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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율주행 기술 개요 :: 1. 개념

Ø 자율주행 (Autonomous Navigation)

ü 자율주행 기술은 원격주행까지 포함하는 무인주행 (Unmanned Driving)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식, 판단, 계획, 제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능의 유모로 구분할 수 있음

ü 따라서 자율주행차량 (Autonomous Vehicle)과 무인차량 (Unmanned Vehicle)을 사람의 탑승

가능 유무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 - 탑승형 자율주행(or 무인)차량 / 비탑승형 자율주행(or 무인)차량

ü 궁극적으로 무인차량은 자율주행차량으로 진화하고자 함

ü 여기서 차량은 자동차를 포함해 비행체, 선박, 잠수정, 로봇 등 주행이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뜻함

자신의 위치 및 주변환경 인식을 통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어진 목적지 및 임무수행을 위한

경로 및 모션 계획을 통해 차량을 제어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주행 기술



I. 자율주행 기술 개요 :: 2. 필요성(1)

Ø 고령화 문제

Ø 교통 문제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2060년’

* 출처: 도로교통공단,‘2010년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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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율주행 기술 개요 :: 2. 필요성(2)

Ø 농업분야 문제

Ø 사회안전 및 국방분야 문제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ü 이상기후ü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곡물 수입 증가

세계적

식량부족 현상

ü 농촌 2010년 초고령사회

ü 경지이용률

ü 경지면적



I. 자율주행 기술 개요 :: 3. 적용 분야

교통 및 수송 농업

사회안전 국방

* 출처: ㈜언맨드솔루션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출처: 건국대 스마트로봇센터



I. 자율주행 기술 개요 :: 4. 자율주행시스템 구성



II. 자율주행자동차 :: 1. 연구ᆞ개발 동향(1)

Ø 미국

ü 가장 선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시작

ü 국방부 및 완성차 업체에서 ICT 업체로 기술개발 확대

ü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Challenge

• 2004 / 2005 DARPA Grand Challenge: 142마일 사막지형 자율주행

• 2007 DARPA Urban Challenge: 60마일 시가지형 자율주행

ü 구글: Google Self-Driving Car

• 무선(Wireless)에서 무인(Driverless)으로

• 세계 최초 운전번호 및 번호판 발급 받음(500,000km 이상 주행 테스트 중)

▲ 2005 DGC 우승 차량(Stanford Univ.) ▲ 2007 DUC 우승 차량(CMU) ▲ Google Self-Driving Car



II. 자율주행자동차 :: 1. 연구ᆞ개발 동향(2)

Ø 유럽

ü EU, 완성차 및 부품업체 공동으로 저속 및 고속용으로 이원화하여 기술개발

ü eSafety CyberCar 프로젝트

•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저속용 자율주행

• 충돌회피, 정지차량 추월 등

ü SARTRE 프로젝트

• 볼보가 주도, 환경을 위한 안전한 로드 테레인

• 고속으로 다수의 차량이 선두 차량을 추종하는 자율주행 기술 – 연비 절감 및 편의

Ø 일본

ü 국토교통성, 완성차 및 부품업체 공동으로 3단계 프로젝트로 기술개발 추진

• Intelligent Vehicle, PVS (Personal Vehicle System), AHVS (Automated Highway Vehicle System)

• 2012년 6월 고속도로 상에서 제한적인 자율주행 가능한 Auto Pilot System 추진위원회 신설

• 2020년 동경올림픽과 연계한 실용화 추진



II. 자율주행자동차 :: 1. 연구ᆞ개발 동향(3)

Ø 자동차 업체

ü 구글의 Self-Driving Car 발표 이후 경쟁적 개발

ü 국제 모터쇼,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을 통한 개발 발표 및 시연

▲ BENZ ▲ BMW ▲ Volvo

▲ Toyota ▲ Nissan ▲ Continental

▲ Aidi

▲ Bosch



II. 자율주행자동차 :: 2. 핵심 기술(1)

Ø Sensor Fusion

Ø Environment Perception



II. 자율주행자동차 :: 2. 핵심 기술(2)

Ø Map Building

Ø Path Planning



III. AICT 자율주행자동차 :: 1. IVP센터 주요 연구

Ø AEV (Autonomous Electric Vehicle)

ü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

ü 도로 기반 실외 자율주행

ü 원거리 및 중고속 자율주행

ü PRT (Personal Rapid Transit)

Ø SPM (Smart Personal Mobility)

ü 전기차 기반의 개인용 이동수단

ü 실내외 겸용 자율주행

ü 근거리 및 저속 자율주행

ü 고령자 및 장애인



III. AICT 자율주행자동차 :: 2. 시스템 아키텍처



III. AICT 자율주행자동차 :: 3. AEV 개발 현황

▲ 자율주행 실험 영상

▲ AICT 글로벌 맵

▲ 후진 주차 경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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