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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마트카 개요 



 

   스마트카란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최신의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 

   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 안 전 > 

 자동차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센싱 기술 과 

     도로의 상태와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교통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는 기술  

   - 차간 거리 제어, 차선 유지 지원, 충돌 피해 

     경감, 교차로 충돌 경보, 보행자 보호,  

     고속도로 자율 주행 등 

< 편 의 > 

자동차와 외부와의 끊김 없는 연결을 통하여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여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기술 

   - HMI,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폰 연계 서비스,  

      운전자 감성인지시스템, 에코 드라이빙 

      지원시스템 등 

   - 주요 적용 기술은 개발 목적에 따라 크게 안전과 편의 분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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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저감 기술 개발 방향 

과거 

기술적 
복잡도 

수동안전 

-상해저감 

개별 능동안전 

-사고 예방 

통합 능동안전 

-사고 회피 

자율주행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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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만족 극대화 기술 개발 방향 

과거 

기술적 
복잡도 

단순 AVN 

-네비게이션 

-천장모니터 

-후방카메라 

텔레매틱스 

-Bluelink, UVO 등 

-미러링크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폰 연계 

-음성, 제스처 인식  

문화공간 

모바일 오피스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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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사용 중  >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 하게 사용 가능 

<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장 예상 > 

안 
 

전 

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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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마트카 관련 주요 이슈 및 

2015년 과제 기획 방향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2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23,656건으로 
사망자 5,392명, 부상자 344,565명 

       -   도로교통공단, ‘11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2012)   

  ‘12년 도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환산하면 23조 5,900억원으로 추계, 
2012년 GDP의 약 1.9% 수준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2.4명(OECD 평균 1.2명, OECD 32개국 중 31위) 

  스마트카 보급에 따른 파급효과 

– (일본 국토교통성) 스마트카 보급으로 교통사고 절감효과, 승용차 41%로 추정 

– (Frost & Sullivan)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형 분석결과 전방, 종․횡방향의 교통
사고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 

    * 전방, 종․횡방향 교통사고 비율 : (유럽, 62.1%), (미국, 80.9%) 

– (도로교통공단)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전체 약 36.5% 차지 

 

 

 

교통사고저감 <교통사고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긴급제동시스템 차간거리유지시스템 

차선유지지원시스템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지능형 충돌예방 시스템 

20년까지 

전차종 

장착 

 

최대 교통사고 절감효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 

보행자 사망 감소효과 

3.72조 

0.75명 

0.66명 
* 차량 1만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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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신차안전성평가프로그램(Euro NCAP)에서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강화 로드맵을 확정하였음  
 

  안전한 차량 이미지 확보를 위한 5 Star 획득을 위해서는 능동안전시스템과 
안전장비를 적용하여야만 가능 

– AEB(City, Urban) : 도심 (외곽) 도로에서 긴급자동제동을 통한 후방추돌회피 또는 피해경감 

– AEB(Pedestrian) : 긴급 자동 제동을 통한 보행자 충돌 회피 또는 피해 경감 
 * AEB : Autonomous Emergency Brake 

 

안전규제 <Euro NCAP 인증 규제 동향> 

 

  Euro NCAP의 영향 

– 기존 수동안전테스트 중심에서 

    능동안전테스트 비중 확대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중요성 증대 

– 안전장비 배점 증대에 따른 

    관련 안전장비 수요 증대 

 

 

 

ADAS 시장 대폭 성장 예상 
* 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Euro NCAP 점수 배정(안) > 

분류 항목 
점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성인 
보호 

6 테스트 
(Passive Safety) 

36 36 35 35 35 35 

AEB(City) 3 3 3 3 

Total rating 
(Weighting) 

36  (  50%) 36  (50%) 38  (40%) 38  (40%) 38  (40%) 38  (40%) 

어린이 
보호 

3 테스트 
(Passive Safety) 

49  (20%) 49(  20%) 49(  20%) 49  (20%) 49  (20%) 49  (20%) 

보행자 
보호 

3 테스트 
(Passive Safety) 

36 36 36 36 36 36 

AEB(Pedestrian) 6 6 

Total rating 
(Weighting) 

36  (20%) 36  (20%) 36(  20%) 36(  20%) 42  (20%) 42  (20%) 

