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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자율자동차(Automated Vehicle)는 자율주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고신뢰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여 차량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5G, LTE,
WAVE 등)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함으로써 자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 주행 경로를
실시간 탐지하고 계획하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추돌의 위험을 회피하고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ICT 융복합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지능형 자동차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며 연료를 절감하고 운전을 대신해줌으로써 편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미래 이동 수단(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으로 정의

- SAE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및 단계를 정의하는 SAE J3016 표준을 개정하여 공표하였고,
ISO와의 협약에 따라, 자율주행 정의 표준을 ISO 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에 합의. 기존
NHTSA의 4단계를 SAE에서 다음 표와 같이 4단계 및 5단계로 구분하여 4단계는 제한된
구간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제공, 5단계는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수준으로 정의

<자율자동차 기술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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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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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국내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 6위 자동차산업의 위상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타 업종과 협업, 안전성과 사업성을 위한 실용화 실증, 인프라 및 법제도
연계를 위한 패키지형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필요함. 자율자동차의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센서, 차량-인프라(도로와 통신 인프라), 차량
시뮬레이터 등 ICT 융복합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임에 따라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정부의 2021년 SAE 3단계 자율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간 기술융합 표준화 전략과 선도적 표준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 확산을 통한 국제표준 주도국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함

구분

주요내용

∼ 2022년

- 범부처 자율자동차 추진단이 설정한 2021년 SAE 3단계 자율자동차 상용 출시 지원을
위한 산업간 기술융합 기반 인지/판단/제어/통신/인프라/정밀맵/SW플랫폼 등 요소 기술
및 안전한 주행환경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운영체계 마련

∼ 2024년

- 유럽, 북미, 일본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업체 중심의 ISO, SAE International, AUTOSAR,
ASAM 표준화 환경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도 기술 확보와 표준기술 개발을
통한 First Mover 글로벌 표준화 확산

∼ 2027년

- 자동차의 커넥티비티, 공유서비스, 지능화, 전동화에 이어 자율주행기술의 완성을
통해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레벨4+)이 가능한, 세계 최초 자율자동차 상용화로
미래차 경쟁력 세계 1등 국가 목표 실현과 국제표준 주도국 위상 확립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유럽, 북미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업체 중심의 표준화 환경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선도 기술 및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국제표준화 협력 및 선도를 통해 자율주행기술의 핵심인 센서, 모터, 파워트레인, HW
디바이스, SW플랫폼, 정밀 측위, 고정밀 지도, 차량통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산업체 간 상호운용성을 확장하고, 국내기업의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발판 마련 기대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기술인 자율자동차를 위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으로
미래자동차 SW플랫폼의 표준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의 미래 자동차 시장 창출, 자동차 융합 신기술 선도,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사실표준화기구에 적극 참여를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 대비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전장부품의 수출 활성화 기대
· Connected 기반의 자율자동차 환경을 기반으로 V2X 통신 관련 표준의 고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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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에 대한 표준 확대, 5G와 연동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및 에지
컴퓨팅 부분 등에 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표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기업의 시장진입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산업의 주도 환경을 마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신산업 참여를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단일 기업이 독점하는 국내시장 구조에서 개방형 및 상생형 신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되며
관련 산업 내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
· 국내 표준화 활동을 통해 부품업체들의 국제표준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
· 자율주행용 HW디바이스 및 SW플랫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산업 창출
· AUTOSAR 도구 상용화 역량 확보를 통한 국내 관련 생태계 조성 및 시장 활성화 기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ICT 기업들의 협업 촉진 기반 마련
· 국내외 표준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측위, 고정밀 지도 및 교통정보를 타
산업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 국민편의 및 안전 제공 기반을 마련
· 기존 자동차 기술에 ICT+SW+반도체 등 첨단기술 접목 및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 V2X 표준 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효율성 증대 등의 사회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편의 및 안전 확보 기대
· 자율주행을 통한 자동차 혁명은 이동 수단을 넘어, 서비스의 도구로 이용되고 이로 인해
삶의 방식 변화 기대
· ICT와 자동차, 인프라, 도로 등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확대
보편화되어 국민의 주행 안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누리며 교통의 효율성 증대 및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등 국민 편의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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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본 표준화전략맵 스마트모빌리티의 중분류 범위는 자율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 중심으로 범위 설정
· 자율주행 데이터의 수집/학습/추론으로 구성된 AI·데이터 기술
· 정밀지도 및 동적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과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과의 통신으로 구성된
차량통신기술
· 위치 인식을 위한 연속측위 및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시스템 기술
· 차량 통신 및 침입 탐지/방지를 위한 자율자동차 보안 기술
<자율자동차 Ver.2022 표준화항목>

표준화 항목

AI·
데이터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제한된 주행공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자율
주행시스템(LSAD)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정의
- 원격지원 유즈케이스 정의
- 원격지원 시스템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규정
- 원격지원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ISO TC204
WG14

②, ⑥

O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타 차량의 수집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자율주행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표준
- 데이터 프로파일(차량, 센서, 주행환경 등)
- 가변 데이터 포맷

ISO TC22/
TC211

④

O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품질 측정
표준

자율주행 S/W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측정 방법 및 기준
- 데이터품질 관리(레이블 정확성, 유효성,
적합성 등)
- 품질요구사항, 적합성(포맷, 해상도 등),
비식별화

ITU-T
TC22
TC204
TC184
SC32
OGC

②

X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 상황을
가정하여 정의하고, 이 경우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거동 규칙을 정량화하기
IEEE SA, SAE
위한 표준
International
- 자율주행 시 사고 발생 가능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 정의
- 안전 주행 데이터 및 요구사항 정의

②

O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스마트 디바이스나 클라우드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JSON 기반 프로토콜 W3C Automotive
표준
WG, GENIVI
-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HTTPS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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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Target SDOs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도로의 정적구조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명세 정의
- 차선 수준의 정적인 정밀도로구조 및 도로
주변 환경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구성요소
정의
- 정적도로구조의 데이터 모델에 따른 인코딩
방법 정의

OGC,
OADF,
NDS,
ISO TC211,
TC204

④

O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주행환경 동적(Dynamic)/
준동적(Semi-Dynamic) 데이터 요소에 대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명세를 정의
- 주행환경 동적/준동적 데이터의 논리적
구성요소 및 시스템 구조 정의
- 주행환경 동적/준동적 데이터 요소에 대한
데이터 사전 정의

SAE, ISO
TC204, ETSI,
5GAA

⑤

O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선형위치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와 같은 선형구조
상에서의 위치 참조 모델 정의
- 선형위치 참조를 위한 데이터 모델 정의
- 선형위치 참조의 인코딩 명세 정의

OGC,
ISO
TC211,
TC204

①

X

IP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간 통신과 차량과 인프라
간 외부 통신 기술
IEEE 1609,
- IPWAVE Problem Statement
IETF IPWAVE
- 차량 이웃 탐색 프로토콜
WG, ETSI TC
- 차량 이동성 관리 프로토콜
ITS
-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
- 차량 네트워크 보안 및 프라이버시

②,③

O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SAE J2945 시리즈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V2X 서비스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ETSI TC ITS,
- 다양한 V2X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이를
SAE V2X
위한 V2X 단말 요구사항 정의 (적용표준,
Communications
기능적 요구사항, 성능적 요구사항)
Steering
- V2X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상호운용성과
Committee
데이터 무결성이 확보된 V2X 단말 요구사항
정의

②

X

5G NR 셀룰러 기반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과
사물(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
- 차량과 차량 간 저지연, 고신뢰성, 근거리 통신
기술
3GPP RAN/SA
5G C-V2X 기술 표준
- 차량 네트워크 대용량 데이터 전송, 원거리
통신 기술
- 저전력 보행자 단말과 차량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
- 밀리미터파에서 고려하는 기술

⑤

O

③, ⑤

O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 등 최근 및 미래 자동차를
시스템
AUTOSAR Adaptive 위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기술
플랫폼 표준
- 최신기술지원을위한가상화환경및애플리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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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SAR FT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Target SDOs

