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자동차-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성(Connectivity) 기반으로 진화
- 직접적 편익(안전ᆞ편의운전)을 넘어서 교통정체 해소,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新서비스를 창출하는 'ICT 융복합 산업'으로 진화중

ICT 융합 기반 패러다임 혁신 단계에 진입ICT 융합 기반 패러다임 혁신 단계에 진입

[출처 : CES2014 기조연설, '14 범부처 스마트자동차 기획 추진단 보고서]



미국, EU의 능동안전시스템 의무장착 정책과 센싱 기술에 대한 필요성 증가
§ Euro NCAP : 2014년부터EURO NCAP 종합등급제평가기준에AEB (Autonomous Emergency 

Brake) / LKD (Lane Keeping Device) 장착유무에대한가산점반영
§ US NCAP: LDW(Lane Departure Warning), 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및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가 설치된 차량은 별도로 장착 정보 표기

능동 안전시스템 의무장착 요구능동 안전시스템 의무장착 요구

* AOP/COP: Adult/Child Occupant Protection, 
* PP: Pedestrian Protection, SA: Safety Assist

차량의 능동안전시스템을 위해
신뢰성 높고 정밀한 주행환경 인식
시스템 수요는 큰 폭의 확대 추세

차량의 능동안전시스템을 위해
신뢰성 높고 정밀한 주행환경 인식
시스템 수요는 큰 폭의 확대 추세



경기침체, 고령화, 소비패턴 변화로 선진국의 자동차 내수시장이 둔화/위축
- 서유럽 '09년 1,494만대 à '13년 1,289만대

안전과 편의 중심의 스마트카 시장은 연평균 7.9%의 성장
- 2010년 394억 달러, 2019년 78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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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자동차 판매 추이> <세계 스마트카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단위: 만대)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은 둔화, 스마트카는 급성장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은 둔화, 스마트카는 급성장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출처 :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Italy, Parma Univ.

UK, Oxford Univ.

Japan, ToyotaUS, Google

EU, HAVEit Project

• 80만㎞ 무사고 운전 기록
• 무인자동차 주행 법안 통과

• 저가형 시스템(900만원)
• 빅데이터기반 자율주행

• BRAiVE로 시내환경 자율주행
• VIAC, 13,000km 대륙 횡단

• 드리프트주행 제어가능
• 360도 RADAR 장착

• 스테레오 비전과 레이더 융합
• Mannheim에서 Pforzheim까지

시내 주행 성공

• 2020 동경하계올림픽에
자동운전택시 공개 예정

• Co-Driving System 구현
• Failure Tolerant Safe Vehicle

Germany, Mercedes Benz

Bosch &Continental

Germany, BMW

• Bosch:자동발렛파킹,반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중

• Continental : 빅데이터 기
술 융합 개발

US, CMU
• 2D LIDAR와 RADAR 융합
• 무선 통신기반 협력 및 인식

Korea
• 국내 대학 중심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현대차, 산업부)
• OEM사에서 비공개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험중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IT를 접목한 혁신적 이동 서비스에 초점IT를 접목한 혁신적 이동 서비스에 초점

• 미국 네바다주 외3개주 법
안 제정 (자율주행시험 번호
판 취득)

• 영국 :'15년1월부터 도로주
행 허용(구글 면허취득)

• GM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며 “자동차업계
에 아주 심각한 위협적인 경
쟁자”로 인식

• Google Ventures가 우버택
시에 2600억원을 투자

•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차종
의 우버택시를 호출하면
3~4분내 도착

• 스탠포드대 토니 세바 박사
＂'25년에 현재 1억대의 자
동차생산량이 1/10로 줄고,
도시교통체증 사라질 것＂

• 2015년부터 우버형 무인자
동차 서비스 추진 : 공항터
미널, 기차역 이동 서비스

• 카트형 7km, 미쯔비시의 i-
MiEV전기차25km

• SMART와 싱가폴국립대 공동
개발, 싱가폴 교통부 추진

• 우버 서비스와 자율주행의
접목



현재 : 전기 전자 중심 전장 부품 기반 ADAS에서 자율성으로 ð 교통사고 경감
미래 : SW·통신 접목 기반 연결성이 강조된 이동서비스 산업으로 ð 사회현안 해결