안전 
장비 

시트벨트 리마인더/ 
ESC 

6 6 6 6 6 6 

속도제한장치 1 3 3 3 3 3 

AEB(Urban) 3 3 3 3 

LDW/LKA 1 1 1 2 

Total rating 
(Weighting) 

7  (10%) 9  (10%) 13(20%) 13(  20%) 13  (20%)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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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NCAP 2020 로드맵(1/2) – Vehicle Safety Rating(종합평가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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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NCAP 2020 로드맵(2/2) – Advanced rewards; Campaign; Consultation 

* Advanced Rewards : 안전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 종합평가등급에 반영 가능성이 큼 
 

* Campaign : 신기술 및 장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안전 관련 문제점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자 함 
 

* Consultation :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업계와 협조하여 연관된  
                       R&D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고령화 

  2010년 통계청 조사발표, 2019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0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 인구의 11.3% 

    *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 ,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기간 : 한국 26년 

    *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일본 36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 지난 2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60% 감소하였으나,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3배 이상 증가 

 

 
 

  고령 사회 대비 자동차 개발 필요 

– 운전 미숙과 느린 반응 속도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미래 고령 인구의 구매력은 오늘날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 

– 고령친화적인 자동차 설계 기술이 미래 자동차 시장 점유율, 매출, 순이익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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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융합  

  성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간 기술 융합 필요 

– 자동차 이외 타 산업분야의 기술 장점들이 스마트카 기술개발 분야로 잘 흡수  

    되어 융합될 수 있는 인력 및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가정용, 산업용 기술이 자동차 분야로 적용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 기술을  

    공유하고, 타 산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장점을 접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한계기술 : 내구수명(15년 이상), 동작 온도(-40 – 150), 불량율(0%), 재고보유기간(30년) 등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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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전자 장치의 특성 이해 필요 

초음파(~7m) 
(주차지원) 

중거리 레이더 (~120m) 
(SCC, 충돌경보) 

원거리 레이더 (~200m) 
(SCC, 충돌경보) 

레이더 (~50m) 
(BSD/LCA) 

후방카메라 
(주차지원) 

카메라(~80m) 
(LDW/FCW/HBA) 

전방 카메라 
(주차지원) 

측방 카메라 
(주차지원) 

측방 카메라 
(주차지원) 

용도구분 필요수명 온도조건 습도조건 허용불량률 

가전용 1∼3년 0∼40℃ 낮음 10%미만 

산업용 5∼10년 -10∼70℃ 높음 1%미만 

차량용 15년 이상 -40∼150℃ 0∼100% 0%목표 

* 제품개발기간 : 기술 개발에서 완성차 최종 양산까지 길게는 5∼6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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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다, 카메라 등과 같은 환경 센서의 한계 

센서 한계 상황    (극복) Sensor Fusion  

급커브, 교차로 및 급경사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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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센서 감지범위 및 한계 상황 보완을 통한 안전성 증대 

V2V : Emergency Electronic Brake Light, Forward Collision Warning,  

        Blind Spot/Lane Change Warning, Do Not Pass Warning 

        Intersection Movement Assist, Left Turn Assist 

V2I :  Curve Speed Warning, Pedestrian Crossing 

(목적) 융합 기반 안전 극대화 → 교통사고 Zero (사망자수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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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생태계 조성 및 New Player 발굴 

  (기술환경) 자동차 산업은 최대 기술 격변기에 돌입 

– 그린카 등장, 차량의 지능화 가속 추세로 기술 개발 방향성 수립에 어려움 

– OEM, Tier 1 등 대기업의 신기술 적용 능력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국내 중소·
중견 부품업체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독자적인 적응 능력 미흡 
 

  (新생태계) 중소중견기업 중심, 개방과 협력의 新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 성장을 부품업체가 견인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 

–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 자립화 역량 부족 등, 완성차社의 전속거래 비중이 높음 

    *  완성차社로부터 제품설계를 지원 받는 부품업체 비중 37% 수준 

        (설계방식, ’12년) 대여도 31.0%, 위탁도 6.1%, 승인도 60.4%, 시판품 2.4%(KIET, ‘12) 

– (해외) 부품업체의 수요처 다변화, 완성차 산업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성장 
 

  (New Player) 산업간 문화·기술적 장벽 완화를 통한 New Player 발굴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T 기술이 있음에도 자동차 산업과의 융합이 어려움 