병행 실행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지원
방법 정의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변경 및 SW 업데이트
지원 수단 정의
ECU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
및 보안 온보드 통신 방법 정의
안전 관련 시스템 및 고가용성 지원을 위해
안전 관련 속성 및 입증 방법 정의
이식성 및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해 구성 요소
모델 기술 수단 제공 및 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 정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는
ECU의 표준화된 내부통신 프로토콜 정의

가혹 환경에서 센서 퓨전 기반 위치정보 획득
및 제공을 위한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일반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 가용 가능한 센서 데이터 퓨전과 공통메시지
포맷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센서 인터페이스
-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방법

ISO TC204
WG17/
WG16, ITU,
OMA, OGC

②, ④

O

ASAM
Simulation

⑤, ②

O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환경에서
메시지 보안 및 응용 서비스의 보안 위협,
보안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정의
- 차량 운행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요구사항
-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

ITU-T SG17,
ISO TC204

②

O

커넥티드 차량의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위협을 식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의 구현을
커넥티드카 침입
위한 표준
탐지 및 방지 시스템 - 차량 침입 탐지 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한 위협
표준
탐지 및 차단 방법
- 공격 규칙 학습 및 상황별 공격 발생 시 안전을
고려한 공격 차단 기능 구현 방법

ITU-T SG17,
ISO TC22

➂

O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및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
자율주행 에지
- Simulation Interface 표준
케이스 검증을 위한
- 도로면 속성 파일 포멧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 도로망의 기술을 위한 파일 포멧
표준
-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콘텐츠 파일 포맷
- 기타 시뮬레이션 도구 등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보안
기술

표준화 중점
특성 항목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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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스마트모빌리티 분과에서는 ITU-T, ISO, ETSI 등
공식표준화기구와 AUTOSAR, SAE, ASAM, OGC, W3C, 3GPP, IETF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위주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SAD 시스템(Lv.4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
차량 기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경기, 대구, 세종 등 지자체 중심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원격지원이 필수적이며, 원격지원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배차 운영관리, 관제, 긴급 대응을 위한 표준화가 요구되어 이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
시설이 수집한 정보 데이터로, 차량 제조사별로 다양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율주행 데이터의 V2V·V2I 교환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표준이 필수적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 상황을 가정하여 정의하고, 이 경우 안전한 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차 거동 규칙을 수학적으로
규명하여 정량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 사고 발생 가능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안전
주행 데이터 및 요구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자율자동차 응용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는 자율자동차
내외부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연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서비스 API에 대한 표준화 대상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선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적도로구조는
자율주행을 위한 주요 데이터로써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이를 위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 기술 반영
및 주도적 참여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변 환경 및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자율주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동적/준동적 데이터의 전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를 상호운용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국내기술 반영 및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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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자율자동차 내부의 전장(ECU,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IEEE
802.11-OCB(Outside the Context of a Basic Service Set)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P 패킷
전송이 필요하므로 IPWAVE가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차량 안전운행 및 효율적
내비게이션을 위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차량 외부 통신을 위한 IEEE 802.11-OCB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차량과의 IP 통신 또는 인프라 노드와의 IP 통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5G C-V2X 기술 표준) 기존 차량 통신표준은 기본 안전 및 주행 보조 서비스를 위한 차량 간 무선
연결 설정 등 기본적인 기능 구현에 집중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인프라, 보행자 단말 및
통신망 간 통신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됨. 3GPP는 Rel-14, Rel-15에서 기존 단말 간 직접통신
기술(D2D)을 개선하여 차량 간 직접통신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직접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의 표준
제정을 추진. Rel-16 및 그 이후의 표준은 NR 기반의 고신뢰 저지연 특성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5G NR V2X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됨.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의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제어용 플랫폼으로부터 시작한
AUTOSAR는 기존 AUTOSAR Classic Platform에서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차량의 고성능
ECU 지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장시스템의 OTA,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AUTOSAR
Adaptive Platform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GNSS 및 통신음영지역(Networkless),
실내·외 경계가 모호하거나 복합 이동환경 등 각 이동주체의 정확한 위치측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위치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Cellular, GNSS
기반의 측위기술에서 Wifi, UWB(Wide-band), RFID, Bluetooth 등의 근거리 통신 신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센서(지자기, 자이로, 가속도) 등을 활용한 정확도 개선 및 측위기술 제공 가능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화가 ISO TC204 WG17에서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 및 자율 시스템의
전반적인 취약점을 관리하도록 권장. 이러한 위험 요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에지 케이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방대한 시나리오 테스트 필요.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위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 많은 OEM들은 전문 시뮬레이션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체 자율주행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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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UNECE WP29에서는 차량의 사이버보안 위협
권고안을 개발하고 ITU-T SG17에서는 상기 권고안의 연계 표준으로서 차량의 사이버보안 위협
표준(X.1371)을 2020년 상반기에 표준화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정의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표준화가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악의적인 신호 및 이상
징후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능의 탑재 필요성 증가. 이에 대응하여,
ITU-T SG17에서는 차량 네트워크의 환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구현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특히,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은 차내의 침입을 탐지하는 침입탐지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현되므로, 기존의 침입 탐지 및 방지 표준을 통합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Autonomous Vehicle에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와 연결하는 Automated Vehicle로 변경. 또한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19(2018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정적도로구조 및 선형위치참조를 위한 데이터 모델,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을 신규로 선정
- Ver.2021(2020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로 변경. 또한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20(2019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으로 자율자동차 Level 정의에 관한 표준, 자율주행 보안 지원을 위한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을 신규로 선정
- Ver.2022(2021년)에서는 자율자동차를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CAV)로 변경. 또한 ISO,
ASAM, SAE International, IETF, AUTOSAR, W3C 등 자율자동차 관련하여 주요 사실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소기술 표준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Ver.2021(2020년) 중분류
체계에서 세부 중점표준화항목으로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 안전한 자율자동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5G C-V2X 기술 표준,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 표준을 신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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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중점표준화항목 비교표(3개년)>
* Ver.2022 신규항목
구분

Ver.2020

Ver.2021

Ver.2022

-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AI·
데이터 기술

차량 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차량 정보 서비스 API 및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 표준
데이터 모델 표준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와
데이터 융합 유닛간 데이터
데이터 융합 유닛 간 데이터
통신-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통신-논리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표준
표준

-

제한구역내에 저속
제한구역 내에 저속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표준
시험절차 표준

-

-

자율자동차 Level 정의에 관한
표준*

-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정적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선형위치참조 및 정적도로구조 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인코딩 표준
데이터 모델
표준
디지털 인프라 기술

통신 기술

-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

-

5G C-V2X 기술 표준*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UTOSAR ADAPTIVE 플랫폼
ADAPTIVE 플랫폼 표준
ADAPTIVE 플랫폼 표준
표준
시스템 기술