부분 자율부분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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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운용

디지털 운용

운전부담경감 지원

운전자 위기 자동대응

고속도로 자율주행

도심지 자율주행

전자제어

ACC(차간속도제어)

AEB(자동브레이크)

자율주행

Google Map & 
Street View

Connected Vehicle

군집 주행

지능형 도로와 연계한
Congestion free

자율주행자율주행 협력 자율주행협력 자율주행



기계중심 제품에서 SW 기반 서비스로기계중심 제품에서 SW 기반 서비스로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전자, 정보 통신 기

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탑승자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지능형 자

동차

자동차-도로-ICT 연계하에 안전운전 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이

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

출하는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 기술



도심화 심화도심화 심화

환경/에너지환경/에너지

고령화고령화
교통사고
(인적요인)
교통사고
(인적요인)

산업/기술산업/기술

• 거대도시화, 핵가족화
• 교통혼잡, 주차난
• 이동수단의 소형화, 구매패턴변화

• 자동차 산업 경쟁심화
• 자동차 IT 융합 확대
• 신 생태계 창출 필요

• 친환경 이동수단 관심 증가
• 저에너지 소비형
• 대중교통 활성화

• 안전규제 강화
• 자율주행 등 교통체계 강화

• 고령화 등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안전 편의

미래 이동시스템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

-총인구는’18년을정점으로감소전망, 총인구감소와함께고령화예상

* 인구성장률: 0.084%(‘00) -> 0.026%(‘10) -> 0.00%(‘19)

-65세이상인구비율은’18년에는14.3%, ’30년에는24.3%예상

* 출처:통계청

§ 출퇴근/업무용도는감소, 친교/기타항목(종교, 개인용무)
이단거리이동증가

§ 신체능력/인지기능저하로운전에대한부담증가

§ (복지) 고령자의이동권 보장 (경제) 구매파워계층니즈

§ (사회) 교통약자의사회참여확대

< OECD 12개국중운전자연령대별교통사망사고비율>

<인구추계에따른국내수요예측>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 출처OECD/ITF, 2011



<'09년시도별하루평균나홀로차량비율및탑승인원> < 국가별평균탑승인원(단위:명)>

*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높은 나홀로 차량 비중

§ 전국1일평균나홀로차량비율: 77.7%

§ 출근시간대나홀로차량비율: 86.3%

평균 탑승인원의 감소추세

§ 2009년1.26명à2010년1.21명으로감소

§ 선진국대비낮은탑승인원수

비효율적 도로활용, 교통수단 개선 필요비효율적 도로활용, 교통수단 개선 필요



< 차종별자동차등록대수추이> < 차종별일일평균주행거리추이> 

§ 승용차보급대수의증가: 4.1%

§ 총보급대수: 1900만대(‘13) è2000만대(‘15) 전망

§ ’11년승용차평균주행거리: 37.3km

§ ‘02년대비승용차69%, 승합차73%, 화물차91% 
감소

단거리 위주 이용 증가단거리 위주 이용 증가

국내 차량보급대수의 증가 자동차 1일 평균주행거리 감소



선진업체의 기술독점과 후발 신흥국의 도전 à 국내 부품업체 생존 위협

• 자동차의 IT화에 대한 수혜는 해외업체들이 향유하고 있음

* 전기전자부문의 자동차 부품 수입 비중 : '00년 10.1%à '05년 18.6%à '09년 21.3%

• 후발 신흥국(중국, 인도)의 거대시장을 배경으로 Domestic 기업의 급부상

선진업체의 기술독점과 후발 신흥국의 도전 à 국내 부품업체 생존 위협

• 자동차의 IT화에 대한 수혜는 해외업체들이 향유하고 있음

* 전기전자부문의 자동차 부품 수입 비중 : '00년 10.1%à '05년 18.6%à '09년 21.3%

• 후발 신흥국(중국, 인도)의 거대시장을 배경으로 Domestic 기업의 급부상

OEM社와의 수직적 산업구조 à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 경쟁력 저변 취약

OEM社의 시장 독과점 à 실적 부진 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내부혁신 능력 한계 à 혁신적 IT 산업에 비해 자기파괴적 혁신 역량 부족