– 두 산업간 산업 특성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 높음 

– 부품업체의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성과 창출까지 체계화된 육성 방안과 자동차 
산업으로의 진출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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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차 2013년 신차 2014년 신차 

ACC 

시스템 국내 Tier 1 국내 Tier 1 국내 Tier 1 

센서 델파이 레이더 델파이 레이더 덴소 레이더 

주행지원 

카메라 

시스템 국내 Tier 1 국내 Tier 1 국내 Tier 1 

센서 국내 중소기업 모빌아이 Q2 콘티넨탈 카메라 

BSD 

시스템 국내 Tier 1 국내 Tier 1 국내 Tier 1 

센서 헬라 레이더 헬라 레이더 발레오 레이더 

SPAS 

시스템 국내 Tier 1 국내 Tier 1 국내 Tier 1 

센서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HUD 

시스템 덴소풍성 덴소풍성 - 

비구면 미러 덴소(일본) 덴소(일본) - 

국내 신차 ADAS 시스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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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他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 창출되는 新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기술기반 확보 
* 카메라(단안, 스테레오, 적외선 등), 레이더, Lidar, V2X 통신 등 

국내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능안전성(ISO26262)을 
확보하고, NCAP, 의무장착 등 선진국의 기술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 AEB(보행자) 시스템, 인식성능 향상기술, 전방위 충돌회피 등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회피를 
하는 미래 新기술 개발 
* HMI, IVN, 외부 인프라 연계, 운전보조 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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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전 및 목표 

•글로벌 스마트카 기술 3대 강국 실현 

   -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 (‘13년) 45억불 → (‘18년) 56억불 

   - 산업 고용 확대 : (‘13년) 1.81 만명 → (‘18년) 1.84 만명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격차) : (‘13년) 86%(-1.3년) → (‘18년) 95%(-0.3년) 

중점 목표(’15년) 

○ 센싱시스템 
•안전시스템의 성능 개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전방위  인식을 위한  

    센서 기술 개발 

○ 사고예방/회피 시스템 
•의무장착, NCAP 등 선진국의 안전규제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부품 및 모듈개발 

○ 자동차 전기전자아키텍처 
•차량의 급속한 전장화로 인한 설계 비용 감축과 전장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와 에너지 분리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  

○ (반)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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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과제명 과제성격 

개발

기간 

‘15년 

출연금 
주관기관 과제유형 

1 Euro NCAP 2020 AEB VRU 대응 주야간 통합 전방카메라 시스템 개발 혁신제품 3년 1,000 중소·중견 일반형 

2 교차로 AEB 등을 지원하기 위한 HD급 다중화각 전방 카메라 시스템 개발 혁신제품 3년 1,200 중소·중견 일반형 

3 보행자 인식율 향상을 위한 영상과 레이더의 low level 융합처리 시스템 개발 혁신제품 3년 1,000 중소·중견 일반형 

4 사각지대 정보제공을 위한 다기능 초음파 센서 모듈 개발 혁신제품 3년 1,000 중소·중견 일반형 

1 바디도메인을 위한 데이터와 에너지 분리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술개발 (표준화연계) 원천기술 4년 1,200 
제한없음 

(대기업제외) 
일반형 

2 주변 환경 인식 기술 개발 확산을 위한 차량플랫폼 개발 원천기술 1년 400 비영리기관 일반형 

3 다양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위한 공개용 DB 구축 (표준화연계) 원천기술 5년 1,000 비영리기관 일반형 

1 ADAS 시스템의 시험 평가를 위한 실차 주행 기반 가상 주행환경 구현 기술 연구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2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주행 시나리오 연구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3 
실내 주차장에서 자율 발렛 파킹을 지원하기 위한 측위 및 경로 계획 기술 연구 (표준

화연계)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4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자차 위치 정밀 인식 기술 연구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5 
광대역 차량용 레이더 성능 향상을 위한 차량 범퍼의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전파 영향성 설계 모델링 기술 연구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6 차량용 레이더 간 간섭 영향성 분석, 간섭 회피 및 신호 복원 기술 연구 품목지정 5년 100 대학 품목형Ⅰ 

7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간 융합을 위한 ADAS용 부품 및 모듈 개발 품목지정 3년 1,400 중소·중견 품목형Ⅱ 