-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V2X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기술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V2X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요구사항 표준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 표준
가이드라인 표준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내망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방법 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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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3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5]
· 해당 법령에 근거한 자율차 기반의 시범 서비스 운영 및 실증 기회 제공 지원
· (공모 사업)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2년 60억 보조금 지원
**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민간 사업자 자율주행 실증 기회 부여
-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4개 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연구사업 시작 [2021.5]
· ’21년∼‘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 투입 추진
·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
· (자율주행 국민수용성 향상)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
- 국토부, 부분자율자동차(lv. 3) 안전기준 제정 [2020.1]
·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한 lv.3 자율자동차 출시 및 판매 가능
- 국토부, 자율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년도 하반기 최종본 발표(예) [2019.12]
- 국토부, 미래차산업발전전략 발표 [2019. 10]
· 2027년까지 레벨4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부품, 시스템, 인프라 기술 등에 집중 투자 결정
-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4]
· 안전한 자율주행 가능여부에 따른 도로 등급화(안전구간 지정)와 전국 고속도로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분자율차(LV3) 상용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을 통한 완전자율차(LV4∼5) 연구 지원 등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를 위한
5G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발굴과 실증을 통해 민간 R&D 및 융합서비스 생태계 구축 추진 [2019.4]
· 5G 자율주행 셔틀(판교, 대구) 및 교통약자용 주문형 모빌리티(대구) 실도로 실증(2020) 및
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 개발 실증(2020) 추진
· 지자체 C-ITS 구축과 연계한 5G 서비스 탑재 버스 1,000여대 보급 및 5G V2X 상용화와 연계한
新서비스(군집주행, 영상미러링, 원격주행, 정밀측위 등) 개발
· 자율주행 산업화를 위한 거점인 ‘5G+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2021)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 V2X R&D·실증, 실환경 성능검증, 국제공인시험 등을 통합 지원하는 ‘5G-V2X 테스트베드’
조성(2019∼ / K-City, 경기 판교, 서울 상암)
· 스마트폰과 동작환경이 다른 차량용 통신모듈, RF부품(안테나 등)의 성능검증에 특화된 오픈랩,
차폐실(챔버) 등 개발 테스트환경 구축(2019)
· V2X 기술 검증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주파수 공급(2019, 실험국) 및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 재정비와 5G 융합서비스(자율자동차, 스마트공장·시티 등) 주파수 공급
· 국내 연구망을 활용하여 에지 컴퓨팅 기반의 초저지연 5G 융합서비스(자율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의 실증환경 구축(2020∼)
- 국토부, 자율주행 지역테스트베드사업 추진 지자체로 충청북도(충북대) 선정, 2021년까지 약
300억 예산 투입하여 3만평 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2019.4]
-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의 구축 주무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을 지정. 더불어, 2년주기의 지도갱신
방식을 수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 추진함
-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에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하였으며
[2019.04], 이를 일반도로로 확장하여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km에 대해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이후, 2025년까지 4차로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구축 추진[2010.04]
- 국토부,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자율자동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를 2019년에 전국 고속도로 등 3,340km 대상으로 제작(2030년까지 전국 도로 11,000km
구축 목표) [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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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서울, 대구 일부 지역 등
약 1,700km 에 대해 자율주행지도를 구축하였으며, 그 대상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 [2019.3]
· 국토교통부는 업무분장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구축기관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지정
· 변화되는 도로 등에 대한 정보는 매년 갱신
- 국토부, 서울시 세계 최초 C-ITS 구축 및 자율주행 시범지구 조성 및 업무협약 체결 [2018.5]
· 2019년까지 상암 DMC·일반도로에 자율협력주행 시험환경 조성
· 세계 최초로 WAVE·C-V2X 등 다양한 통신 기반시설 융합 구현
· 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 DMC 주요거점 순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 실시간 신호 개방·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등 인프라로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
· 정비공간 등 편의시설, 도로통제 등 행정지원으로 새싹기업 활성화 기여
· 정밀도로지도 구축·제공, 스마트 인프라 표준·인증·보안 관련 제도 지원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확정 [2018.5]
· 2020년까지 전국주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500km 구간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제작.
2년 주기 지도갱신 방식에서 수시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함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2018.5]
· 2018년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2단계) 수준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3단계)하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7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라이다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
부품 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자동차 표준화 계획에 따라 자율자동차 국가표준(KS)을 2017년 말 93종에서
2021년까지 200종으로 확대 [2018.3]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분야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손과 발 접촉 없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자율차선변경시스템, 엔진제어·조향장치 등 차량 내부의 전자제어장치 간의 1Gbps급
고속 광통신용 인터페이스, 차량무선통신(WAVE)을 활용해 고속 이동 중 끊김 없는 차량 간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차량 사물통신(V2X) 표준 등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마련 [2018.2]
-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로 기존의 기계·사람 중심의
자동차에서, SW와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중심의 자동차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핵심기술임에도 이를 활용할 법, 제도, 인프라의 준비 부족으로 실제 상용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로 전망됨
- 국내 자율주행차 개념은 차량 자체의 환경센서(영상센서/레이더/라이다) 기반 Local
Intelligence에서, 클라우드·통신인프라와 연계된 Global Intelligence (환경센서 + 커넥티드 기반
CAV)로 기술 변화하여 초연결 자율주행차 (Connected Automated Vehicle)로 발전될 거로 전망됨

미국

- 미 연방교통부(USDO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미국도로교통안전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탑승자 보호 기준, 안전 표준 제정 요청 [2020.3]
- 대통령 직속 미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및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율주행차량 관련 과학기술 분야 선도적 지위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전략 발표 [2020.1]
- 미연방교통부(USDO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동화된 자동차 기술의
리더십 강화: 자율주행차량 4.0’(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계획 발표 [2020.1]
· 자율주행 기술 진흥을 위한 첨단제조, 인공지능, STEM 교육 및 인력 배양, 기초연구, 관련
인프라, 규제, 세제, 지적재산권,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원칙) △Protect Users and Communities △Promote Efficient Markets △Facilitate Coordinated
Efforts

32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구분

주요 현황
- 미국은 자율자동차 운행 법률을 제정한 이후(2011), 25개의 주정부와 워싱텅DC에서
자율자동차 법률 시행, 애리조나 및 하와이 등 7개 주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율자동차
규율 [2019.8]
- 미국 ITS JPO(Intelligent Transportation of Systems Joint Program Office)는 ‘2015∼2019 ITS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
· (전략계획) △안전한 차량 및 도로 △이동성 강화 △환경 영향 제한 △혁신 촉진 △교통 연계성
지원’ 전략계획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의 R&D 지원프로그램 추진
- 미국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AI 미국 리더십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13859)에
서명 [2019.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의 STEM 교육
전략(America’s Strategy for STEM Education)’을 발표 [2018.12]
- NSTC는 첨단제조 분야의 리더십 확보 전략을 발표 [2018.10]
·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생산 방법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발전기여
- 미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 3.0) 등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 개정 발표 [2018.10]
-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새로운 자율주행시스템(ADS) 가이드라인 ‘A Vision for Safety 2.0’
발표 [2018.6]
- 미국(ACM: American Center for Mobility)은 AstaZero AB(스웨덴)와 K-City(한국) 간 테스트
환경에서 커넥티드 및 자율자동차(CAVs)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NTU (CETRAN)
싱가포르에서도 파트너십 활동에 참여할 계획 [2018.6]
- 미국 연방대중교통관리청(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2022년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인 “Strategic Transit Automation Research Roadmap”
발표 [2018]
-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업계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상에서 규제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일본

-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 2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교통 사회 실현을 위해 연간 30억엔 지원, 2025년 전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 [2020]
· 2018년 SIP 제2기가 출범,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 실증실험과 기반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가속화. 실증 실험은 도시교통과 지역 교통 2가지 관점에서 진행
· 2025년까지 한정 지역에서 무인자동차 서비스를 확대 실행, 2022년 이후 도쿄-오사카 구간에서
무인대열주행 사업화 실현 계획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lv.3 이상 자율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정부 차원의 전담조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조사위원회를 ‘20년 중에 출범 계획 [2019.10]
- 임해부도심이나 하네다 지구의 일반도로와 수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레벨 2∼4의 자율주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호정보제공과 고속도로 본선 합류지원 등의 요소기능, 자율주행버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실증을 수행 [2019.10]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자율주행 기술 lv.2까지 허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lv.3, lv.4까지 단계적
허용하는 방안 검토 [2019.09]
- 자율주행 실용화 목적 안전기준을 규정한 개정 도로운송차량법 성립으로 lv.3 자율주행이
허용되었으며,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 [2019.05]
- 조건부 자동화에 해당하는 lv.3단계 자율주행 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의결(‘19.9)했으며, ‘20년 시행 예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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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일반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자동차 주행 허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운행 관련 안전의무 및 대책을 추가 [2019.3]
- 일본은 ‘자동운전 등 선진기술 관련 제도정비소 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환경을 향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 수립 등을 위한 검토 시행 [2018]
- 일본은 자율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격의 ‘자율자동차 안전기술 지침’ 발표 [2018.06]
- 일본 2025년까지 자가용차, 물류시나리오, 이동서비스로 구분하여 고도화된 자율자동차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 [2018]
· (자가용차) 2020년까지 일반도로에서 lv2수준 실현, 고속도로에서 lv2∼3 수준 구현, 2025년에는
고속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물류서비스) 2020년 lv2이상으로 고속도로에서 병렬주행 트럭 구현, 2025년 고속도로에서 lv4의
완전자율주행 트럭 운행
· (이동서비스) 2020년 고속도로에서 lv2이상의 자율주행버스, 2025년 한정된 구간에서
무인자동운전 이동서비스 구현

