물류차량� ]

 즈싱저

▪ 즈싱저는 2015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무인 물류 및 자율 주행 스마트카 개발에 
중점

▪ 승용차, 상업용 차량, 특수 차량 제조 기업을 위한 스마트카 전체 솔루션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혁신 선도 기업이 목표

▪ 2016년 11월 L3 자율 주행차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누적된 시험 주행 거리만 
30만km를 초과, 현재 L4 자율 주행 솔루션을 출시

▪ 2017년 6월 배송, 관광, 청소 등 특수 목적 자율 주행 차량 시리즈 워(蜗(Ω))를 공개, 고정밀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변 환경 모델을 감지하고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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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배송 트럭 모델 워비다(蜗必达)는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시연, 이 모델은 올해 3월 
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칭화대학교에서 무인 도서 운송 차량으로 공식 운영 중

▪ 바이두, 칭화대학교, 베이징자동차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 바이두의 자율 운전 플랫폼 
Apollo와 수차례 협력

▪ 2017년 9월 징동, 순웨이 캐피탈(顺为) 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후 2018년 4월 
바이두를 주축으로 기존 투자사였던 징동, 순웨이로부터 시리즈 B를, 잉펑캐피탈(盈峰资本), 
광파신더(廣發信德) 등으로부터 시리즈 B+ 규모의 투자를 유치 성공

 일본:� 자국의�물류산업�무인화를�본격추진키로� 3단계�물류무인화�계획�발표('18년)

▪ 1단계(� ~2020년),� 2단계(2020~2030년),� 3단계(2030~)�

(2)� 국내업체동향

 신세계�그룹�이마트�무인카트� '일라이'� 공개('18.4월)

▪ 고객이�원하는�상품을�진열대로�안내�및� 자동결재후�원자리�복귀기능까지�탑재

[� 이마트�무인카트�일라이�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한국피자헛과 함께 한시적으로 선보인 서빙 로봇 
‘딜리 플레이트(dilly PLATE)’('18.8월)

▪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부터 자율 주행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고려대와 협업하여 ‘딜리’ 
시제품을 개발하여 지난 5월 천안에서 시범 운영

▪ 4월에는 베어로보틱스에 200만 달러(약 21억 5000만 원)를 투자해 개발한 서빙 로봇을 
피자헛에서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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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비전으로 2022년 자율 주행 로봇이 바꾸는 미래를 그리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자율 주행 
배송 로봇이 신선식품, 의약품, 세탁물 등을 집으로 배달하는 모습을 소개

▪ 현재 실내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큐에스아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차에� 필요한� Lidar�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Lidar에� 활용할�수� 있는�거리�측정시스템에�관한�특허권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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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동향

◎�무인물류차량�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기위치� 추정� 기술,�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자율� 주행� 알고리즘,�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개발�기술,� Lidar� 신호처리�기술� 등이� 포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자기위치�추정�기술 A 신호�제어기술을�통해�얻은�데이터를�이용한�자기�위치� 추정기술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

기술
B 장애물의�판단�및�장애물의�종류�파악과�상황에�맞는�회피�기술

자율�주행�알고리즘 C 상호�인식� 알고리즘과�위치인식�알고리즘을�이용한�자율�주행� 알고리즘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

개발�기술
D

자율주행제어기로� 부터� 조향,� 가감속� 제어명령값을� 전달� 받아� 그�

명령값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여�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을� 제어하는�

기술

Lidar�신호처리�기술 E

Lidar로� 부터� 취득되는� raw� 데이터의� 신호처리를� 통해� 주변� 오브젝트�

(사람/� 사물/� 차량)를� 분류하고� 주행도로의� 특징(지면,� 연석,� 표지판�

등)을�인식하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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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무인물류차량분야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 데이터� 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
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기타 계

자기위치�추정�기술 81 325 201 78 52 737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기술 110 122 112 27 10 381

자율�주행�알고리즘 4 4 10 2 1 21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기술 82 197 193 58 28 558

Lidar�신호처리�기술 110 199 19 89 40 457

합계 387 847 535 254 131 2,154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일본,� 한국,� 유럽�국적� 출원인�순으로�나타남

▪ 자기위치� 추정� 기술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유럽국적의�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 출원하고�있음

▪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이�가장�미비함

▪ 자율� 주행� 알고리즘기술은� 일본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유럽국적�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 출원하고�있음

▪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은�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일본,� 한국,� 유럽국적�출원인�순으로�특허를�많이�출원하고�있음

▪ Lidar� 신호처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 유럽,�
일본국적의�출원인의�순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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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B)와� Lidar� 신호처리� 기술(E)� 분야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있음

▪ 반면,� 한국국적의� 출원인은� 외국국적의� 출원인에� 비해� 자기위치� 추정� 기술(A)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허�출원� 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 한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은�등락을�거듭하면서�최근에는�출원이�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2017~2018년은�미공개�출원이�존재하여�출원�수가�적게�보이는�구간으로,�시계열�동향을�파악할�때�이�점을�유의해야�함

▪ 외국국적�출원인의�특허�출원량도�등락을�거듭하면서�최근�출원이� � 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자기위치�추정�기술 ●

•Uber

•GM

•Baidu

•공공연구기관�중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

기술
◓

•Toyota

•Ford

•현대자동차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등

자율�주행�알고리즘 ◯ •Subaru •특허출원건수�매우�적음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

기술
●

•GM

•Toyota

•현대자동차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만도,�엘지전자�등

Lidar�신호처리�기술 ◕
•Ford

•GM

•Google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만도�등

※�●:� 500건�이상,�◕:� 400~499건,�◓:� 300~399건,�◔:� 100~299건,�◯:� 10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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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위치�추정�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자기위치� 추정� 기술� 기술� 분야는� Uber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GM,�
Baidu� 등의� 순으로�다수의�특허를�보유함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분야는� Toyota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Ford,� 현대자동차�등이�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자율�주행�알고리즘�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자율� 주행� 알고리즘� 분야는� Subaru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출원건수가� 매우�
적음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 분야는� GM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Toyota,� 현대자동차�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Lidar� 신호처리�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Lidar� 신호처리� 기술� 분야는� Ford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GM,�
Google�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자기위치� 추정� 기술(A)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B)� 분야의�특허출원이�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자율� 주행� 알고리즘(C)�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자기위치� 추정� 기술(A)�

분야에서�특허출원은�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남

 일본은� Lidar� 신호처리� 기술(E)�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자율� 주행� 알고리즘(C)와�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기술(D)� 분야의�특허출원은�매우�활발한�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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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B)�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Lidar�

신호처리�기술(E)� 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65를� 상회하는� 국가는� 유럽,� 미국,� 독일,� 스웨덴이며,� 질적인� 수준이�

높은�특허�보유국은�미국임

▪ 미국은� 시장력과� 질적� 수준�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조사됨

▪ 독일과�스웨덴은�시장력은�평균보다�높으나,� 질적수준은�평균에�비해�다소� 낮은� 수준으로�조사됨
▪ 한국과�일본은�시장력과�질적수준이�모두�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EU 254 1.830709 1.3125

JP 535 1.315888 0.25

KR 387 1.286822 0.958333

US 847 1.948052 5.931759

DE 116 1.663793 1

SE 48 2.145833 1.352941

전체평균 85.56 1.646704 4.44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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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물류차량�분야의�주요�경쟁기술�및� 공백기술

 무인물류차량�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자기위치� 추정� 기술과�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이며,� 공백기술은�자율�주행�알고리즘�기술로�나타남

▪ 무인물류차량� 분야에서� 자기위치� 추정� 기술과�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자율� 주행� 알고리즘�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공백기술� 분야로�

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자기위치�추정�기술 ●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기술 ◓
자율�주행�알고리즘 ◯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기술 ●

Lidar�신호처리�기술 ◕
※�●:� 500건�이상,�◕:� 400~499건,�◓:� 300~399건,�◔:� 100~299건,�◯:� 100건�미만

◎�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자기위치�추정�기술 •추측�항법을�이용한�자율주행�차량의�제어�방법�및�장치

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기술
•보행자�시선을�고려한�충돌�방지�및�충격�완화�장치�및�방법

•자율주행차량의�장애물�회피�시스템�및�방법

자율�주행�알고리즘 •캔�통신�시스템의�에러�분산감지�방법�및�캔�통신�시스템

종횡방향�제어�엑츄에이터�개발�기술 •딥러닝�기반�자율주행�차량�제어�시스템

Lidar�신호처리�기술
•라이더� 스캔� 데이터의� 누적에� 의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인식� 시스템� 및�

그�방법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 Lidar� 신호처리�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은� 자기위치� 추정� 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자기위치� 추정� 기술에서는� 추측� 항법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이�
공공연구기관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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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분야는� 센서� 융합� 기반� 보행자� 탐지� 및� 보행자� 충돌� 방지� 장치�
및�방법과�자율주행차량의�장애물�회피� 시스템�및� 방법� 등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자율�주행�알고리즘�분야는�출원건수가�매우�미미함
▪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에서는�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차량� 제어� 시스템�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Lidar� 신호처리� 기술에서� 진단� 기능을� 갖는� 라이더� 스캔� 데이터의� 누적에� 의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인식�시스템�등이�대기업�등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무인물류차량� 분야의� 공백기술� 분야는� 자율� 주행� 알고리즘� 기술이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상대적으로�수월한�분야는�위치�인식을�통한�장애물�회피�기술로�나타남

▪ 무인물류차량� 분야는� 무인물류차량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산업,� 무인운전을� 위한� 센서시스템에� 대한�
센서산업,� 주행� 알고리즘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 영역으로서� 향후�

무인화�및� 효율화에�따라�산업적�활용도가�대폭�증가할�전망임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자기위치� 추정� 기술과�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보다는�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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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연구개발�기관

 자율주행�시스템�개발�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스마트카기술연구본부(본부장�이재관)
▪ 전자부품연구원
-� 라이다융합산업�협의체�발족('18.10/24)

-� 융합시스템연구본부의� SoC�플랫폼연구센터에서�융복합�스마트�센서�신호처리�기술�등을�연구개발�중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자율평가�실장�홍윤석)
-� 자율주행�테스트베드� K-CITY� 보유