- 총 과제수 : 14개  

- 총 예산 : 8,800백만원 

혁신제품 4 - 4,200 

원천기술 3 - 2,600 

품목지정 7 - 2,000 

합계 14 -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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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기획대상 과제 확정 
기술분야간 중복/ 연계 검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활용 
특허동향/사전경제성 분석 
PD워크숍 통한 중복/연계 검토 
공청회/인터넷 공시 등 대내외 의견 수렴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확정 
’15년 신규과제 공고 



IV 자율주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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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 

차량 위치 측정 기술 

(차량의 정밀한 위치) 

환경 인식 기술 

(주변 환경 및 도로 상황) 

경로 및 주행계획 기술 

(차량 움직임 결정) 

차량 제어 기술 

(안정적인 추종) 

핵심요소기술 

교통사고 저감 

 

노약자 및 장애인 이동성 제고 

 

인프라 증설 수요 감소, 보험 등 관련 산업 변화 

 

 운전 부담 경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증대 

 

미
래
변
화 

 
The Economist 경제지, “자율주행” 특집호(2013.4),  

삼성경제연구소, “미래 산업을 바꿀 7대 파괴적 혁신기술”에 “자율주행차” 선정(2013) 
KISTEP, “미래 한국사회의 ‘스마트 에이징’ 선도를 위한 유망 기술”에 “자율주행자동차” 선정(2013) 

유망 기술 선정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수 

   - (현재) 년평균 130만명   (2020) 190만명 예상 

*출처 :  2011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도로교통공단) 

도로/차량요인 
(11%) 

운전자 과실 
(89%) 운전자 과실 

(89%)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출처 :  WHO 

운전자 과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저감 가능 

 전체 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 (’01년) 1.4%  (’05년) 2.9%  (’11년) 6.1% 

  우리나라 교통사고 

   -  사망자수 5,299명, 사회적 비용 약13조원 

  - 교통사고 조사 OECD 32개국 중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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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장착 

안전규제에 적용한 Active Safety 기술의 의무장착 도입 강화 

소비자 안전’ 명목 하에  의무장착, NCAP 등 안전규제가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등장 

NCAP 

Active Safety 기술(SCC, LDWS, AEB 등)을 적용하는 가점 제도 도입 

※ 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안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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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PA, FHA, NHTSA 가 원천기술 발굴, 대형 프로젝트 추진, 정책 수립 

< CMU & GM, Boss > < 구글, Self Driving Car > 

  '04년 & '07년, DARPA Grand & Urban Challenge : GM, Ford 등 참여 

  미국 국방부의“무인 무기체계”개발을 위한 대회   

  [Grand : 스탠포드대학 우승,  Urban : CMU 우승] 

  '10년,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Self Driving Car”개발  

  차세대 ICT 융합기술 선점이 목적으로 구글 맵스와의 연동 서비스 구현 

  ['12년 2월 美 네바다주, 세계 최초로 무인자동차 주행 허용] 

*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HA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CMU : Carnegie Mellon University 

  Automated Highway System 프로젝트 : FHA, GM, CMU 등이 참 ['91~'97] 

   20여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고 시범주행 실시 

   [99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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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Google Self-Driving Car.FLV
//api.viglink.com/api/click?format=go&key=2b0adaafa9ad8a29fede7758fada1730&loc=http://www.techhive.com/article/2046041/what-its-like-to-ride-in-a-self-driving-car.html&v=1&libId=6fa649ea-bae3-4938-bc23-88dffbca0608&out=http://images.techhive.com/images/article/2013/08/edmunds_rides_self_driving_car_nevada_autonomous_vehicle_license_plate-100049054-orig.jpg&ref=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docid=o14vltgi6L29VM&tbnid=NgDlVRrgaK2gGM:&ved=0CAUQjRw&url=http://www.techhive.com/article/2046041/what-its-like-to-ride-in-a-self-driving-car.html&ei=o2GPUpc9ieuTBcS_gMgB&psig=AFQjCNGJ-ya7CtiAHR48OQ0R9tntQ_gzoQ&ust=1385214744723457&title=What it's like to ride in a self-driving car | TechHive&txt=&jsonp=vglnk_jsonp_13851283881306


▣ EU, OEM 및 부품업체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SARTRE 프로젝트 개념> < SARTRE 자율주행 데모> 

  EC EUREKA Prometheus 프로젝트 : 벤츠, 보쉬 등이 참여 ['87~'95]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도로추적, 차선변경, 장애물 감지 가능 자율주행 기술 개발 