유럽

[EU]
-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 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 유럽도로교통연구자문위원회
(ERTRAC, 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 공동의
로드맵(Automated Driving Roadmap) 마련
· GEAR 2030에서는 자율자동차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및 Value Chain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
- 자율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순수 자율주행 관점이 아닌 Connected가 포함된 자율자동차(CAD,
Connected and Automated Driving)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발표
· 2050년까지 CAD 기반 정책 및 자본 투자를 위한 장기로드맵 구축 계획
· (CAD 정책 근거) △안전(Safety) △효율성 및 환경 목표(Efficiency and environmental)
△편안함(Comfort) △사회적 수용(Social inclusion) △접근성(Accessibility)
· 2018년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On the road to automated
mobility: An EU strategy for mobility of the future’
- 유럽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를 중심으로 C-ITS
(Cooperative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법안을 2019년 4월 추진하였으나
최종 부결 [2019.7]
- 유럽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자율주행 셔틀 시장이 단기적으로 로봇택시 시장보다 규모가 더
확대될 거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는 이미 운행 중임
[영국]
- 영국 교통부, ‘Future of Mobility: Urban Strategy’를 발표하며, 자율자동차 포함 미래 도심의
Mobility를 위한 9가지의 원칙 기반 새로운 이동수단 규제 설명 [2019.7]
- 정부 산하 커넥티드 및 자율자동차센터(Center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설립하여
자율주행 입법화 추진 [2019.2]
- 실질적인 자율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위해 자율자동차 도로 주행 테스트 기준인 ‘Code of Practice:
Automated vehicle trialling’을 발표 [2019.2]
- 영국 표준 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e)에서 ‘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기반 새로운 기준 추가 발표 [2018.12]
· 2017년에 CAV의 생산과 부품 생산 공급망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발표
- 영국 의회에서는 자율자동차의 사고 보상에 대한 보험 확대 정의와 전기차 법안을 위한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 Act 2018’ 정책을 통과 [2018.7]
- 영국 정부는 자율자동차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법률적 장애요인 및 규제의 개혁을 위한 법률개정
3개년 계획 마련 [2018.3]
- 영국 교통부와 산업부, C-CAV(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협력 정책팀을 구축,
자율자동차와 커넥티드 기술에 대한 현행 교통 관련 규제와 호환될 수 있는 정부 정책연구 진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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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독일]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30억 유로 투자, ‘AI made in Germany’ 달성 목표 [2019.11]
· AI 응용분야 중 하나로 자율주행을 채택, 신규 R&D 프로그램 신설
· 자율주행 관련 AI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특허점유율은 58%에 달함
-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운송시스템(Mobility 4.0) 개발 및 지상,
수중, 항공 등 복합 모빌리티 환경에서 자율주행 테스트필드 운영 [2019.11]
- 독일 연방정부 주도하에 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자율주행 관련 프로젝트인 PEGASUS 프로젝트의
결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품질 기준, 평가 및 측정 방법 등의 수립을 목표로 이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2019]
- 독일 연방정부, 자율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목적으로 연방대통령의 인준절차를 거쳐 개정된
도로교통법 발효 [2018.06]
[프랑스]
- 프랑스 환경부 및 교통부는 새로운 교통수단 보급 및 이용 장려(자율주행 셔틀 등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파이낸싱 및 프로젝트 입찰에 5억유로 지원)항목이 포함된
교통수단 기본법 공포 [2019.12]
- 프랑스는 2016년부터 한국과 공동 자율자동차 개발 연구 프로젝트인 ‘단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 진행 현황을 발표 [2019]
· (단군 프로젝트)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공동 지원을 받아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저속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혼잡주행 지원시스템(TJA)’을 개발
-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Strategic Orientations for Public Action’을 통해
자율자동차에 대한 국가 차원 전략 방향 제시 [2018.5]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3월에 ‘빌라니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 15억 유로의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자율주행을 실용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추진
- 프랑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2조원 지원 계획 [2018.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는 “TR68”을 통해 자율자동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Technical Reference 제공
[2019]
· (Reference 분야) △Basic behavior △Vehicular data types and formats △Cybersecurity
principles and assessment framework △Safety
- 싱가포르 정부와 미래경제위원회(CFE, Committee on Future Economies)에서 자율주행 산업 관련
4개 분야 비전 제시 및 모빌리티 혁신 프로젝트 추진
· (비전) △계획형 모빌리티 서비스(Fixed & Scheduled Service)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Point-to-point Mobility-on-demand) △화물 운송(Freight) △유틸리티(Utility)
· (프로젝트)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확립 △자율자동차 제도 및 규범 연구 △도시 교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온디맨드 차량 서비스 개발 △대중교통 페이먼트 서비스 구축
- 2022년부터 국가 내 풍골, 텐가, 주롱 혁신지구 등 3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용
발표
· 2018년 11월부터 국립대학 켄트 리지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 운영 중
- 민관 협동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도로교통위원회(CARTS, Committee on Autonomous Road
Transport for Singapore)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관련 업무 총괄 권한 부여
· GEAR 2030에서는 자율자동차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및 Value Chain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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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중국