▪ 서울대�기계항공공합구(이경수�교수)
-� 2017년� 미국자동차공학회(SAE)� 최고논문상�수상(자율주행�안전제어�관련�부문)

▪ 한양대�미래자동차공학부� (허건수�교수)
▪ 경일대�자율주행차융합기술연구소� (소장�강우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안전한�무인이동체를�위한� ICT� 기반� 기술� 개발

-� 유인� 자율운항을�위한�멀티콥터형�비행제어�시스템�개발

-� 무인이동체�미션컴퓨터용�개방형� SW� 프레임워크�기술�개발

-� DIM(Drone� Identity� Module)� 기반의�드론�보안� 기술

-� 재난치안용�무인기�통신� 및� 안전운항�기술

◎�연구개발�자원

 국가�자율주행�테스트베드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 자율주행�테스트베드� K-CITY� 보유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자율주행� V2X� 연계�가능한� C-ITS� 시스템이�설치된�주행시험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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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프로그램

▪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도고�공역에서의�무인비행장치�간� 교통관리체계�구축을�위한� 항법� 및� 불법행위�억제기술�등� 개발

-� ‘19년도�지원규모� :� 73억원�

[� 무인이동체�정부� R&D�분야별�투자�현황� ]

*출처 :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다부처공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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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인력

 자율주행의�핵심�부품인�라이다의�연구는�전자부품연구원에서�진행중

 자율주행차S/W�개발은�자동차부품연구원�스마트카기술연구본부에서�진행중

 1.� 서승우/서울대�전기공학과/자율주행�플랫폼/교수�

�

� � � � � 2.� 이경수/서울대�기계공학과/자율주행�플랫폼/교수

�

� � � � � 3.� 허건수/한양대�미래자동차공학과/자율주행�제어/교수

�

� � � � � 4.� 기석철/충북대�스마트카연구센터장/자율주행�플랫폼/교수

�

� � � � � 5.� 이재관/자동차부품연구원/자율주행�동향�및� 표준화/스마트카�기술연구�본부장

�

� � � � � 6.� 송봉섭/아주대�기계공학과/자율주행�제어/교수

�

� � � � � 7.� 김재환/차세대융합기술원/자율주행�플랫폼/실장

�

� � � � � 8.� 정구민/국민대�자동차학과/자율주행�동향/교수

�

� � � � � 9.� �김시호/연세대�글로벌융합공학부/인지�및�시뮬레이션/교수

�

� � � � � 10.� 정호기/한국교통대학교�전자전기공학부/인지�및�측위/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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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이전가능�기술

(1)� 기술이전가능�기관�및� 세부내용

 무인물류차량의� 구성은� 크게� 하드웨어(샤시플랫폼)와� 소프트웨어(인지/판단/제어)로� 구성이�

되며�각�분야별로�전문�기관이�선행개발을�진행�중임

 기술이전이�가능한�기관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기관 이전�기술 내용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가변�아키텍처�전기차�플랫폼

•차량의� 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간� 거리인� 휠베이스를�

변경할�수�있는�전기차�플랫폼

한국전자부품

연구원
라이다�신호처리�기술

•라이다의� 원천기술� 및� 라이다의� raw데이터를� 처리하는�

신호처리�기술�보유

자동차부품연

구원
'인지-판단-제어'� 알고리즘�구성� 기술

�•자율주행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인지',� '판단',� '제어'에�

대한�전체적인�알고리즘�보유

[� 무인물류차량�관련�이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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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다양한�자동차�부품�제조�생태계�구축

•(기술)�우수한�차량플랫폼�제조기술�보유

•(정책)�산업지원�정책�수립

•(환경)�영세한�산업구조

•(기술)�자율주행�핵심�원천기술�미흡

•(정책)�산업계�연계�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스마트팩토리�도입으로�인한�시장�형성

•(기술)�기반기술�연구·개발

•(정책)�정부와�업계의�높은�니즈

•(환경)�기술개발�지원�인프라�부족

•(기술)�중국/미국�스타트업의�시제품�생산�및�운영중

•(정책)�대기업�승용차�위주의�자율주행� R&D�지원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중인� 소형전기차� 물류플랫폼(골프카트/음료배달차량)을� 활용하여�
무인물류차량�플랫폼�개발

➜ 자율주행시스템을�연구하는�대학,� 연구소,� 기업들과�연합하여�저속무인물류차량�개발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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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명�확정

요소기술 출처

동작 메커니즘 모듈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기위치 추정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이송/핸들링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율 주행 알고리즘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자동 오더 피킹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신속/고효율 플랫폼 개발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무인물류차량 H/W 제작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Lidar 신호처리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오브젝트 퓨전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위치인지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주변상황 판단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주행전략 생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경로생성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주행경로 추종을 위한 조향각 산정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주행경로 추종을 위한 가감속도 산정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차량의 주행경로안내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차량의 적재상황 안내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 무인물류차량�분야�요소기술�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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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선정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적합한�핵심요소기술�선정

 핵심요소기술�선정은�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 (10)을� 고려하여�평가

분류 요소기술 개요

인지

자기위치 추정 기술 신호 제어기술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한 자기 위치 추정기술

Lidar 신호처리 기술

Lidar로 부터 취득되는 raw 데이터의 신호처리를 통해 주변  

오브젝트(사람/사물/차량)를 분류하고 주행도로의 특징(지면, 연석, 

표지판 등)을 인식하는 기술

판단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장애물의 판단 및 장애물의 종류 파악과 상황에 맞는 회피 기술

제어

자율 주행 알고리즘
상호 인식 알고리즘과 위치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

자율주행제어기로 부터 조향, 가감속 제어 명령값을 전달 받아 그 

명령값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여 차량의 조향과 가감속을 

제어하는 기술

[� 무인물류차량�분야�핵심요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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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국내� 무인물류차량�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759억� 원이며� 세계� 시장은� 2조� 1599억� 달러�

규모인�것으로�파악

 시장�성장률은� 41%로� 28%인�세계�시장�성장률에�비해�약� 1.5배� 빠른�수치임

 국내� 무인물류차량� 분야�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55.83%,� 5.04년의�기술격차를�보이며�유럽,� 중국,� 일본에�비해�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89.98%)� >� 일본(82.91%)� >� 중국(80.48%)인� 것으로�파악

 특허� 출원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특허� 출원� 847건이며,� 국내� 특허� 출원량은�

387건인�것으로�조사됨

 특허� 출원량은� 선진국의� 45%� 수준� 규모이나� 특허� 피인용지수에서�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특허의�질과�경쟁력이�낮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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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로드맵� �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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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동작 메커니즘 모듈 기술 7.5 7.0 6.3 7.0 27.8

자기위치 추정 기술 7.8 8.0 7.8 7.8 31.3 선정

위치 인식을 통한 장애물 

회피 기술
8.3 8.5 7.5 8.3 32.5 선정

이송/핸들링 기술 6.8 6.8 6.8 7.5 27.8

자율 주행 알고리즘 8.3 8.5 7.3 7.8 31.8 선정

자동 오더 피킹 기술 7.3 7.3 8.3 8.3 31.0

신속/고효율 플랫폼 개발 

기술
7.5 7.5 5.8 7.3 28.0

무인물류차량 H/W 제작 

기술
8.0 8.0 6.8 8.3 31.0

종/횡방향 제어 엑츄에이터 

개발 기술
8.0 7.8 7.8 8.3 31.8 선정

Lidar 신호처리 기술 8.5 8.3 7.3 7.5 31.5 선정

오브젝트 퓨전기술 7.8 7.5 7.3 7.3 29.8

위치인지 기술 8.3 8.3 7.0 7.5 31.0

주변상황 판단 기술 7.5 7.8 7.0 7.5 29.8

주행전략 생성 기술 7.8 7.8 7.3 8.0 30.8

경로생성 기술 7.3 7.8 7.3 8.3 30.5

주행경로 추종을 위한 

조향각 산정 기술
7.0 7.3 7.0 8.0 29.3

주행경로 추종을 위한 

가감속도 산정 기술
7.3 7.0 7.0 7.3 28.5

차량의 주행경로안내 기술 7.3 7.0 7.5 8.3 30.0

차량의 적재상황 안내 

기술
6.5 6.3 7.5 8.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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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및� 범위

▪ 자율주행차의� 주행� 중�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조작을� 통하여� 위험을� 감지하여� 차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경고나�제어를�통해� 사고를�회피하거나�운전자의�주행�편의성�향상을�위한� 지원� 시스템�

▪ 전방차량� 추종,� 차선이탈경고,� 전방차량� 추돌� 경고,� 후측방� 추돌경고,� 자동긴급제동시스템과� 측후방�
장애물�감지용�초음파�차량상태�모니터링�기술을�포함

정부지원�정책

▪ 정부가� 자율주행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추진,�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도권� 소재� 전기·수소�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업을� 대상으로�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

업계는�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 R&D� 투자와�

인재� 양성을�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융합� 신기술� 개발,�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범부처�
R&D를� 추진하겠다고�밝히며�융복합�서비스�개발� 촉진을�위해� 관련�제도� 개선도�병행

중소기업�시장대응전략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자동차�산업구조�우수

•(기술)�우수한� IT� 인프라�환경�보유

•(정책)�산업지원�정책�지원�가능

•(환경)�개발비�확보�난제

•(기술)�원천기술�자체�확보�미흡

•(정책)�자체�개발�능력�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부분�자율차�상용화�단계�접근

•(기술)�전문기술분야�연구개발�집중

•(정책)�정부와�중소기업의�참여의지

•(환경)�개발지원�인프라�부족

•(기술)�글로벌�업체와의�기술격차

•(정책)� R&D�정책�집중화�부족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부분� 자율주행차� 개발하기� 위한� 상황인식� 장애물� 감지� 센서(카메라,� 라이더,� 초음파� 등)와� Co-pilot�
구현을�위한� 운전자�모니터링�센서�기술� 개발이�필요

➜ 주변� 상황인식� 기술과�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기술,� 인공지능기반� 안전한� 주행제어� 기술� 알고리즘�
개발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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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정의�및� 필요성

 자율주행차향�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시스템은� 레이더,� 카메라� 또는� Lidar를� 이용해�

전방의� 차량� 또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위험� 상황에서� 제동을� 통해� 사고를� 회피하거나�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조작으로� 충돌을�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측� 후방� 충돌�

방지도� 포함하여� 차량� 주변을� 모두� 감지하여� 차량� 또는� �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도출하고�

그에�따른�경고�또는�조치를�수행하여�차량의�안전을�확보하는�기술

▪ 전방�다수의�차량과�보행자�등을� 감지하여�위험�목표물을�선정하여�제어를�수행하는�형태로�작동
▪ 레이더는�차량�검지� 성능이�뛰어나며�추후�보행자까지�검지하며�식별�기능을�포함할�예정
▪ 카메라의� 경우� 전방� 차선정보,� 표지판,� 차량,� 보행자,� 야간� 대항차량� 등을� 검지하며� 향후� 주변�
지형지물과�도로�형상�검지� 기능까지로�확대될�전망

▪ Lidar는� 최근�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로� 채택이� 되고� 있으며� 전방� 장애물에� 대한� 정확한� 거리� 값을�
측정� 가능하며�이를�통한�정확한�충돌�예측� 가능

▪ 전방충돌경고�및�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의�장착으로� 50%� 이상의�교통사고�저감�효과� 기대
▪ 전방� 차량� 경고� 및� 차선이탈� 경고� 장치의� 대형트럭� 의무� 장착� 추진으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방지�기대

▪ 자동차� 사고의� 90%가�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함을� 고려할� 때� 능동안전시스템을�
장착함으로서�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와� 관련� 비용� 저감� 효과� 기대(교통사고� 관련� 비용은� GDP대비�

2%� 추산)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이�가능한�친화형�자동차를�의미

▪ 자율주행차의�구조는�센서,� 프로세서,� 알고리즘,� 액추에이터(actuators)로� 구성
구조 역할 구조 역할

센서 자동차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처리결과 해석 및 운행에 대한 결정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 액추에이터 시스템 제어 장치

▪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은� 운전자� 판단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인� 알고리즘� 기술임.�
구글� 등에서는�실� 도로� 주행을�통해� 핵심기술을�개선해나가는�단계

▪ ADAS는� 운전자의� 운전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운전� 피로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운전에�도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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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DAS 자율주행
차-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를 지원 운전자를 대체

미 도로교통안전국 자동차 자동화 단계 레벨0 -> 레벨3 레벨3 -> 레벨4

기술개발 접근 방식 점진적(Evolutionary) 혁명적(Revolutionary)

운전자 필요 여부 반드시 필요 불필요

*출처:� 2016년,�메이저�완정차�업체들은�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자동차�자동화�단계�레벨� 2수준의�차량을�생산�중(IHS�발표)

[� ADAS와� 자율주행차의�주요차이점� ]

 ADAS의�핵심기술� :� ACC

▪ ACC(Adaptive� Cruise� Control� 또는� Active� Cruise� Control,�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는� 교통�
환경에�따라�속도를�조절할�수� 있는� 기능을�의미

▪ 차량� 앞쪽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 ACC가� 장착된� 차의� 경로에� 속도가� 낮은� 차량의� 주행�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작동하며,� ACC� 장착�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교통상황에�맞춰�속도�조절이�가능

▪ 속도가� 낮은� 차량이� 감지되면,� ACC� 시스템은� 주행� 속도를� 낮추고� ACC� 장착� 차량과� 전방� 차� � � � � � �
� 사이의�거리,� 또는� 시간� 간격을�제어

▪ 시스템이� ACC� 장착� 차의� 경로에� 차가� 없는� 것을� 감지하면,� ACC� 시스템은� 미리� 설정된� 크루즈� � � � �
� � 컨트롤�주행� 속도로�차를� 가속� 가능

[� 자율주행차의�핵심기술� :� A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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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S의�기타�핵심기술

▪ 주차� 조향보조시스템(Intelligent� Parking� Assis� System;� IPAS)� :� 차량� 스스로� 주차위치를�
탐색하고�운전자는�변속기와�페달만�작동하면�주차�가능

▪ 차선� 이탈경보시스템(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 운전자� 부주의로� 주행차선� 이탈�
때�운전자에게�경고

▪ 긴급� 상황� 자동� 브레이크(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 차량의� 충돌·추돌� 등�
사고발생이�예상되면(보행자�포함)� 브레이크를�직접�작동하여�사고방지

▪ 이�외에도�사각지대�감지,� 전면충돌�방지�및� 경고�기술� 등이� 있음

 자율주행차에�탑승자에게�위험�경보를�알려주기�위한�기술로�햅틱�피드백�기술이�대두�

▪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탑승자는� 운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게� 되고�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며,� 따라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햅틱� 피드백� 기술을� 통해� 촉각으로� 탑승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탑승자가� 적절히�

조치� 가능

▪ 자동차� 분야에서� 햅틱� 기술은�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인포테인먼트� 등과� 관련되어� 운전자와�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각으로� 지원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 편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유용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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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및� 분류

(1)� 제품분류�관점

 미국� 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제동,� 조향,� 가감속과� 같은� 운전자의� 조종� 및� 주행감시�

역할과�기술수준에�따라�자율주행�레벨은� 0에서� 4,5단계로�구분�

▪ 자율주행차는� 특정� 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율주행기능에� 따라� 레벨� � � � � � � �
1~3(부분� 자율)과� 레벨� 4~5(완전� 자율)의� 구분을� 짓고� 있으며,� 각� 레벨� 간� 기술� 난이도와� 편익의�

차이� 존재

▪ 자율주행은�사람-자동차간�운전�활동�분담� 및� 자율주행�시점에�따라� 6개�레벨로�구분
� -� (레벨� 0)� 사람이�모든�운전� 활동을�담당

� -� (레벨� 1)� 운전자를�보조하여�손이나�발을�뗄�수�있는� 기능이�작동

� -� (레벨� 2)� 두� 개�이상의�기능이�결합되어�손과�발을�동시에�뗄� 수� 있는�경우

� -� (레벨� 3)� 자율주행�모드� 중� 스스로�운전하나�돌발�상황� 발생�시�사람이�개입�하는� 경우

� -� (레벨� 4)� 자율주행�모드� 중� 스스로�운전하며�돌발�상황에서도�개입�없이� 시스템�주행

� � � � � � � �

자율주행�레벨
자동차의�역할

(나머지는�사람이�담당)

누가�담당하는가

자율주행�

시점
조향,�

가감속

주변

환경�

감지

돌발사

태�대응

완전�

자율주행

Lv� 5(완전�

자동화)
·� 항상�모은�운전�활동을�담당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상시

Lv� 4(고도�

자동화)

·� 기능을�켜면�모든�운전�활동을�담당�

·� 상시에도�사람� � 개입�없이�주행�완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기능�켤�때

부분�

자율주행

Lv� 3(조건부�

자동화)

·� 기능을�켜면�모든�운전�활동을�담당

·� 비상시�사람의�개입을�요청
자동차 자동차 사람 기능�켤�때

Lv� 2(일부�

자동화)

·� 기능을� 켜면� 조향,� 감가속� 중� 복수� 기능을�

결합하여�담당(예.� 차선이탈방지)
자동차 사람 사람 기능�켤�때

Lv� 1(운전자�

지원)

·� 기능을� 켜면� 조향,� 감가속� 등의� 기능� 중�

하나를�담당(예.�크루즈컨트롤)

사람,�

자동차
사람 사람 기능�켤�때

자율주행�

아님

Lv� 0(자동화�

이전)
·� 알림,�경고�등 사람 사람 사람 -

*출처� :� 미국자동차�공학회� (SAE)

[� 자율주행의�레벨�및� 완전�자율주행의�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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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은� “Hand� off”� (레벨� 1~2)� →� “Eye� off”� (레벨� 3)� →� “Mind� off”� (레벨� 4~5)순서로�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며(ktb투자증권,� 2017.4:� 1)� 레벨� 1~3은� 부분� 자율주행,� 레벨�

4~5는�완전�자율주행으로�구분�가능

▪ 완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모드동안�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Mind� off)전� 구간을�
주행하거나(door� to� door)� 특정� 구간의�이동을�완결(point� to� point)�

▪ 부분� 자율주행은� 엄밀하게는� 주변� 환경� 감지를� 자동차가� 담당하는(Eye� off)� 레벨� 3로만� � � � � � � �
정의할�수도�있으나�넓게는�레벨� 1~2도� 포함

▪ 부분� 자율주행이� 진화(evolution)라면� 완전� 자율주행은� 혁명(revolution)으로� 볼� 수� 있고� 후자가�
전자� 대비� 편익이�큰� 만큼� 완전히�다른� 차원의�기술적�난이도를�요구

 자율주행차�자율주행�기술은�주요�핵심기술은�센서�기술,� 정밀지도�기술,� 측위�기술,� 차량제어�

능동안전�시스템�등의�도로�및�교통상황�등�주행환경�인지�기술의�한계점�극복이�필요�

▪ 센서�융합기술은�주행환경을�인지하기�위한�시스템으로�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등의� 다양한�
센서� 활용

▪ 차량제어� 능동안전시스템은�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예상될� 때� 조향� 또는� 제동을� 통해� 사고를�
회피하거나�경감하는�시스템임

▪ 전방� 충돌� 경고나� 긴급제동을� 통해� 사고� 회피를� 유도하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등을� 통해� 사고�
회피를�수행

▪ 횡� 방향� 안전을� 위해� 차선을� 벗어날� 경우� 다시� 차량을� 차선� 안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차선유지�
지원시스템�및� 조향을�통한� � 사고� 회피를�위한� 능동조향�사고회피시스템�기술�개발이�진행됨

▪ 전방� 및� 측방� 검지센서를� 조합하여� 효과적인� 장애물� 검지를� 수행하여� 위험� 타깃을� 찾아� 전체적인�
교통�상황을�고려하여�효과적으로�충돌�회피�전략을�수행함

전략품목 제품분류�관점 세부기술

자율주행

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센서

기술

카메라�기술
•�영상활용�차로/차선,� 제한속도,� 교통표지판,�신호등�정보�인식�등

•�센서�중�중요도가�가장�높음

레이더�기술
•�밤이나�악천후�상황에서�활용,�카메라를�보완�

•�근거리(60-80m,40-60도),� 중거리(150m),장거리(250m,� 90-110도)