   [1조 2,000억 투입] 

  SARTRE 프로젝트 (영국, 스웨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7개국) : Volvo (OEM)  

  연비 향상, 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12년, 90KPH의 트럭 후미에 다수의 자동차가 6m 간격으로 무인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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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The Volvo SARTRE road train video.avi
http://www.haveit-eu.org/
http://www.citymobil-project.eu/index.php


▣ 국토교통성, OEM 및 부품업체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고속도로 자율주행 개념도> < 아베수상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13년 11/9> 

 '12년 6/27일, 고속도로 상에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Auto Pilot System의  

  위원회 설치 (국토교통성)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의 해소·순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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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술자료/일본자료/安倍首相、国会周辺の道路で「自動運転車」に試乗(131109).avi
../동영상/NEDO、4m車間4台隊列走行.avi
http://wiki.fot-net.eu/images/Smartwa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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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out 

<운전자 부하> 

위험 경고 
0 

  선택적  능동제어 
1 

통합 능동제어 
2 

   제한적  자율주행 
3 

완전 자율주행 
4 

위험 상황, 운전자에게 경보 
자동제어 無 
 
 
 
 
 
 
 
 

NHTSA - Level 0 
No- 
Automation 
 

 
 
운전자 모든 제어 필수 
 
 

 
None 
 

 
 
 

예) 차선이탈경보(LDWS) 등 

운전대 또는 페달 중  
선택적 자동제어 
 
 
 
 
 
 
 
 

NHTSA - Level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운전자 제어 및 감시 필수 
 
 

 
Assisted 
 

   즉시 
 
 

예) 차간거리유지(SCC) 등 

운전대와 페달을 동시에  
자동제어  
 
 
 
 
 
 
 
 

NHTSA -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운전자 제어 및 감시 필수 
 
 

 
Semi-automated 
 

       2초 이내 
 
 

예) 차간거리/차선 자동유지 등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전용도로 등) 
 
 
 
 
 
 
 
 

NHTSA - Level 3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특정 상황, 운전자 개입 필요 
 
 

 
Highly-automated 
  

       10초 이내 
 
 

예) 구글카(공공도로 시험평가 중)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 
 
 
 
 
 
 
 
 
 

NHTSA - Level 4 
Full Self-Driving  
Automation 
 

 
 
운전자는 목적지만 입력 
 
 

 
Fully Automated 
 

      5분 이내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사업 기존사업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단계적 법, 제도 개선 필요 

최고급 차종 위주로 기술 적용 중 선행 기술 개발 중 

<자동화 정도> 

<UN 도로교통협약 등 글로벌 법/제도개정, ‘14.상반기> 
(과거) 운전자가 항상 제어  (개선)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법/제도 허용 범위 벗어남 

<운전전환시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용화를 추진한 이후 도심, 일반도로로 자율주행 기술 확산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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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Level 4 

Level 3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자동차 EYE-ON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유지 
서비스 

교통체증 저속구간 
자동운전지원 서비스 

다차로 차선변경 
서비스 

합류로 및 분기로 
주행차선변경 서비스 

전용주차장에서의 
자동주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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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맵 복합측위모듈 레이다(라이다) 영상기반 V2X 통신모듈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자수용성 HVI 차세대 IVN 

 차별화된 상품성 확보  안전성·신뢰성 확보 

인지 

판단 제어 

스마트 액츄에이터 ADR 

인식률 100% 지향 



핵심부품 ① 

멀티밴드 레이다 

핵심부품 ② 

FHD 카메라 

ESC 

77, 79GHz 
Multi-band Radar 

MDPS 

Acc/Deceleration Req. 

ESC Status 

Steering Angle/Torque Req. 

ESC Status 

Service #1 
ECU & System 

Front Vehicle Info. 

Vehicle Dynamics Info. 

2M FHD Camera 

Front Vehicle Info. 
Driving Lane Info. 

Vehicle Dynamics Info. 