- 자율주행 등급에 대한 표준서 ‘Taxonomy of Driving Automation for Vehicles’ 2021년 1월 발행
[2021.1]
- 당국은 '25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반자율자동차 비중을 15%로 '30년까지
완전자율자동차 비중을 10%로 확대할 계획 [2020.03]
-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스마트카 혁신 및 개발 전략’ 수정 최종안 발표 [2020.2]
· 2025년까지 조건부 자율자동차의 규모화 생산, 고도 자율자동차의 특정 환경에서 상용화 비전
목표, 2035년부터 2050년은 중국표준 지능형 차량체계 완전 구축으로 목표 수정 발표
· 2018년 1월에 발표한 ‘스마트카 혁신 및 개발 전략’ 초안 목표에서 하향 조정
(기존) 1단계_2020년 말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에 자율주행 기능 탑재 목표
(변경) 1단계_2025년까지 ‘조건부’ 자율자동차 양산 시설 및 제품 관리, 보안 시스템 구성
(기존) 2단계_2035년까지 중국의 표준 스마트카 시스템 완성 목표
(변경) 2단계_2035∼2050년 사이에 중국의 표준 스마트카 시스템 완성 목표
- China-NCAP에서 발표한 기술 Roadmap에서는 2022년까지 레벨3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진행하여 2023년 평가항목에 추가, 2024년까지 레벨4 차량에 대해
테스트하여 2024년 및 2025년에 평가항목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2019]
- 중국 정부에서는 5G 통신, 지능형 인식 및 차량 기반 시설협력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자율자동차 시험장을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창 등 4곳에 마련 [2019.5]
- 중국자동차표준기술위에서 중국 지능형-커넥티드카 자율주행기능 시험절차 공포 [2018.8]
- 중국 정부는 ‘지능형 차량 인터넷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발표 [2018.4]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테스트 적극 지원,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들로만 운행하는 도시 건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통해 지원
- MIIT, CATARC, 충칭 자치시에서 구축한 i-VISTA 테스트 구역은 커넥티드 차량, 5G 기술 이용한
자율주행 등 다양한 테스트 가능, 지능형 차량 테스트 평가 시스템 구축하여 출시된 차량에
대해 평가 진행, 더불어 2018년부터 매년 OEM 대상 ‘자율주행 challenge round’ 주최
- 2030년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카 산업체인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고도의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25년까지 신차 판매, 반자율자동차 비중 15%, 2030년까지 완전자율자동차 비중 10% 확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공동으로 ‘스마트카 혁신·개발
전략’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스마트카 발전목표 및 주요임무를 확립
- 2025년까지 차이나 스탠더드 스마트카의 양산 및 ‘고도 자율주행’ 스마트카의 특정 환경에서의
시장화 응용을 실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을 통해 2020년까지 저·중
레벨의 스마트자동차 양산, 중·고급 레벨의 스마트 자동차 시장화 응용 실현, 2035년까지
중국표준의 스마트자동차 브랜드 형성 목표 발표 [2018.1]
- 중국 레벨4급 이상의 자율주행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위 및 정밀지도,
사이버보안,통신,인공지능,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뿐만 아니라 차량과 도로를 통한
교통인프라와의 융합, 관련 도로교통법규의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되어야 자율주행차의 도입기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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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76.8%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v.4 자율주행으로 정해진 구간을 저속으로
주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험사업이 대구, 세종 지자체별로 진행 중이며,
이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원격제어 기술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 BRT 내부순환노선 22.9㎞와 정부세종청사(1~4생활권)를 중심으로 25㎢ 범위에서 '수요
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운영 및 관제를
위한 모빌리티 솔루션도 개발됨
- 언맨드솔루션
· 자율주행 셔틀 위더스 개발, GPS, LiDAR 및 Camera 센서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SW(uDrive)와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uConnect)를 통해 셔틀과 경비로봇의 다양한 활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밸류체인 개발
- ETRI
· 언맨드솔루션 전기차에 AI적용, 사각지대 등의 정보를 원격으로 전송해 주는 데이터 분배 인프라
기술 등 ICT기술 융합하여 자율주행 내부순환셔틀 오토비(AutoVe)를 개발하여 상시 운행 중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안전하고 유효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방대한
양의 자율주행 S/W 훈련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 중. 최근까지 특정환경에서 제한적인 상황의 주행 데이터를 적용했으나 복잡한
주행환경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차종에 구분 없이 자율주행 S/W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셋 개발에 집중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K-동맹 결성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개발, 표준 제정 및
보급 확산 지원
- 지자체
· 경기도 :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준을
통한 상호운용성 검증 협력 추진
· 세종시 :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해 표준화된 자율주행차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개방하고 관련 기업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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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과기원
· 한국형 자율주행 데이터 셋 개발. 우리나라 도로상황이나 경찰, 교통안전 요원 수시신호 이미지
데이터셋 구축(30만장, 4K이상 고화질, 1550시간, 100TB). 한국 시장에 특화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
- 인피닉
· 기상상황과 도로 번잡도 등 다양한 주변환경과 이동객체, 보행자, 표지판, 구조물 등 여러
설정을 규정하여 고객사 요구 조건에 맞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생성, 제공
- 현대자동차
· 표준화가 요구되는 데이터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 실증단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
· NIA와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력(MoU)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에 요구되는
도로, 차선, 횡단보도 인지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개발. 이와 동시에 현대차
그룹은 미국 앱티브社자와 합작으로 자율주행 데이터셋 ‘누플랜’을 공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약 5억 개의 이미지와 1억 개에 달하는 라이다 스캔 데이터를 포함.
- 네이버
· 자율주행 연구에 활용가능한 고정밀 지도와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을 네이버랩스 오픈
데이터셋을 통해 공개
- 테스트웍스
· 자율주행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솔루션 ‘블랙올리브’를 개발하여 자율
주행 S/W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요구되는 데이터 라벨링, 비식별화, 보정 및 검수 관리 등
데이터 전처리 솔루션 공개
- 스프링클라우드
· 센서와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라우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율주행차량의 상이한 시스템과 각기 성격이 다른 자율주행차량 데이터를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글로벌
플랫폼/ICT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 및 기술 선점으로 위해 상호 협력 및 경쟁 중이고, 특히
자율주행 안전성에 필수적인 주행거리 및 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
- 현대자동차그룹
· 다양한 파트너사가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오픈
플랫폼 ‘현대 디벨로퍼스’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API 형태로 가공하여 파트너사에게 제공
- 네이버
· 네이버랩스는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오픈테이터세트를 공개하여 자체 제작한 HD맵과 실내외
측위 데이터세트를 제공, 도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AR/XR 서비스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ETRI
·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운전석이 없는 형태의 차량인 무인자율주행차량
32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오토비'(AutoVe)를 개발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득하여, 원내 셔틀버스로 시범 운행 중이고,
오토비 개발을 위해 구축한 국내 도로 교통환경데이터 10만Km와 1,400만 장의 학습용 데이터
200TB를 관련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유 추진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차량 내・외부 응용 및 서비스 연동 기술은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로
국내 관련 기업들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PoC 레벨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CES 전시회에서
시연함. 또한 주요 차량 제조사에서는 자사의 일부 차량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공유 플랫폼 출시
- 현대차그룹
· 2021년 3월 드라이브 스루 전용 매장이 아니더라도 커넥티드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도착 시간에 맞추어 상품을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추진
- 제네시스
· 2020년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운행·제원정보,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으로 가공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인 차량 데이터 플랫폼 '제네시스 디벨로퍼스' 출시
- 현대·기아차
· 자율주행과 차량을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지능형 원격지원 서비스, 집과 연결시키는 스마트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개발
진행 중
· 2019년 유럽 최대 통신사 보다폰과 손잡고 유럽 시장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시작.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주차장 위치 등 지역 정보 서비스, 차량 도난 알림,
차량 위치 및 상태 확인 등임
- 아이나비
· 2018년 LG유플러스 NB-IoT 통신망을 활용해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블랙박스
정보, 주차 위치, 차량 연비, 배터리 상태, 주차 중 발생되는 충격 알림 및 이미지 전송 기능
등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아이나비 커넥티드 출시
- ETRI
·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표준 지원 서버를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웹소켓 기반 기능에 RESTFul 인터페이스 추가 개발 중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선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도로구조, 표시
및 주변 시설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들이 제안 및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각사의 포맷 및 국지적 표준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중. 일부 유관기관 및 업체에서 자체 데이터
모델 및 포맷을 기반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 대해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 중
- 국토지리정보원
· 자율주행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밀 도로지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주요지역 등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구축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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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기 구축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작업도 추진 중
- 한국국토정보공사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에 대해 도로에 대한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자율주행차량 관제 등에서 활용하고자 추진 중
- 한국도로공사
·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모델 등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책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구축 및 갱신을 위한 효율적 도로변화 탐지기술도 개발한 바 있음
- 현대오토에버
· 자체 데이터 규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100,000km 이상의 국내도로에 대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활용 중
- 맵퍼스
·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밀 도로지도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작할 수 있는 지도구축기술을 개발 및 적용 중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량 정보, 상태, 도로 주행환경 및 주변 상황
정보의 전달 및 공유에 대한 개념이 LDM(Local Dynamic Map)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개발과 적용 시도가 진행 중
- 현대자동차
· 차량과 관련된 자체 H/W 및 S/W 플랫폼을 바탕으로 외부 인프라 정보 등을 수신 및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차량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및 적용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량의 정보교환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자율주행차의 센싱, 인지 및 주행 관련 정보를 외부 인프라와 교환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량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실증 차량을 통해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언맨드솔루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력적 연구개발을 포함하여, 인프라의 데이터 교환을 포함한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
· 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C-ITS 사업 등을 통해 차량의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고, 외부 인프라 정보를 차량으로 전달하여 차량의 주행 및 제어를 돕기 위한
연구개발들을 수행해오고 있음. 일부는 대전-세종 도로에서 실종된 바 있음
- 한국도로공사
· 도로 주변의 인프라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날씨, 사고 및 인프라에 대한 정보 등을
전달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에 대한
일부 정보를 국내 단체 표준화 추진한 바 있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판교제로시티의 실증을 통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차량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구현하여
지속적인 시험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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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즈원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등과 함께, LDM의 기본개념을 구현하고, SAE J2735 등과 같은 관련