라이더�기술
•�측정각도가�넓고�주변환경� 3차원으로�인지,� 환경영향을�많이�받는�단점

•�가격이�비싼�것이�단점

초음파�기술 •�차량의�후방감시,�주차에�사용,�저렴한�것이�장점,� 15m이내�인식

정밀지도�기술 •�자율주행을�위해서는� 50cm이하의�지도�정확보가�확보

측위�기술
•� GPS를�이용�무선�네트워크의�기지국�위치�활용,�

•� 단말기의�정확한�위치를�파악하는�기술,�네트워크방식/단말기�방식�등

능동안전�시스템�기술
•�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충돌이� 예상될� 때� 조향� 또는� 제동을� 통해� 사고를�

회피하거나�경감하는�시스템

[� 제품분류�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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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관점

 자율주행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는� 다양한� 센서,� 제어기� 시스템� 기술,� 신뢰성� 등으로�

공급망에�따라�세부�기술이�구분

▪ 센서� 분야에는� 카메라� 센서를� 위한� 이미지센서,� ISP,� 고성능DSP,� 메모리,� 광학� 렌즈� 등� � � �
필요하며,� 레이더를� 위한� 레이돔,� 안테나가� 필요하며� 열영상� MEMS� 센서와� 초음파� 센서� 기술� 등이�

포함

▪ 제어기� 분야에는� 전자회로� 설계를� 통해� 전기·전자적� 기능을� 구현하는� HW� 설계� 기술,� 요구되는�
기능을� 구현하는� SW� 기술,� 제어기의� SW� 플랫폼인� AUTOSAR� 활용� 기술,� 계산량이� 많은�

제어시스템을� 위한� Multicore기반� MCU� 운영기술,� 오류� 검지� 및� 대응을� 위한� 기능안전� 기술들이�

통합되어�자동차에�적용�가능한�제어기�생산�가능

▪ 시스템� 기술은� 요구되는� 기능이� 차량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 � � � �

최종적으로� 기능을� 분석하여� 미인식,� 오인식,� 인식률� 등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이를� 통한� SW�

수정작업이� 요구되며,� 방대한� 양의� DB를� 통한�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수행하여� 실� 도로� 주행� 중�

오작동�상황을�최소화

▪ 신뢰성� 분야는� 자율자동차를�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이전에� 요구되는� 단계로�
가전이나� 일반산업에서의� 수준보다� 높아,� 이에� 대한� 설계� 노하우와�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달성이�

가능하며�환경시험,� 전자파�적합성�시험,� SW�검증� 시험,� HILS� 검증� 등을�포함

전략품목 공급망�관점 세부기술

자율주행

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센서 •�이미지센서,� DSP,� ISP,� Memory,� MCU,� 광학렌즈,�안테나,�레이돔

제어기 •�Multicore� MCU,� AUTOSAR,�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시스템�기술 •�자동제동장치,� MDPS,� IVN

신뢰성 •�환경시험,�전자파�적합성�시험,� SW�검증�시험,� HILS

[� 공급망�관점� 기술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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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환경�분석

가.� 산업환경�분석

(1)� 산업의�특징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지원� 등� 인류� 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로� 기대되며�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확산하는�계획을�수립하고�추진�중(BCG,� 2016)

▪ (교통사고� 감소)교통사고의� 90%는� 음주,� 운전미숙,� 피로,� 과실� 등� 운전자가� 원인이므로� 자율�
주행차�이용이�확대되면�교통사고로�인한�사상자와�물적�손실이�줄어들�전망� � � � � � � � � � � � � � � �

▪ (사회적비용� 감소)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적은� 수의� 차량으로� 동일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전체� 차량� 수가� 감소하여� 교통� 혼잡도,� 연료사용량,� 오염배출량도� 줄어들고� 도심의�

공간효율성은�증가될�것으로�기대

� -�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약� 90%� 이상의� 시간동안� 유휴� 상태� � � � � � � � � �

이지만,� 자율주행차는�다수�이용자가�공유할�수� 있으므로�이용률이�증가

� -� BCG(2016)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될� 경우� 차량� 수,� 교통사고,� 오염배출량,� 주차공간이� 각각� � � � �

8-59%,� 55-87%,� 23-35%,� 5-54%� 감소할�것이라고�전망

-� 최근� 안전규제� 강화와� EuroNCAP� 반영을� 통한� OEM의� 장착� 확대로� 능동안전시스템� 기반의� 급속한�

시장� 확대� 전망

(2)� 산업의�구조

 공급/기술� 측면에서는� 어떤�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즉� 자율주행차의� 기술방식이�

관건

▪ (차량/운전자관점)자동차가� 인간의� 운전� 활동을�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도록� 할� 것인가에� 따라�
부분(partial)� 자율주행과�완전(full-scale)� 자율주행�중에서�선택

▪ (환경과의� 연계관점)자율주행� 구현을� 차량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외부� 인프라를�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독립형(stand-alone� type)� 자율주행과� 연결형(connected� type)� 자율주행� 중에서�

선택



223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

�� � � 223

[� 자율주행차�사업화의�주요쟁점� ]

 수요/사회� 측면에서는� 어떤� 소비자를� 위한� 자율주행차를,� 어느� 시점에� 제공할� 것인가,� 즉�

자율주행차의�사업모델이�관건

▪ (차량/운전자관점)일반� 대중을� 위한� 범용적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것인가,� 특정� 목표고객을� 위한�
전용적인�자율주행차를�개발할�것인가�중에서�선택

▪ (환경과의� 연계관점)사업화를�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추진할� 것인가,�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
추진할�것인가�중에서�선택

▪ 기술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사업화의� 복잡성,� 소비자의� 수용성,� 국가사회적� 편익� 등이� �
결정되므로�자율주행차�사업화�추진� 시� 이에�대한� 면밀한�검토와�전략적�선택이�필요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그� 과정은� 부분� 자율주행을� 경유하는� 진화적�

경로와�완전�자율주행으로�직행하는�혁명적�경로로�구분

▪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운전보조기능(ADAS)을� 토대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고� 구글,� IBM�
등� ICT기업들은�완전�자율주행차에�도전하는�양상

� -� 아우디,�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는� 일반도로� 등� 넓은�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운전보조�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점차적으로�강화해�나가는�접근법을�선택(레벨� 2~3)

� -� 구글,� 네이버� 등� ICT� 기업은� 고가의� 라이다� 센서나� 시범지역의� 고정밀� 지도를� 활용하여� 완전�

자율주행차�개발을�진행� 중이며�아직� 상용화보다는�연구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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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자율주행차�기업의�전략적�포지셔닝�및� 발전�경로� ]

▪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자율주행� 활용� 가능� 범위와� 자율주행� 레벨이� 서로� 교환관계(trade� � �
off)이며� 기존� 자동차에서� 출발해� 자율주행� 레벨을� 높여나가는� 진화적� 경로나� 처음부터� 높은�

레벨을�목표로�개발하는�혁명적�경로를�통해�완전� 자율주행으로�발전해�나갈�전망

▪ 완전� 자율주행으로의� 진화적� 경로와� 혁명적� 경로는�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기업이나� 국가는�
자신의�전략에�맞게�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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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환경�분석

(1)� 세계시장

 최근� 안전규제� 강화와� EuroNCAP� 반영을� 통한� OEM의� 장착� 확대로� 능동안전시스템을�

기반으로�급속한�시장�확대�전망

(단위� :�백만�달러,�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세계시장 20,400 24,480 29,376 35,251 42,301 50,761 20.0

*출처� :� 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Market� in� Europe로�추정

[�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의�세계� 시장규모�및� 전망� ]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는�핵심� 기술인� ADAS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31억� 달러에서�

2019년� 13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9%의� 성장률(CAGR� ‘10~'19� 기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EURO� NCAP의� 도입으로� ADAS� 수요를� 현재보다� 28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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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 ADAS� 국내시장은� 2010년� 8900만� 달러에서� 2019년� 6억�

달러�규모로,� 연평균� 23.7%의�성장률(CAGR� ‘10~'19� 기준)로�성장할�것으로�예상

▪ 자동차� 전자장치� 중� 안전과� 편의� 중심의� 스마트카� 시장은� 2010년� 21억� 달러에서� 2019년�
37억� 달러�규모로,� 연평균� 6.6%의�성장률(CAGR� ‘10~'19� 기준)로�성장할�것으로�예상

 민간� R&D� 투자동향

▪ 무인자율주행� 전� 단계인� ADAS(지능형� 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왕성하며�
인지기술,� 센서기술�및� 타� 업종간의�협력을�통한� 자율주행�모델�개발�주력

▪ 연비� 및�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핵심기술�개발에�주력

 정부�투자�방향

▪ 무인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산업부/미래부/국토부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차� 원천기술과�
부품개발,� 서비스�창출에�정부� R&D지원�필요

▪ 소비자� 니즈� 및�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법/제도/제품개발� 및� 친환경자동차� 전장� 핵심기술� 및�
감성/편의�향상� 시스템�개발� 필요

(단위 : 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22 CAGR

국내시장 4,608 5,529 6,635 7,962 9,555 11,466 20.0

*출처� :� 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Market� in� Europe로�추정

유럽시장의� 10%�계상

[�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의�국내� 시장규모�및� 전망� ]�

 국내�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시장의� 경우� ‘16년� 3,840억� 규모에서� 연평균� 20%의� 성장률로�

‘21년�에는�약� 1조�원�가량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전망

▪ 일부� 중소� 및�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을�선점하기에는�역부족

 차선이탈경보를� 위한� 카메라는� 국산화가� 되어� 있으나,� 차량� 및� 보행자� 검지� 기능에� 대한�

신뢰도�부족으로�해외�부품업체에�시장을�빼앗기고�있는�상황

▪ 피엘케이테크놀로지는� 현대모비스를� 통해� 차선인식용� 카메라를� 현대자동차에� 공급하였으나,� 최근�
AEB의�급속한�보급�확대로�모빌아이�카메라�솔루션을�적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카메라� 및� 레이더� 등의� 센서� 국산화� 개발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센서�국산화를�위한�기업� 육성이�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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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분석

가.� 기술개발�이슈

(1)� 기술개발트렌드

 자율주행차는� 정확한� 인지능력이�필수적이나�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GPS� 등� 센서의�

특성상�한계가�존재하므로�융합센서�기술이나�인프라�측면의�보완�필요

▪ 인지는� 자율주행(인지-판단-제어)의� 첫� 단계로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상의�
속성에�대한� 정확한�파악이�중요

╴ (시간)� 주간,� 야간,� (날씨)� 눈,� 비,� 안개,� (공간)� 지하,� 고층빌딩�근처,� (상황)� 도로� 공사,� 차선� 유실,�
갓길� 주차,� (대상)� 난반사�표면,� 철사�등�물체,� 물체�색깔� 등

▪ 개별� 센서별로� 장단점이� 상이하여� 다양한� 센서를� 결합하여� 사용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상황과�
대상을�인지하기는�곤란

╴ GPS,� 라이더,� 카메라는� 악천후에� 취약하나� 레이더는� 사용� 가능한� 반면.� 레이더는� 물체� 종류를�
인식하기� 어렵고� 난반사에� 취약,� 악천후에서� 교통신호� 인식,� 장거리에서� 물체� 종류� 파악,� 표지판�

변형에�따른� 인식오류�등,� 계절에�따른� 정확도�개선� 여전히�난제가�산적

▪ 자율주행차의� 구글(2016.1.),� 테슬라(2016.6.),� 우버(2017.3.)� 등� 최근� 발생한� 자율� 주행차�
교통사고도�센서의�한계를�노출한�사례

 인지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차량의�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

자율주행과�통신�등� 인프라를�활용하여�보완하는�연결형�자율주행이�대안

▪ 독립형�자율주행은�차량�센서를�통해� 얻은� 데이터를�자체적으로�판단해�주행하는�방식
▪ 연결형� 자율주행은� 차량간� 연결(V2V),� 인프라와의� 연결(V2I)�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차량센서로�부터�인식된�데이터를�확장�보완하며�운행하는�방식

[� 자율주행차에�사용되는�센서별�역할� 및�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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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년� 동안�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최첨단� IT� 기술이�접목된�핵심부품에�대한�요구가�더욱�커지고�있음

 자유룾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첨단� 부품과�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

ADAS� 의� 대표적�핵심�부품인�레이다의�소형화와�저가격화가�관건�

  자율주행차�사고방지�기술개발�동향
▪ (센서)부분�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 인식을� 위한� 장애물� 감지� 센서와� Co-pilot� 구현을�
위한� 운전자�모니터링�센서�기술� 개발

╴ 부분�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도� 일정� 수준�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하며,� 이는� 주변� � �
지형지물과�장애물에�대한�인식이�가능하여야�하며,� 조도,� 날씨에�강인한�인식�기술� 요구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와� 컴퓨터가� 함께� 운전을� 하는� 형태의� 컨셉으로� 운전자의� 부족한�
기능을�컴퓨터가� 보조하며,� 일시적으로� 부주의한�운전자를�대신하여�완벽한� 주행� 제어도�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의�상태가�적절히�주행�가능한�상태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기술�요구

▪ (운전지원)자율주행자동차로의� 발전을� 위해� 종방향� 속도제어,� 차선변경� 등의� 횡방향� 제어� 기술과�
추가적으로�긴급�상황에�대처가�가능한�사고�회피� 기술� 개발

╴ 기존의� 적응형� 순항제어(ACC)의� 기능으로� 종방향� 속도� 제어� 기술은� 성숙한� 단계에� 있으며,� � � � �
차량을� 감지하여� 일정한� 거리로� 추종하거나� 제동을� 수행하는� 수준은�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 � � � �

끼어들기나�정체상황에서의�안전한�차량의�제어는�아직�제한적

╴ 자동차� 차선� 변경의� 경우� 주변� 차량의� 거동을� 파악하고� 현재� 주행하는� 도로� 환경을� 정확히� � � � �
인식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기술로� 차선을� 유지하고� 주행하는�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 � � � � � � � � � �

이르렀으나,� 차선� 변경을�포함한�복잡한�주행� 상황을�대처하는�기술은�추가� 개발� 요구

▪ (상태� 모니터링)자율주행자동차는� 현재� 수준의� 자동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컴퓨터의� 주행� � � � � �
제어개입이�요구되어,� 이에�대한� 고장� 발생�모니터링과�그에�대한�대책� 기술� 요구

╴ 자율주행차� 운전자용�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 유발� 가능성이� � � � �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품에� 대해� 고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장� 시� 안전하게� 조치가� 가능한� � � � � �

대책� 기술의�적용� 요구

╴ 전자� 제어장치의� 오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감지와� 안전하게� � � � � � � � � � �
조치하는�기술은�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의�핵심�기술

 자율차�사고방지�응용기술�분야

▪ 응용기술�분야�중� 대표적인�분야� -� 스마트�카�
╴ 스마트� 카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고� 사고� 위험� 상황에서� 경고� 또는�
자동제동�등을�통해�사고를�회피�혹은� 경감� 가능

╴ 최근� EuroNCAP을� 통해� 안전� 운전� 보조� 장치의� 공식� 시험이� 적용되어� 차선이탈� 경고나,� � � � � � � �
전방차량에�대한�충돌� 경고,� 보행자�충돌�경고� 및� 자동� 제동�기능� 탑재

▪ 자율주행차로의�진화
╴ 자율주행차� 사고방지용� 능동안전� 시스템� 기술은� 진화된� 주변� 상황� 인식� 기술과� 운전자와의�
상호작용�기술,� 인공지능기반�안전한�주행제어�기술의�개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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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환경분석

 독립형� 자율주행은� 사전� 인프라� 구축이� 불필요하지만,� 센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사업모델�설계로�우회하지�못하면�사업화가�곤란

▪ 통신�등� 인프라를�필요로�하지� 않으므로�어떤�지역에서나�구현�가능
╴ 모든�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경제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독립형이�
넓은�지역에서�활용�가능한�완전�자율주행의�거의�유일한�대안

▪ 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나� 고정밀지도� 확보,� 고차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등이�
사업화의�선결과제이며,� 안정성�확보를�위해� 더� 많은�센서� 비용� 발생�가능

▪ 현재�센서�기술만으로도�기능�구현이�가능한�용도를�지정하거나�활용�범위(고속도로,� 전용차로,� 기업�
물류창고�등)를� 규정하여�복잡도를�낮추는�비기술적인�해법도�고려� 가능

 연결형� 자율주행은� 센서에� 의존하는� 독립형보다�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의�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발전� 속도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되는� 인프라� 재투자와�

최신성과�항상성�유지의�어려움,� 사업자간�이해관계�조정�등이�과제

▪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하려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지도,� 센서� 사각지대� 정보� 등이� �
필요하므로�인프라나�다른�차량과�통신하는�연결형이�독립형보다�안전할�것으로�전망

╴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넘어� 도심�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밀지도를� 넘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동적지도가�필요

╴ 2016년� 11월� 테슬라� 사고�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를�획득하기�위한�통신기술(V2X)의� 접목�필요

▪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도로에� 유도선을� 매설하는� 등� 사전에� 대규모� 초기투자가� 소요되고� 막대한�
분량의�데이터�트래픽�실시간�전송,� 통신� 두절�방지� 등의� 관리도�필요

╴ 자율주행차가� 긴급한� 상황� 판단을� 위해� 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보다� 빠른� 응답속도와� 낮은�
지연율을�제공하는� 5G�등의� 통신망�인프라�필요

╴ OLEV� 사업� 사례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통신에� 의존하는�
자율주행은�순간적인�통신�두절이�사고를�유발하는�새로운�변수로�작용할�우려

╴ 정밀지도� 방식과� 같이� 기� 구축된� 정보에� 의존하는� 연결형� 자율주행의� 경우� 자동차� 자체� 센서를�
통해� 판단하는�것보다�정보의�최신성이�떨어져�오히려�안전성을�저해�가능성�존재

▪ 자동차�제조사�입장에서는�망을�제공하는�통신사와의�주도권�경쟁,� 수익�분배� 등도� 부담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지역� 내� 연결형중심에서,� 장기적으로는� 독립형� 자율주행� 중심과�

최소화된�연결형을�선택하는�서비스가�유력

▪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독립형의� 구현이� 어려우므로� 연결형을� 선택하되,� 투자부담을�
줄이기�위해�고속도로,� 전용차선,� 지정된�경로� 등� 제한된�지역� 추진�필요

▪ 센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연결형� 자율주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의�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독립형으로�전환하는�것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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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연결형�자율주행차이�가능한�발전�경로� ]

 능동� 안전(Active� Safety)�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의� 일부� 기술인� 주행� 중� 차로� 이탈을� 경보하는�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와,�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경보해주는�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야간에�

High-beam을� 자동으로� On/Off� 해주는� HBA(High� Beam� Assistance),�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유럽과� 일본의� 선진업체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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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업�동향

(1)� 해외업체동향

 유럽의� 신차안전도평가� 프로그램� 2020년� 로드맵은� 향후� 기존� 시행� 프로그램의� 시나리오�

업그레이드와� AEB의� 경우� 자전거,� 커브� 등에� 대한� 시나리오� 추가를� 통해� 안전� 향상을� 위한�

시스템�성능�향상을�유도할�것으로�예고함

▪ 조향�회피를�통한� 능동안전시스템의�적용�가능성을� � 제시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NCAP에서� 주행�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시험을� 진행할� 것을�
제시함

 최근� 전자제어장치의� 오류로� 인한� 오작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표준을�제정�발표함

▪ 운전자지원시스템의�경우�대부분은�오작동으로�상해를�초래할�수� 있어�기능안전�수행의�대상이�됨
▪ 기능안전은� 센서,� 제어기,� 액츄에이터� 모든� 전기전자부품이� 해당이� 되며� 표준에� 언급한� 개발� 절차를�
준수하여� 개발함과�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컨셉을� 반영하여� 차량의� 위험� 수준은� 일정�

수준�아래로�내리기�위한� 기술개발�활동을�요구함

▪ 자동차� 기능안전은� 유럽의� 선진� 업체� 기술개발�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도출되어,� 국내� 기업은� 이를�
반영한�기술� 개발에�어려움을�격고�있음