OEM社와의 수직적 산업구조 à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 경쟁력 저변 취약

OEM社의 시장 독과점 à 실적 부진 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내부혁신 능력 한계 à 혁신적 IT 산업에 비해 자기파괴적 혁신 역량 부족

대외 환경대외 환경

내부 환경내부 환경



소형화
(근거리, 개인형)

소형화
(근거리, 개인형)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개방형
(가변형, 오픈플랫폼)

개방형
(가변형, 오픈플랫폼)

고안전/고편의
(자율주행, 군집주행)

고안전/고편의
(자율주행, 군집주행)

Connectivity
(디바이스-정보연계)

Connectivity
(디바이스-정보연계)

신생태계 인프라
(산업활성화 기반)
신생태계 인프라

(산업활성화 기반)

고령화고령화

1인 가구 증가1인 가구 증가

단거리 위주 운행단거리 위주 운행

산업환경변화산업환경변화

도심화 심화도심화 심화



정보
서비스 운전자-IT

교통혼잡

길안내

지능형 도로

스마트 자동차

졸음
운전

운전
부하
경감차체

구조LDWS
LKS

ASV
EV-PRT

V2I
V2V

Smart 
Highway

ECO, 
Welfare, 
Safety 이동서비스

플랫폼

증강
현실

ICT 융복합 기반 자동차-도로-운전자간 연결ICT 융복합 기반 자동차-도로-운전자간 연결

연결성
(디바이스-정보

연계)

소형화
소형화

(근거리 이동)

개방형
(오픈 플랫폼)

친환경
(에너지저감)

안전편의
(자율,  군집

주행)



자동차 도로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거점간 연계도로, 캠퍼스·생활근린공간· 
대형시설내 도로 등 에서 끊김없이 유기적인 이동 서비스

- 대중교통 거점간 연계, 도로교통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호출형 무인셔틀 서비스 등

근거리 이동, 대중교통 연계 이동 서비스근거리 이동, 대중교통 연계 이동 서비스

<초기 이용자> <서비스 분야>



§ ‘07년 일본 가계금융자산 1,545조 엔중 60세 이상 노인이 75% 보유

§ 미국내 총 자산의 69%(29.1조 달러)를 50세 이상이 소유

- 신차의 41%, 고급승용차의 48%를 구매

(사례) Arizona Sun City

l 은퇴자들의 대규모 공동거주단지(여의도의 11배 면적). 12,500 세
대 4만여명 거주

l 대형 레크리에이션 센터 7개, 골프장, 수영장 7개, 도서관 2개, 교
회 30개, 쇼핑센터 16개, 종합병원 1개, 경찰서 1개, 소방서 4개,
초대형 극장 1개 등 각종 공용기반시설 구축

l 주민들 대부분 승용차 보유 (주교통수단 : 골프카트)

l 이동수요 : 걷거나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와 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병원왕복 밴(Van) 서비스

(사례) Arizona Su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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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동수요 : 걷거나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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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개인교통

교통약자 일 반 인

교통약자, 대중교통

소외 지역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권익 보호

대중교통 거점

연계 지역

교통시설교통시설 교통수단교통수단 운영운영 관련정책관련정책

승용차, 

사업용 차량

초기 : 교통약자초기 : 교통약자

첨단 교통 인프라

중장기 : Last 마일 서비스 à 도심 교통수단중장기 : Last 마일 서비스 à 도심 교통수단



ICT 융복합 기반 Smart Mobility ICT 융복합 기반 Smart Mobility 

크라우드 맵 소싱,
4D 주행 맵 구축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고장진단 예측 기술