표준 등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있는 차량 정보 및 주변환경정보의 교환을 추구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엔제로
· 서울 상암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통해 ADAS 정보를 포함한 차량관련 데이터를
센터에서 수집, 활용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 연구개발 및 적용을 통해
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기타
· 그 외, 자스텍엠, 인포뱅크 등과 같은 다수의 국내 기관 및 업체에서 많은 종류의 차량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로 전달, 교환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성균관대 사물인터넷 연구실은 IPWAVE의
Problem Statement와 유즈케이스 표준안을 주도
- 성균관대
· IPWAVE 차량 네트워킹을 위해 IPv6 기반의 차량 이동 탐색(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ND)과 차량 이동성 관리(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MM) 표준안 개발
· VND를 기반으로 안전 운행을 위한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Context-Aware Navigator
Protocol, CNP) 표준안 개발
· 차량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SUMO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OMNeT++를 가지고
본 표준안을 구현 및 테스트 완료
· 리눅스 노트북에 IEEE 802.11-OCB 인터페이스를 설치하여 IPWAVE 기반 비디오 전송
테스트를 완료
· 2020년부터 AION Robotics R1 로봇카를 통해 IPWAVE IPv6 통신과 CNP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5G C-V2X 기술 표준) 3GPP V2X 표준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차량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연 및 협업이 활발히 진행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통신 기술로 Rel.15에서 표준
완료된 5G NR V2N 기술과 LTE-V2X 기술을 융합 또는 복합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2020년 6월 표준 완료된 5G NR-V2X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의 등장이 2020년 11월경부터 시
작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칩셋의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
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TTA
· OmniAir C-V2X 인증 자격 획득 [2021.06]
- 에티포스
· 세계 최초 S/W 기반 5G NR-V2X 모뎀 솔루션 공개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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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자율주행버스 국내 최초 운행 허가 취득 [2018.01]
· 퀄컴, 이씨스와 LTE-V2X 기반 V2V 및 5G NR 네트워크 기반 V2N2V 결합 서비스 시연
[2019.06]
· 현대모비스와 5G NR V2N 통신 기반 자율 협력 주행 시연 [2019.10]
- SKT
·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5G NR V2N 기반 자율주행버스 시연 [2019.06]
· 삼성전자와 28㎓ 대역 5G 커넥티드카를 위한 고속(170km/h) 주행 환경에서 초고속 통
신(3.6Gbps) 시연 [2017.02]
· 5G NR V2N 기술 기반 “급제동 안내” 및 “응급 차량 안내 서비스” 서비스 제공[2018.02]
· 5G NR 통신망 기반 서울 시내 대중교통 V2X 실증 사업 수행[2019 ~ 2021.06]
- LG U+
· 5G NR V2N과 LTE-V2X를 사용한 level 4 자율주행 시연 [2019.20]
· 5G NR V2N 기술 사용한 일반도로 자율주행 시연 [2019.10]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AUTOSAR Adaptive platform
표준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에는 Adaptive Platform 관련 기술개발이 일부 중
소기업이 수출용으로 진행 중
- 팝콘사
·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으로 AUTOSAR 공식 개발 파트너로 등록하고 Adaptive AUTOSAR
개발툴에 대한 상품화하여 덴소에 납품
- 현대오트론
· AUTOSAR Classic Platform인 ODIN(Autosar Developers Innovation Network)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부품의 양산제품을 적용하고 기술보급 확산 노력 중이며 AUTOSAR
Adaptive Platform에 대해서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자체 개발을
진행 중
- 현대오트론
· 현대오트론 저작도구는 AUTOSAR개발 도구에 대한 공통된 기본 기능을 구현한 소스코
드로 AUTOSAR 회원사에만 제공되고 있는 Artop(AUTOSAR Tool Platform)기능을 일
부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LG전자
· 기존 AUTOSAR 표준 규격은 물론, 주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자율자동차와 커넥티드카에
적용되는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AUTOSAR Adaptive’ 공동 개발 참여
- 인포뱅크
· AUTOSAR 기반의 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 차량 무게 감소 및 유기적
동작이 가능하도록 EPS(Electric Power Steering), ASB(Active Seat Belt),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를 하나의 ECU로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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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비콘, AP와 같은 추가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실내 측위가 가능한 기술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머신러닝 등 AI나 4G/5G
기지국 신호를 결합하여 기존 측위 정밀도를 개선하는 연구 또한 늘어나는 경향임. 특히
자율주행·MEC와 같이 5G 솔루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실내외 AR 내비게이션 기술 연구 또한 시도되고 있으나 실내외 연속측위 개념 접근보다는 각
영역별 사용할 수 있는 센서중심의 측위기술이 개발 경향이 강함
- 고려대
· 스마트폰 IMU의 자기장 측정 기능을 활용. 실내에서의 지구 자기장 분포 패턴을 딥러닝
기술(딥러닝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등)으로 대상의 실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 개발 중. 별도의 전력 공급이나 추가적인 통신장치 없이 측위 정밀성과
경제성 확보 목표
- 카카오 모빌리티
· 기존 핑거프린팅 기술을 개선한 LTE 신호 기반의 실내외 측위 기술 ‘FIN’을 개발. 터널 등 실내
LTE 신호의 세기를 위치별로 미리 측정·저장한 후, 해당 지형 지문과 실제 대상의 위치에서
여러 차례 수신한 신호 세기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측위하는 기술 개발 중
- 네이버랩스
· 한 장의 사진으로 정밀 측위가 가능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VL, Visual Localization)’
기술의 상용화 추진. 3차원 실내지도 제작 로봇(M1X)이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GPS 지원 불가한 실내에서도 대상의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 중
- 네이버랩스-서울시 ‘A City’
· 자동차 도로뿐 아니라 인도·실내까지 도심 속 전방위적인 3차원(3D) 지도를 생성하는 측위·
매핑기술 연구 중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계(로봇)들이 도심 각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고
해당 로봇 및 AI가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
- 디바오
· AI 및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측위를 지원하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기술 개발중으로 매장 입/퇴점 등의 현장 변경사항 발생 시, 실내지도 데이터의 손쉬운
편집·관리를 가능케 하는 관련 플랫폼 또한 구현
- 아센코리아
·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실내항법/저가형 GNSS 통합 단말기 개발 시도 중으로 실내 측위를
위한 보행항법(MEMS Sensor) 및 전파항법(DAP 연동)이 적용된 모듈과 실외 측위향
Multi-GNSS 모듈을 개발하여 하나의 단말기 안에 해당 모듈 탑재 시도 (2018년)
- 자스텍엠
· 다양한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통신음영지역 및 GNSS 위치 왜곡 현상 대응과 함께 위치고정시간(Time
To First Fix)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자동차-IoT 디바이스에 적용·북미시장 수출하였으며,
Camera, Lidar 등을 활용한 ISO 6029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표준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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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내는 LG전자, 이노시뮬레이션, 모라이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LG전자
· LG Autonomous Driving Simulator는 “SVL Simulator”라는 제품명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고해상도 3D 환경을 제공하는 Unity사의 High-Definition Render Pipeline
(HDRP)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Apollo, Autoware, ROS/ROS2와 같은 차량 시뮬레이션용
오픈소스 플랫폼과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여 자율 주행 차량 개발자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빌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노시뮬레이션
· 6축 Dome 형태의 Driving Simulator, 운전석 형태의 Trinining Simultor를 포함하여
“GD Studio”라는 이름의 제품을 판매 중. 콘텐츠(Visual Database, 사운드 파일)를 통해
도로 정보 및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운전자가 주행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편집
도구와 같이 제공하여 운전자가 가상의 주행환경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 MORAI
· MORAI SIM은 주행시험장에서부터 복잡한 도시 교차로 등의 가상 도로 환경을 구현하고
변경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발 의도대로
작동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현실적인 차량
및 센서 모델, HD지도 데이터에서 생성된 디지털 트윈지도, 사실적인 주변 차량 동작,
합성 데이터 세트 생성, 광범위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UDP, CAN, ROS, LCM, 직렬)을
지원하여 AV 소프트웨어 스택과 통합이 가능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량 간 통신 보안요구사항은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차량과 인프라 및 보행자 등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및 차량 네트워크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모듈 요구사항 등의 표준은 개발 중
- 현대자동차, 고려대, ETRI 등
· 5G 인프라를 이용한 차량통신 환경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어 안전한 자율 주행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학·연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
- ETRI
·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다양한 센서들의 활용으로 인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용 이더넷의 활용성 증가. 이러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다양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특히 증가하는 차내망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용 이더넷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량 이더넷
보안 연구가 진행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내망 보안 기술은 자동차 해킹 연구를 통해
취약성을 증명하고 위협을 보호할 수 있는 설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ECU간
보안전송 기술 및 CAN, CAN FD, LIN, MOST, FlexRay, Automotive Ethernet 등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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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위협 식별을 위한 연구와 기술 등이 개발 중. 커텍티드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탐지한 뒤 차단 및 대응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가. CAN
등 bus 형 네트워크의 구조상 한계로 인해 공격의 실시간성 차단이 어려웠던 한계를 차량
이더넷(automotive ethernet) 기반 스위치 또는 포트별 접근제어/차단 기능이 지원되는 차량 내
스위치를 이용하여 차단하고, 공격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기술이 개발 중. 더불어 차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을 V2I 와 연계하여 대응하는 유즈케이스를 개발하는 표준이 진행 중
- ETRI
· 차량 이더넷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분석 및 보안 통신, 접근제어 등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한국정보인증, 펜타시큐리티
· 한국정보인증은 차량 PKI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펜타시큐리티는 PKI 기술개발과 함께 차량
통신 방화벽과 차량 내부용 키관리 솔루션을 구현하여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페스카로에서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도입한 ECU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가 추진 중
- 고려대
· CAN 트래픽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침입탐지 분야 연구 진행 중. 실제 차량 주행
및 공격 데이터 보유를 통하여 자동차 위협 식별 및 대응 기술 연구와 차량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안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현대자동차, 고려대, ETRI
·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인접한 V2I와 연계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격을 차단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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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v.4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프랑스 Navya,
Easymile, 미국 Local Motors 등과 같은 기업에서 제조한 차량과 자율 이동 솔루션 개발 업체와
협력하여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진행 중
- Mobileye, Transdev ATS, Lohr Group(미국)
· Mobileye는 트랜스데브 그룹의 자율 이동 솔루션 부문인 트랜스데브 자율교통시스템(ATS)
및 모빌리티 솔루션 제조업체인 로어 그룹과 자율 주행 셔틀 개발 및 구축 진행. 2022년까지
생산을 위한 기술 설계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시험 주행할 예정임. 이들 업체는 2023년까지 자율주행 i-크리스탈 셔틀을 대중교통망에
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eep, Local Motors(미국)
· 미국의 다인승 전기 이동 솔루션 제공업체인 Beep가 자율주행차량 설계 및 제조업체인 Local
Motors와 손잡고 미국 워싱턴 D.C, 마이애미, LA 등 여러 지역에서 시연 프로그램을 가동 중
- DeNA
· EasyMile사와 공동으로 Robot Shuttle을 개발하여 도심로, 공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시범운행
중. 고령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됨에 착안하여,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된 복합단지
주변에서 버스를 운영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서비스가 운용되는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SW의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끊임없이 트랙 레코더를 수집 중