▪ 완성차의� 기능안전� 관련� 요구사항으로� 기술� 개발이� 시작되어� 부품업계에서의� 단독�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운전자지원시스템과� 같은� 능동안전시스템의� 경우� 센서의� 인식율의� 한계로� 인한� 안전� 목표� 위배가�
나올�수�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기술�개발을�요구

 유럽�시장에서의�대표적인� 운전자지원시스템의�기업�구성을� 보면� 적용형� 운전자지원시스템(ACC)의�

경우� 보쉬(31%),� 컨티넨탈(12.4%),� 델파이(28.9%),� 오토리브(13.4%),� TRW(10.3%),�

덴소(4%)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경우� 보쉬(21%),� 컨티넬탈(17%),�

헬라(16%),�발레오(13%),�오토리브(11%),� TRW(8%),�델파이(9%),�덴소(5%)로�구성됨

▪ 기타� BSD,� 주차지원의� 경우도� 다수의� 기업이� 시장을� 분할하여� 형성하고� 있으며,� 나이트비전의� 경우�
보쉬와�오토리브에서만�시장을�형성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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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Market� in� Europe(2014.04)

[� 유럽의�운전자용�편의시스템�업체별�시장점유율� ]

 미국의� ADAS� 시장은� ‘15년도� 기준� 1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16년도� 19.6억불로� 급성장하고�

있음.� 아울러� ‘18년도� 미국� 내� 판매�신차에는�후방�카메라�장착을� 의무화�하면서�관련�시장의�

급성하고� 있으며� 사각감지,� 어라운드뷰모니터링,� 카메라� 미러� 시스템� 등의� 고성능,� 다기능�

고부가�카메라시스템�시장의�성장�예상

 카메라� 모듈을� 이용하는� ADAS� 및� 자율주행� 구현� 시스템을� 만드는� 주요� 글로벌� Tier� 1은�

독일의� Bosh와� Continental,� 미국의� Delphi,� 일본의� Denso� 등을�대표�업체로�꼽을�수� 있음

▪ ‘13년� 기준� 전체� 자동차부품시장의� 3%에� 불과하였지만� 각국의� 안전규제� 강화와� 소비자� 니즈의�
확산으로� ADAS� 시장은� ’17년까지� CAGR� 22%로�급성장�

▪ ADAS용� 전방인지�카메라�센서� 모듈은�이스라엘의�Mobileye가� 글로벌�시장의� 80%를�점유

 Radar� 센서용�칩과�모듈도�소수의�반도체�및� 대형�부품업체들을�중심으로�독과점�심화

▪ 국내� 완성차-시스템-모듈� 업체가� 공동으로� 인지센서� 관련� 선행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 시급하며�
특히,� 센서�신호분석�및�처리를�위한�소프트웨어�개발�역량�강화가�매우�시급

 ‘20년� 전� 세계� 주차지원장치� 시장규모는� 약� 35억불�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14~�

‘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10.8%(CAGR)� 수준으로� 성장� 중이며� 어라운드뷰모니터링(AVM)�

시스템은� ’20년에� 9.7억불�수준으로�성장이�예상

▪ 능동� 안전(Active� Safety)�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의� 일부� 기술인� 주행� 중� 차로� 이탈을� 경보하는�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와,�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경보해주는�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야간에� High-beam을�

자동으로� On/Off� 해주는� HBA(High� Beam� Assistance),� 차량용� 블랙박스� 등은� 유럽과� 일본의�

선진업체를�중심으로�기술�개발� 및� 양산이�이루어지고�있는�최첨단�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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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1� 대형� 부품업체인� System� Integration� 업체들은� 센서� 모듈을� 조합하여� 특정한� ADAS� 기능을�
구현할�수� 있는�논리를�개발하고�시스템을�통합하여�완성차업체에�공급하고�있음

 Tier� 1� 대형� 부품업체인� System� Integration� 업체들은� 센서� 모듈을� 조합하여� 특정한� ADAS�

기능을�구현할�수�있는�논리를�개발하고�시스템을�통합하여�완성차�업체에�공급하고�있음

▪ 카메라� 센서� (Vision)� 분야는� 대부분� 대형� 부품업체들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 기술�내재화에�노력

▪ 보쉬는� 스테레오카마라� 기반� AEB� 시스템� 대응이� 가능한� 최소형(베이스라인� 120mm)� 스테레오�
카메라를� 양산� 하고� 있으며� 현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모델에� 탑재하여� Euro� NCAP� AEB� City� 및�

AEB� interurban의�두�카테고리에서�각각� Good� 등급을�획득�함

▪ 옴니비전� 테크놀러지는� 차량용� 이미지센서(CIS)�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14년�
BIS(Backside� illumination)기능� 과� HDR(High� Dynamic� Range)� 120dB� 성능을� 갖춘� 1.3M급�

Automotive� CIS를� 상용화

▪ 유럽·북미·아시아� 지역� 최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통합업체(Tier� 1)는� 각각� Continental�
AG,� Delphi,� Denso� Corporation� 등으로� 대표� 되며� Continental� AG가� 가장� 큰� 시장점유율(M/S)을�

확보하고�있으며� ADAS와�자율주행�기술에�대한�연구�및�자본�투자� 1위를�기록�

▪ 글로벌�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Valeo,� TRW,� Magna,�
Hella,� Panasonic,� Gentex등이� 뒤따르고�있음

*출처:� Research� In� China

[� 글로벌�주요� ADAS의� SI업체의�시장� 지위�및�구조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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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영역�및� 주요�내용

BOSCH(독일)

•차량용�능동안전� 시스템�관련� 부품� 제조� 외� 시험장비와� 미들웨어,� ECU용� SW,�

IVN� 등�기술�주도

•라이다�및� 레이더�등의� 첨단� 센서기술과�차세대�차량� 네트워크인�자동차이더넷�

기술도�보유

•최근� 전기차� 관련� 충전시스템,� 배터리,� 모터� 등과� 전기� 자전거� 부품� 관련� 기술�

및�솔루션�공급

Continental(독일)

•TPMS.� ESC,� Airbag� 기술�외에�충돌�센서,� 롤오버센서,� 보행자�사고감지�센서,�

레이더/라이다�센서�제품,� ECU/하이브리드�관련�부품�보유

•바디도메인�전장시스템�통합�기술�및�관련�전장플랫폼�기술�보유

•CMOS� 카메라와� 적외선� 라이더를� 결합한� SRL� Cam과� 차량� 주변� 전체를�

감시하는� 360도�서라운드�시스템�개발�및�양산�예정

Delphi(미국)

•전자식� 조향,� 레이더� 센서,� 인테리어� 및� 공조� 시스템� 등� 차량� 전장� 부품모듈�

개발�공급

•레이더� 등� 영상시스템기반� ADAS� 시스템,� 주행관련� 제어용� 고성능� 프로세싱�

모듈�등�기술�보유

Denso(일본)

•기후환경대응(CO2)을� 위한� 파워트레인,� 공조� 시스템과� 운전� 안전지원� 시스템�

솔루션�공급

•V2X� 통신� 및� 응용� 분야� 선두기업,� WAVE� 통신모듈� 개발� 및� 도요타에� 직접�

공급

•운전자� 모니터링� 및�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스쳐�

인식기술�적용�예정

 독일의� 벤츠는� 2016년� 3월� 2일� 서울� 스퀘어빌딩어서� R&D� 코리아� 센터의� 신규� 독립�

사무소를� 개장.� 특히� 텔레매틱스� 및� 인포테인먼트와� ADAS�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하였고�

최신�장비의�실험실과�실제�도로�위의�테스트를�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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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업체동향

 ㈜모본은� 무선통신·차량용� 전장�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17년� 중국� 전기차� 제조사� ‘ZD오토’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을� 통해� ZD오토� 신형�

전기차� ‘즈더우(Zhidou)� D3’에� 탑재할� ADAS� 전용� 카메라� 모듈� 센서,� 차선이탈경보(LDW),�

전방추돌경보(FCW)로� 구성된� ADAS� 알고리즘�솔루션을�독점�공급예정

 ㈜이에스브이는� '17년� GPS� 연결� 없이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3종� 기능을�

구현하는� 첫� 자체브랜드� 블랙박스� 시리즈를� 출시.� 본� 제품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기술을�탑재한�지능형�고해상도�블랙박스임

 ㈜에이다스원은� 딥러닝� 기반의� ADAS� 전용� 시스템� 및�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AEB(자동긴급제동)� 기술도� 자체� 보유한� 기업임.� 또한� 2017� 코리아� 트럭쇼에� 참가하여�

ADAS� 전용�전방카메라�시스템인� 'HM310'을� 공개함으로써�우수한�기술력을�인정받음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집중하면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준중형급� 쏘올EV와� 소형� 레이EV� 양산� 판매하였고,� 쏘울EV는� 국내� 최대� 주행거리� 확보,�
148km,� 배터리�용량� 27kW/h

▪ 2017년� 세단형�순수�전기차�출시�예정(주행거리�연장�및�에너지�관리�최적화�기술�주력,
▪ 모터�및� 배터리� 효율� 향상,� 열관리� 최적화,� 경량소재개발� 등의� 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음

▪ 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으며� 소비자� 운전환경에� 따른� 연료전지� 시스템�
제어�기술이�가장�우수

▪ 스택에서�전기를�생산하기�위한�운전장치�국산화� 95%이상인�국내기술�보유
▪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관련�핵심�기술을�주요�양산�차에�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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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동향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특허상�주요�기술

 주요�기술

▪ 자율주행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인지,� 예측,� 감지,� 통신,� 경고�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충돌위험�
인지/예측/회피,� 고장� 감지,� 운전자� 상태� 판단,� 통합� 제어,� 위험� 경고�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이동물체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차량고장�감지�및�경고� 기술,�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등이�포함됨

요소기술 코드 설명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등)의� 충

돌위험�인지/예측�기술
A

•�자율주행�중�보행자,�자전거�등의�이동물체의�존재를�인지하고�

거동을�예측하여�사고�위험에�대비하기�위한�기술�

통신�활용�충돌위험�회피� 기술 B
•� V2X�통신을�활용하여�자율주행중�발생�가능한�사고�위험에�

따른�경고수행�및�사고�회피�또는�피해�경감을�유도하는�기술�

차량고장�감지� 및� 경고�기술 C
•�차량의�고장으로�인한�사고�위험을�방지하기�위해�차량의�

고장을�감지하고�이에�대한�대책을�통한�위험�경감�기술�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 D