안전.편의 운전지원
HVI 기술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지원 시스템

센서융합 기반
자차위치 인식기술

V2X 통신 시스템 및 차량
연동 기술

인프라 연계 자동주차,
자율주행기술



주행환경과 운전자상태 분석을 기반으로 운전 제어권을 결정하여 운전자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주행하기 위한 코-파일럿(Co-Pilot) 시스템의 인식/판단 핵심SW 기술 개발

Co-Pilot

Co-Pilot

다중센서기반

주행환경인식

다중센서기반

주행환경인식

Direct

운전자상태

Direct

운전자상태
운전패턴운전패턴 다중센서기반

주행환경인식

Direct

운전자상태
운전패턴

제어판단/경로
계획/융합맵

제어권

판단

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 기술ICT 기반 차량·운전자 협력 자율주행 기술



Co-Pilot 

HW Platform

Co-Pilot SW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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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렛주차 프로토타입자동발렛주차 프로토타입

•인프라 맵이용 위치 인지 시스템

•주차정보제공단말시스템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주차공간을 지정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여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운전자 호출에 따라 스스로 출차하는 무인발렛주차 기술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주행 및 주차 경로 생성 및 추종 시스템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구성자동발렛주차 시스템 구성



HUD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HUD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주간/야간/악천후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전자의 뷰에 정합하여 증강현실 정보로 제공
하는 시스템 개발



ETRI Smart Mobility 로드맵ETRI Smart Mobility 로드맵

Last 마일 서비스
로드맵

Last 마일 서비스
로드맵 2016 2020

ETRI 캠퍼스

2018

대형 캠퍼스, 경기장

WAVE기반 V2V, V2I
(응답속도 : 100ms)

5G급 초고속 V2V, V2I
(응답속도 : 1ms)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방문자 무인 셔틀 주차장-경기장
스마트폰 호출

세종시-유성

국토부 지능형 도로 연계

서비스 플랫폼 및
ICT 융합 부품

클라우드 연계
주행상황인지

내비게이션 & 제어

핵심SW 임베디드모듈핵심SW 임베디드모듈

차속 30 km/h 이내차속 30 km/h 이내

정지장애물정지장애물 빅데이터 연계 교통 신호 및 주행 상황 판단빅데이터 연계 교통 신호 및 주행 상황 판단이동장애물이동장애물

도로형태 및 맵 구축도로형태 및 맵 구축맵 기반 위치인식맵 기반 위치인식 4D 맵 기반 위치&상황인지4D 맵 기반 위치&상황인지

위험 회피 주행 지능위험 회피 주행 지능 최적 경로 추종 주행 지능최적 경로 추종 주행 지능 인간 운전 패턴 모사 주행 지능인간 운전 패턴 모사 주행 지능

차속 30~60 km/h 이내차속 30~60 km/h 이내 차속 60 km/h 이상차속 60 km/h 이상

PCPC 통합 보드 및 SoC통합 보드 및 SoC

사업화 개방형 플랫폼 사업화개방형 플랫폼 사업화 시스템 제조 사업화시스템 제조 사업화 서비스 사업화서비스 사업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25



토요타 비전 : Smart Mobility Society
§ 전기차 기반 개인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
§ '14.10.부터 프랑스에서 Last 마일 실증서비스 착수

日 토요타 HAMO 프로젝트日 토요타 HAMO 프로젝트

<프랑스 Grenoble HAMO 실증사업 개념도 >



기술발전
및 패러

다임 변화

이동권익
보호,교통
흐름개선

ICT 기술발전, 안전운전, 교통혼잡 완화에 대한 시장, 정책 수요

20~30대 세대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증대 (교통체증, 스마트폰)

자동차 소비패턴 변화, 개인 이동의 편리성 향상요구

초 고령화 시대 진입 대비, 인구 구조의 변화

농어촌, 도시근교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민 이동권 보장 필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 교통정체 개선, 도심 주차장 문
제 개선



감사합니다!

Future of Car is not Smart Car, but Smart mo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