<최근 국외 업계의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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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o
· 자율주행 연구데이터 ‘Waymo 오픈 데이터셋’ 무상 공개(‘19년) 비상업적 용도로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에게 공개. 다양한 도로와 주행환경에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셋으로 구성
- Ford
· 라이다 및 카메라 센서 데이터, 다중 차량 데이터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데이터셋 공개(‘20.5).
계절변화와 다양한 주행환경에서의 시니라오별 AI 학습에 활용 가능하며, 서로 다른 차종에서
취득한 센서정보를 통합하여 다중 차량통신, 측위 인식 및 경로설정 데이터를 지원
- LeddarTech
· 다양한 차종의 라이다 센서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공개. 이종 차량에 장착된 포괄적 센저 제품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비롯, 다양한 환경, 날씨, 시간대 정보를 포함한 오픈소스 API 및 데이터셋 뷰어 제공
- 텐센트 바이두 BMW 등 글로벌 IT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정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호환성 안정성 제고 추진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및 글로벌
플랫폼/ICT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장 및 기술 선점으로 위해 상호 협력 및 경쟁 중이고, 특히
자율주행 안전성에 필수적인 주행거리 및 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
- Google Waymo
·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 Waymo는 2010년대
초부터 실제 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 2021년 현재 실제 도로에서
2,000만 마일(3200만㎞) 이상 자율주행하였고, 15조 마일 이상의 시뮬레이션 주행 데이터도 축적
- Tesla
· 다른 자율주행 업체와는 달리, Tesla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카메라로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행하며, 전세계 100만명 이상의 Tesla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활용할 때 축적한 마일리지 데이터는 50억 마일을 초과
- Baidu
· 아폴로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택시 뿐 아니라, 미니버스, 셔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구현할 뿐 아니라, 누적거리 1천만km 이상의 누적 마일리지를
축적함에 따라, 베이징 등에서는 실제로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5G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원격 조종도 가능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Volkswagen과 Jaguar Land Rover 중심으로 차량과 연계한 외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량 탑재 서버 표준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Volvo, Bosch
등 참여기업 확대 중.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차량 정보 모니터링과 차량 정보 분석 분야 등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개발 진행 중
- Volkswagen
· 커넥티드카의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VIWI(Volkswagen Infotainment Web Interfa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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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발하여 실제 제품에 탑재하여 제품 레벨의 PoC 진행 중이며, 본 기술을 W3C
Automotive WG을 통해서 표준화 추진 중
- LAND ROVER
·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 Volvo
· W3C Automotive WG을 중심으로 Volkswagen과 협력하여 차기 표준 기술 개발 및 이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을 진행 중
- Bosch
· 2019년 말에 W3C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의 기능을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하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 중. 본 프로젝트는 개발언어로 C++을 사용하며
깃허브에 구현물을 공개함
- GENIVI
· W3C Automotive WG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차량에 대한 데이터 모델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에 대한 지속 개발 중
- INRIX
· 3억대 이상으로부터 차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정부, 관련 기업, 에이전트 기업들에 제공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주요 지도기반 서비스 및 내비게이션 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 및 지도 구축이 진행 중
- Google(미국)
· 자율자동차 운행 등을 통해 정밀지도를 검증하고 이와 함께 정밀지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Apple(미국)
· 디지털 매핑을 주로 하는 Broad Map 등을 비롯한 지도 및 측위 관련 회사들을 다수 인수하여
정밀지도구축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 확보 중
- HERE(네덜란드)
· Audi, Daimler, BMW는 고정밀지도 구축을 위해 노키아의 Here를 공동 인수하여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일부 지도를 제공 중
- TOMTOM(네덜란드)
· 차선수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더불어, 이를 자율주행 및 협력주행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
- Mitsubishi, Zenrin, Toyota 등 15개 회사(일본)
· 공동 출자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DMP(Dynamic Map Planning) 법인 설립하여
연구개발 및 구축을 추진 중
- 텐센트(중국)
· 지도업체 NavInfo를 인수하여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지도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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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차량 및 관련 기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관 및 기업들에 의해 차량 정보 및 주변 상황정보 등을 획득, 공유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이해관계자와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관련 정보의 가치, 중요성 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연구개발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공공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및 실증이 아닌이상, 차량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의 중요성 및 특징,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인해 전달 및 공유되는 범위가 알려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Tesla(미국)
· 차량제어 SW를 포함하여, 차량에서 획득되는 영상 및 차량제어 관련 정보들의 외부로
전달되어 수집,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는 알려진 바가
없음
- Google(미국)
· Waymo 자율주행차량의 밀도 있고 지속적인 실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집 및 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범위
및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음
- Apple(미국)
· Google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시험하고 있으나, Tesla, Google 등과 같은
경쟁업체에 비해 그 단계가 초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외부와 교환하는 동적 혹은 준동적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음
- 기타(유럽 등)
· Ford, Volkswagen 등을 포함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뿐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원격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H/W 및 S/W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차량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 및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명세는 알려져 있지 못함. 차량 주변의 인프라와 관련된
한 사례로는, 미국 교통부에서는 다양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DSRC 등과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여
신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범 및 실증 등이 참고될 수 있음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CEA는 프랑스의 에너지 및 ICT 리서치 기관으로서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의 IPv6 over 802.11-OCB 표준인 RFC8691의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Linux 기반으로 구현 및 실차 테스트를 완료. 차량 3대에 구현물을 탑재하여 성능 테스트를
수행. 향후 보다 많은 차량들을 통해 IPv6 over 802.11-OCB 프로토콜을 차량 대 차량 통신(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실험을 진행할 예정. Universidad de Chile의 NIC Chile Research
Labs은 차량 네트워크를 위한 IPv6 Neighbor Discovery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함
- CEA
· 전기차 기반 IPWAVE의 IPv6 over 802.11-OCB 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IPv6 기반 V2V와
V2I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였음
- CEA
· IPv6 over 802.11-OCB를 통해 차량과 교통신호시스템 제어부가 통신하여 차량이 교차로에
지나갈 때 신호등이 녹색불이 바뀌어 효과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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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 Chile Research Labs
· IPv6 over 802.11-OCB를 지원하기 위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ND)를 시뮬레이터인
SUMO와 OMNeT++ 상에서 구현하여 기존의 IPv6 Neighbor Discovery와의 성능평가를
수행함.
¡ (5G C-V2X 기술 표준) 북미, 유럽, 중국 등에서 빠르게 C-V2X 기반 상용 서비스를 추진 중.
3GPP Rel-14/15 기반 단말이 이미 출시되었으며, 보다 최신 버전 표준에 상응하는 상용 단말
및 인프라의 구축과 상용 서비스의 구현이 추진 중. 기존 2023년 상용화 계획 대비 2년 빠르게
2021년 상용화 진행 중. 또한, 5G 상용망을 응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중.
차량 간 직접통신 기술과의 조합 및 인프라-차량 간 통신 기술과의 조합을 통하여 스마트
카 구현을 추진 중
- Audi, Blue birds
· 애틀란타주 스쿨버스/스쿨존 안전서비스 용도로 LTE-V2X기반 상용 서비스 개시(21년 5월)
- Audi, Qualcomm, 버지니아주 교통국
· 북부 버지니아 도로에 V2X 구축
- 하와이주 교통국, 퀄컴, Applied Information
· 하와이주 Nimitz 고속도로에 V2X 구축
- Ford
· 2022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형차 모델에 LTE-V2X 기반 V2X 탑재 계획을 발표
- Google
· TaaS (Transportation as a Servic) 3.0 계획 발표 [2020]
- 기타
· 5GAA 다른 제조사 차량 간 C-V2X 통신 성공 [2018]
- NTT Docomo
· MWC에서 저속 자율주행 카트 시연 [2018]
- Google
· Radar 이용 자율주행차 시연 [2015]
·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 시작 [2020]
- Huawei
· 레이더 활용 자율주행차량 구상 공개 [2019]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자율자동차에 적용되는 차세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AUTOSAR Adaptive platform 표준기술은 자율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 플랫폼기술 빅뱅이 일어나고 있으며, Volkswagen, Toyota, GM 등의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OEM)은 플랫폼 조기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
- AUTOSAR 컨소시엄
· 2017년 3월에 배포된 AUTOSAR Adaptive 플랫폼은 시스템 시작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서비스 지향 통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간 메시지 공유,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류 메시지를 읽고 처리하여 반응 기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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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SAR 컨소시엄
· AUTOSAR 국제사실표준화기구의 가입 조건에는 회원 상호 간에 AUTOSAR 관련 특허
분쟁을 불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음
- WindRiver
· 국방 및 항공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으로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을 보유하고 있는
WindRiver는 현대오트론과 AUTOSAR기반의 자율자동차용 안전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
- APTJ
· AUTOSAR기반 플랫폼 개발 기업인 APTJ는 ADAS와 자율주행 기술 구현 시, 원활한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위해 AUTOSAR와 가상화 기술을 융합한 차량SW 플랫폼 개발 중
- DENSO
· AUTOSAR표준이 Infotainment, Connectivity 분야에서 현저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
특히 Safety(ISO26262)와 Cyber security(CSM/SHE) 도입에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
- ETAS
· BlackBerry QNX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및 자율자동차용 AUTOSAR Adaptive Platform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동개발 중
- Vector
· Artop을 기반으로 한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차별화 된 기능을 추가하고 있음.
- Vector,Elektrobit
· 대부분의 AUTOSAR Tool Vendor가 Adaptive Platform Tool 개발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 Adaptive Platform Tool을 공개한 기업은 독일의 Vector와 ETAS, 핀란드의
Elektrobit, 프랑스의 Dassalult Systems 그리고 국내는 한국의 팝콘사가 유일함
- BOSCH