•�모니터링�센서를�이용해�운전자의�얼굴�움직임과�눈동자�

상태로�판단해서�운전자의�졸음�및�부주의로�인한�사고를�

획기적으로�감소시키도록�소리,� 진동�등으로�운전자에게�미리�

경고하는�운전자�상태�모니터링�기술�

제스처�인식�기반� 인포테인먼트�통

합� 컨트롤기술
E

•�자율주행�서비스,�클라우드�서비스�센터,�스마트�

기기,인포테인먼트�기기,�인포테인먼트의�기본�데이터�관리�및�

어플리케이션의�통합�인터페이스를�위한�기술� � � � � � � �

근거리� 센서기반�전방�충돌�위험�

경고�기술
F

•�주행�중�운전자의�부주의�등으로�발생�가능한�사고�위험�대한�

경고� �수행하여�사고�회피�또는�피해�경감을�유도하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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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별�특허동향

 주요�기술별�출원인�국적별�특허동향

▪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기술의� 요소기술별� 주요� 출원인� 국적별�
특허정보�데이터를�입수하였으며,� 최근� 10년간의�특허데이터를�비교�분석함

요소기술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계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등)의� 충돌위험�인지예측�기술 72 185 120 12 389

통신� 활용�충돌위험�회피�기술 64 218 53 26 361

차량고장�감지�및�경고� 기술 66 71 38 8 183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 97 40 67 6 210

제스처�인식� 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 17 170 31 11 229

근거리�센서기반�전방�충돌� 위험�경고�기술 115 83 107 8 313

합계 431 767 416 71 1,685

▪ 요소기술별�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에서� 미국� 국적의� 출원인이�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 일본,� 유럽� 국적� 출원인� 순으로� 나타나고,� 유럽�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비중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분야는� 미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비중이�
가장�높으나�일본�국적� 출원인의�경우�일본�내에서는�가장�높은� 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통신�활용�충돌위험�회피�기술� 및� 제스처�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분야에서는�미국�
국적�출원인이�다른�국가에�비해� 압도적으로�높은�출원량을�보이고�있음

▪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 분야는� 한국,� 미국� 국적� 출원인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
요소기술�분야�중에� 가장� 낮은�특허출원�비중을�차지함

▪ 운전자� 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및�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분야는�한국� 국적�
출원인의� 출원이� 가장� 많은� 분야이고� 다음으로� 일본� 국적� 출원인의� 출원량이� 미국� 국적� 출원인보다�

높게�나타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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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을� 국내·외� 출원인으로� 바꾸어� 보면,� 요소기술별로� 한국� 국적� 출원인은�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분야(28.5%)의� 출원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데이터� 분석�

기술(18.5%),� 주축계�구동� 기술(14.4%)� 분야�순으로�나타남

▪ 반면,� 외국� 국적� 출원인의� 경우,� 데이터� 분석� 기술(61.1%)� 분야의� 출원비중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출원량을� 차지하고� 있고,� 주축계� 스핀들� 진동� 제어� 및� 밸런싱� 기술(10.9%),� 주축계� 구동�

기술(7.5%)� 분야� 순으로�출원량이�많은�것으로�나타남



239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

�� � � 239

▪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큰�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분야에서� 2015년� 출원량이�크게�증가한�점이�특징으로�나타남

▪ 외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량은� 한국� 국적� 출원인에� 비해� 출원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출원량이�크게�증가하는�경향을�나타나고�있으며,�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및�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분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있음

 주요�기술별�출원인�동향

요소기술
기술

집중도
주요출원인 국내�특허동향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충돌위험�인지예측�

기술

●

•STATE� FARM�MUTUAL�

AUTOMOBILE� INSURANCE

•MICO� LATTA

•Allstate� Insurance�

•Zoox,� Inc.

•대기업,�공공연구기관�중심

•엘지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현대자동차�등

통신�활용� 충돌위험�회피�

기술
●

•Volvo� Car

•STATE� FARM�MUTUAL�

AUTOMOBILE� INSURANCE

•Allstate� Insurance

•대기업,�공공연구기관�중심

•엘지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차량고장�감지�및�경고�

기술
◓ •Uber� Technologies

•현대자동차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
◕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DENSO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제스처�인식�기반�

인포테인먼트�통합�

컨트롤기술

◕

•Google

•GM�Global� Technology�

Operations

•PANASONIC� IP�

MANAGEMENT

•대기업,�공공연구기관�중심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거리�센서기반�전방�

충돌� 위험�경고�기술
●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TOYOTA�MOTOR

•대기업�중심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현대모비스

※�●:� 300건�이상,�◕:� 200~300건,�◓:� 100~200건,�◔:� 50~100건,� ◯:� 5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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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등)의� 충돌위험�인지예측�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분야는�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MICO� LATTA,�

Allstate� Insurance� 순으로�나타남

 통신�활용�충돌위험�회피�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분야는� Volvo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Allstate� Insurance� 등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있음

 차량고장�감지�및� 경고�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 분야는� Uber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기업인�현대자동차가�많은�특허를�출원하고�있음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 분야는� 국내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엘지전자,� DENSO가� 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제스처�인식�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는� Google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PANASONIC� IP� MANAGEMENT�

등이�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근거리�센서기반�전방�충돌�위험�경고�기술�분야�주요�출원인�동향

▪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분야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엘지전자,� TOYOTA가� 많은� 특허를�출원하고�있음



241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

�� � � 241

◎�국가별�특허활동지수(AI)� 비교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는� 상대적�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상대적�특허활동이�활발함을�나타냄

 한국은�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운전자�상태�모니터링� &�판단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제스처� 인식�

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일본은�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충돌�위험�경고�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활발한�것으로�나타남

 유럽은�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에서는� 특허활동이� 부진하나,�

통신�활용�충돌위험�회피�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상대적으로�활발한�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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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을�고려한�각국의�시장력�분석

 시장력이� 전체� 평균� 1.5를� 상회하는� 국가로는� 미국� 외� 스웨덴,� 중국,� 독일이�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가장�높은�특허�보유국은�미국

▪ 질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한� 시장력에� 있어서� 미국은� 질적� 수준도� 높고,� 시장성도� 평균� 이상으로�
높은�쪽으로�조사됨

▪ 독일의� 경우� 특허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특허의� 질적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력�
또한�가장� 높게� 나타나고�있음

▪ 한국과�일본은�비슷한�수준으로�시장력과�질적�수준이�평균� 이하인�것으로�나타남

국가 특허수
PFS

(Σ패밀리수/Σ특허수)

CPP

(Σ피인용수/Σ특허수)

SE 31 2.032258 0.1

CN 39 1.897436 1.235294

DE 61 2.327869 4.333333

JP 389 1.233933 0.25

KR 415 1.253012 0

US 615 1.614634 6.027778

전체평균 57.5 1.511573 5.228288

◎�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분야의� 주요� 경쟁기술은�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수의� 출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경쟁기술� 분야이고,�

공백기술�분야는�나타나지�않음

▪ 특히,�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및�
근거리�센서기반�전방�충돌�위험� 경고� 기술의�세� 분야가�가장� 경쟁이�치열한�분야로�나타남

요소기술 기술�집중도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등)의� 충돌위험�인지/예측� 기술 ●

통신�활용� 충돌위험�회피�기술 ●

차량고장�감지�및�경고� 기술 ◓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 ◕
제스처�인식�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 ◕
근거리�센서기반�전방�충돌�위험� 경고�기술 ●

※�●:� 300건�이상,�◕:� 200~300건,�◓:� 100~200건,�◔:� 50~100건,� ◯:� 5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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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국내�특허기술�동향

요소기술 최근�핵심기술�동향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등)의� 충돌위험�인

지/예측�기술
•지도�기반�이동체�움직임�의도�판단을�활용한�주행�지원�시스템

통신�활용�충돌위험�회피� 기술 •자율�주행�차량의�안전�주행�시스템�및�그�방법

차량고장�감지� 및� 경고�기술 •자율주행시스템의�사고�예방을�위한�프로세서�및�동작�방법

운전자�상태�모니터링� &� 판단기술 •차량�안전�지원�장치�및�방법

제스처�인식� 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

컨트롤기술
•차량�운전�보조장치�및�이를�포함하는�차량

근거리�센서기반�전방�충돌� 위험�경고

기술
•긴급자동제동시스템�및�그�제어�방법

 국내�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차량� 관련� 대기업과� 엘지전자� 등� IT�

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에서는� 이동체를� 인지하는� 센서� 기술� 및�
이동체의� 거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관련� 기술이�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음

▪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에서� 주변을� 감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충돌�
가능성을�판단,� 회피제어하는�기술이�대기업을�중심으로�연구개발�되고�있음

▪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을� 감시하고,� 고장에� 따른� 대응� 제어� 기술�
등이�연구개발되고�있음

▪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은�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판단� 시� 경고� 및� 능동�
제어하는� 기술,� 운전자� 거동을� 모니터링하여� 차량� 세스템� 제어를� 수정하는� 기술� 등이� 연구개발되고�

있음

▪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원비중이� 낮은�
분야로,� 차량� 제어를� 위한� 입력수단으로� 운전자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공백분야임

▪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은� 근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출동� 위험을� 판단하고,� 경고�
및� 긴급자동제어�시스템�관련� 기술이�연구개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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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허전략�수립�방향�및� 시사점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의� 상대적� 공백기술�

분야는�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수월한�분야는�제스처�인식�기반�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기술로�나타남

▪ 자율주행차량� 안전� 시스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주행제어� 시의� 탑승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
분야로� 통신,�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영역으로서,� IoT�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적�

활용도는�대폭�증가할�전망임

▪ 특히,� 기술분야의�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및�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분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 등록된� 분야이므로� 시장� 진입�

시� 주요�등록특허에�대한�권리검토가�필요함

▪ 향후�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충돌위험� 인지/예측,� 충돌� 회피� 및� 경고� 관련�
기술보다는� 시장진입이� 용이한� 상대적으로� 공백분야인� 차량� 고장감지� 및� 제스처� 인식�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하고� 특히� 제스처� 인식� 통합� 컨트롤기술� 분야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매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부족한� 연구개발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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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네트워크