Input HMI 

Service #1 SW  
Status 

Output HMI 

Service #1Status 

운전자 모니터링 

ADR 모듈 

Autonomous Status Info. 
(Vehicle, Sensor, Driver, etc.,) 

Driver Status Info. 
(Hands-Foot On/Off, drowsiness) 

핵심부품 ④ 

ADR 모듈 

핵심부품 ③ 

운전자 모니터링 

핵심부품 
개발내용 

서비스,OEM 
개발내용 

기개발 
부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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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차로 및 차간거리유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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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지원 서비스別 상용화 시기가 다르지만, '20년 이후 급격한 시장 형성 예상 

자율주행 서비스  2015 2020 2025 2030 2035 CAGR 

Adaptive Speed Control 4.43 41.48 93.87 111.45 124.4 18.1 

Automatic Emergency Braking 2.45 53.88 100.84 112.31 124.46 21.7 

Automatic Lane Maintain 0.37 22.75 82.04 113.62 125.46 33.8 

Freeway Driving Mode 0.02 9.7 68.46 105.57 119.49 55.2 

Traffic Jam Mode 0.23 33.11 92.53 108.19 121.2 36.9 

Autonomous Parking System 0.02 11.12 66.37 95.4 110.84 56.1 

Self-Driving Mode 0 1.42 27.44 76.8 109 82.3 

Autonomous Driving 0 0.01 4.76 47.11 95.44 88.1 

*출처 : Autonomous Vehicles (Self-Driving Vehicles, Autonomous Parking, and Othe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Global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NAVIGANT RESEARCH, Published 3Q 2013 

*단위 :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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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 시장전망, 2013 ~ 2035>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대수 전망, 2015 ~ 2035>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  

   - 37%가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의향 (12년 4월, J.D 파워) 

     : 가격을 $3,000 로 제안하더라도 비율은 20%로 유지 

 IEEE는 2040년 경 자율주행자동차가 전 세계 차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2012.9.19)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전기전자기술자협회))  

      : 전기 전자 분야의 세계 최대 표준 및 연구 정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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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상용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융합 정책 및 산업육성 방안 수립 

 산업융합 실용화/상용화 R&D 주관  

 중소/중견 부품업체 글로벌화 지원 

 국가 교통물류 정책 및 C-ITS 육성방안 수립  

 첨단도로교통인프라 구축 5대 Mobility R&D 주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ICT 기반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발굴 

 ICT 기반 서비스 공통 플랫폼 R&D 주관 

 ICT 기반 스마트자동차 확산전략 수립 

핵심 원천기술 내재화 기술 중심 성장동력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글로벌사업 선점/주도 

관련산업 동반 성장화 범부처 융합과제 추진 

주무부처 사업 전반기 (’16 ~ ’22) 후반기 (’23 ~ ’30) 

산업부 창조경제 산업엔진 “자율주행” 산업부 주도 

“완전 자율주행” 

 (차량/도로/ICT 통합) 
국토부 

스마트 모빌리티 “(반)군집주행” 
국토부 주도 

스마트하이웨이 “첨단도로” 

미래부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미래부 주도 

범부처, 민간 공동 포럼 / 연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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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역 할 

산업부 

ㅇ고안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서비스, 자동차 개발 

-(핵심부품) 5대 기술요소를 고려한 서라운드센서, 액츄에이터, IVN, V2X 모듈, HMI 등 

    * 5대 기술요소 : IT·SW융합, 글로벌 품질확보, 플랫폼화, 표준화, 신기능 구현 

-(시스템) 핵심부품을 활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자동차) 고안전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 및 통합제어 등 

미래부  

ㅇICT 기반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범용 이동지능 SW,  

   미래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ㅇ차량의 외부 통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차량, 인프라 정보 등)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차량과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및 보안 기술 

ㅇV2X 통신을 위한 WAVE 주파수 할당 및 관련 표준개발 

국토부 

ㅇ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단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법 규정 개정 등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 개정 (조향기능 내용 중 속도제한 규정 등)  

- (중장기) 시험단계(시험 라이센스 등), 평가/인증단계(성능 및 안전기준 등), 보급단계(사고,  

   책임, 개인정보보호, 교육/훈련 등)의 단계별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자율주행 자동차 지원을 위한 V2X 등 도로인프라 및 교통운영 체계 기술개발 

ㅇ도로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군집주행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성능·안전  

   평가기술 개발 및 관련 인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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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관, 기술성 평가 결과, “통과” 

기재부 주관, 경제성 평가(3~4개월 소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편성 
확정된 예산 및 기간 등에 따라 상세 기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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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l Street Journal, 돈 하워드 철학과 교수, 컬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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