가.� 연구개발�기관/자원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 센서� 및� 제어기의� 부품� 수준에서의� 성능검증은� 차량과� 함께� HILS� 환경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ADAS� HILS를� 구축하여� Driving� Simulator� 연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부품의�기능�및�오류에�대한�평가�수행

 ㈜엠씨넥스

▪ 차량용�후방�및�전방� 카메라�모듈� 생산,� 애프터마켓용�블랙박스�및� ADAS� 제품�개발� 및� 생산

 ㈜피엘케이테크놀러지

▪ 차량용� 임베디드시스템� 기반� 영상인식� 솔루션(차선/차량/보행자� 등)� 기술� 보유,� 해외� 완성업체를�
대상으로� LDW/FCW� 기능을�갖춘� OE용� ADAS� 제품� 개발�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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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로드맵�

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환경)�자동차�산업구조�우수

•(기술)�우수한� IT� 인프라�환경�보유

•(정책)�산업지원�정책�지원�가능

•(환경)�개발비�확보�난제

•(기술)�원천기술�자체�확보�미흡

•(정책)�자체�개발�능력�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환경)�부분�자율차�상용화�단계�접근

•(기술)�전문기술분야�연구개발�집중

•(정책)�정부와�중소기업의�참여의지

•(환경)�개발지원�인프라�부족

•(기술)�글로벌�업체와의�기술격차

•(정책)� R&D�정책�집중화�부족

중소기업의�시장대응전략

➜ 부분� 자율주행차� 개발하기� 위한� 상황인식� 장애물� 감지� 센서(카메라,� 라이더,� 초음파� 등)와� Co-pilot�
구현을�위한� 운전자�모니터링�센서�기술� 개발이�필요

➜ 주변� 상황인식� 기술과�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기술,� 인공지능기반� 안전한� 주행제어� 기술� 알고리즘�
개발이�요구

나.� 중소기업�핵심요소기술

(1)� 핵심요소기술�도출절차

 특허/논문� 분석을� 통한� 요소기술과� 기술수요와� 각종� 문헌을� 기반으로� 한� 요소기술,� 전문가�

추천� 요소기술을� 종합하여� 품목별� 전문가를� 통해� 분류조정한� 후,�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쳐�

핵심요소기술을�선정

� � � -� 기술개발시급성(10),�기술개발파급성(10),�단기개발가능성(10),�중소기업�적합성(10)을�고려하여� �평가

요소기술
Pool� 구성

è

요소기술
분류�조정

è

핵심요소기술
선정평가

è

핵심요소기술
선정

- 특허/논문�분석

- 기술수요�및�

� � �문헌분석

- 전문가�추천

-�품목별�전문가

��요소기술�분류

��조정·재정의
-�산학연�전문가�검토

-�평가항목별�요소기술

��선정평가�

-�평가결과�반영

� �로드맵�기획�대상

��핵심요소기술�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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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소기술

 산업·시장� 분석,� 기술(특허)분석,� 전문가� 의견,� 타부처로드맵,�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로드맵�기획을�위하여�요소기술�도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기술의� 범위,� 요소기술� 간� 중복성� 등을� 조정·검토하여�

최종�요소기술명�확정

[�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 요소기술�도출� ]�

요소기술 출처

차량간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2차 사고 방지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탑승객 상해 경감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차량 주행환경 기반 음성인식 최적화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LDM 기반 주변상황 예측 및 인지성능 검증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사각지대 위험경고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모션기반 운전자 상호작용 기술 특허/논문 분석/전문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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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요소기술�선정

 확정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요소기술�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에�적합한�핵심요소기술�선정

 핵심요소기술�선정은�기술개발시급성(10),� 기술개발파급성(10),� 단기개발가능성(10),� 중소기업�

적합성� (10)을� 고려하여�평가

구분 요소기술 개요x�

기반기술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V2X 통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중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에 

따른 경고수행  및 사고 회피 또는 피해 경감을 유도하는 

기술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고장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통한 위험 경감 기술

능동안전 

연동기술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

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얼굴 움직임과 눈동자 

상태로 판단해 운전자의 졸음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도록 소리,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하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기술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스마트 기기, 

인포테인먼트 기기, 인포테인먼트의 기본 데이터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위한 기술

플랫폼기술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수행하여 사고 회피 또는 피해 경감을 

유도하는 기술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자율주행 중 보행자, 자전거 등의 이동물체의 존재를 

인지하고 거동을 예측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핵심요소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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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전략

(1)� 우리의�현황

 국내� 자율주행차량� 사고� 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는� 5,529억�

원으로� 2조� 4480억� 달러�규모인�세계�시장에�비해�아직�시장�발달이�필요한�상황

 국내�시장�성장률은� 7.5%로� 4.3%인�세계�시장�성장률보다�높은�수치

 국내�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분야�기술�수준은�세계�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미국,� 100%)� 대비� 54.97%,� 5.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됨

▪ 미국(100%)� >� EU(92.99%)� >� 일본(77.84%)� >� 중국(72.95%)인� 것으로�파악

 특허� 출원량은� 일본이� 1,758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국내� 특허� 출원량은� 758건으로�

파악됨

 특허�피인용지수에서� 0� 수치로�차이를�보여�특허의�질과�경쟁력이�낮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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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로드맵� �

 최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기술/시장� 니즈,� 연차별� 개발계획,� 최종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방향성을�제시



�� � � 251

※�참고� :� 핵심요소기술�평가결과

요소기술

지표별�평가결과

비고기술개발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성

단기개발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성
합계

차량간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8.5 8.0 7.0 6.5 30.0

이동물체(보행자, 자전거 

등)의 충돌위험 인지/예측 

기술

8.8 9.0 7.0 7.3 32.0 선정

통신 활용 충돌위험 회피 

기술
7.8 7.5 8.0 8.0 31.3 선정

차량고장 감지 및 경고 

기술
8.3 8.3 8.3 7.3 32.0 선정

2차 사고 방지 기술 6.8 6.3 6.0 6.5 25.5

탑승객 상해 경감 기술 5.8 7.3 4.8 5.3 23.0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 

판단기술
7.3 8.5 7.5 7.8 31.0 선정

제스처 인식 기반 

인포테인먼트 통합 

컨트롤기술

6.0 8.8 7.8 8.0 30.5 선정

차량 주행환경 기반 

음성인식 최적화기술
7.3 7.3 7.3 7.8 29.5

LDM 기반 주변상황 예측 

및 인지성능 검증
7.5 7.5 7.5 7.0 29.5

사각지대 위험경고 기술 7.0 8.3 6.0 6.8 28.0

근거리 센서기반 전방 

충돌 위험 경고 기술
8.0 8.5 8.3 8.3 33.0 선정

모션기반 운전자 상호작용 

기술
6.8 8.3 7.0 8.3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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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여위원�명단

소속 직위 성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센터장 김대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항섭

뉴비젼엔지니어링 이사 양재훈

인하대학교 교수 오이식

인하대학교 교수 원종훈

전자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성순

경일대학교 교수 한지형

전자부품연구원 박사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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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품목�선정평가�결과

전략품목� 후보 지표별� 평가결과

비고
No 명칭 기술성 시장성

중소

기업

적합성

4차

산업

혁명

대응성

일자리�

창출

효과성

합계

1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9.3 9.0 9.3 9.5 8.5 45.5 선정

2 AR� 기반� VILS� 9.3 8.3 9.5 9.0 8.5 44.5

선정

(AR기반�

실제도로환경� �

사고재현�장치)

3
국산� 저가형� 2D� �

라이다(Lidar)�
9.0 8.8 9.0 8.8 9.0 44.5

선정

(국산�저가형� 2D�

라이다�소스)

4
자율주행�차량용�리던던시�

전원/통신�시스템
9.5 9.0 9.0 8.8 8.8 45.0 선정

5 무인�물류(택배)� 차량 9.0 8.5 9.3 8.8 8.3 43.8
선정

(무인물류차량)

6 전류센서� IC� 4.5 5.5 4.3 4.0 4.3 22.5

7 전력반도체�모듈 5.3 4.3 3.8 4.0 3.5 20.8

8 고주파�수동소자 5.0 3.8 3.8 3.8 3.8 20.0

9 스마트�센서모듈 4.3 4.0 3.8 4.5 3.8 20.3

10

멀티모달�인식기반� �

인포테인먼트�통합�컨트롤�

서비스

5.0 5.5 3.0 5.3 3.3 22.0

11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 �

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
9.0 9.5 9.0 9.5 8.8 45.8 선정

12
운전자�정보제공�시스템� �

서비스�
4.5 4.8 4.8 4.3 4.0 22.3

13

자율주행차� �

차선유지시스템(LGS;� Lane�

Guidance� System)보조를�

위한� 초음파센서�모듈개발

3.8 2.8 3.3 3.3 3.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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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품목� 후보 지표별� 평가결과

비고
No 명칭 기술성 시장성

중소

기업

적합성

4차

산업

혁명

대응성

일자리�

창출

효과성

합계

14

차량주변�영상정보공유가� �

실시간으로�가능한� 720p급�

이상의�네트워크�카메라모듈�

개발

3.3 5.0 3.5 3.0 3.8 18.5

15

자율주행�주요센서�및� �

제어기를�위한�자가진단�및�

통신기능을�내장한�차량용�

스마트�커넥터�개발

4.3 4.3 3.5 3.8 3.8 19.5

16 Lidar� 측위�및�제어� � 시스템 5.8 5.3 4.5 4.0 3.5 23.0

17 영상�이미지�판독�시스템 4.3 5.5 3.0 4.0 3.0 19.8

18 각종센서�기술� 확보 4.0 5.5 3.8 4.3 3.8 21.3

19 고정밀전자지도�제작 4.3 4.8 3.0 2.5 3.5 18.0

20 통신모뎀 3.8 3.3 4.0 2.0 3.3 16.3

21 통신기술�공유 3.0 4.0 4.5 3.5 2.8 17.8

22
고정밀전자지도를�제공할� �

플랫폼�개발
3.3 2.5 2.5 3.0 3.0 14.3

23 C-ITS� 구축 4.3 4.8 2.0 5.3 4.3 20.5

24 스마트�도로(도시)� 건설 3.3 3.3 2.3 4.8 4.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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