·AUTOSAR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과 첨단 기능의 탑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복잡도
역시 증가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시스템 아키텍처로 AUTOSAR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 적용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실내외 연속측위 기술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기술 검증은 하고 있으나
기술 관련한 표준 또는 상용화 단계까지는 미도달. 실내 측위 기술 관련 개발은 가용 센서
및 인프라 정보를 토대로 실내 측위 정확도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실외 측위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 방식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함
- HERE
· 스마트폰 기반으로 실내 연속측위 기술 구현을 목표로 맵데이터 구축 및 패턴 및 트렌드
분석으로 확장 중임
- Proximi
· 모바일앱 기반 실내 측위 기술 상용화. SDK를 공유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실내 측위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
- IEEE
· 3d point cloud-based 기반으로 로봇의 실내 측위가 가능하도록 시각 데이터 및 와이파이
신호정보로 Six degree of freedom을 측정하는 방식 기술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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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wd connected
· fingerprinting 또는 상시적인 Calibration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머신 러닝 기술 기반으로
Indoor positioning 기술 개발 중
- SAE
· 자동차 산업에 Decimeter 단위의 정밀 측위가 가능한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를 실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존 V2X 표준 개정 진행 중.
- 美 플로리다주 Embry-Riddle 항공대
· 네트워크 불가·사이버 공격·악천후 등 외부 요소에 취약한 기존 GPS Dead Reckoning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지자기 기반의 Dead Reckoning 기술 연구 진행중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유럽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개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PEGASUS”,
“ADAPTIVE”, “HEADSTART” 등과 같은 자율주행 개발 유럽공동 프로젝트에서 시뮬레이션
검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IPG
· CarMaker 라는 제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실무에 활용하고 있음.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챌린지에서 참가 대학팀에게 가상환경 자율주행 예선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로 제공
- Siemens
· PreSCAN 라는 제품으로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실무에 활용하고 있음. EuroNCAP ADAS
기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서 모델링 및 인지성능 평가용으로 활용
- Ansys
· 자동차의 기구, 구조, 열 해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해 VRXPERIENCE Driving Simulator, VRXPERIENCE Headlamp,
VRXPERIENCE Sensors 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미국 도로교통국(NHTSA)에서는 자율자동차
등을 개발 중인 자동차 회사들이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며, 자동차 해킹 가능
여부를 자율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하는 등 자율자동차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 Escrypt
· 차량용 이더넷 기반의 다중 네트워크상에서의 접근제어 기술에 대한 구조 및 요구사항
도출 등의 연구가 진행 중
¡ (커넥티드 차량 침입방지시스템 방법 표준) 차량보안업체 등에서는 차내망인 CAN환경에서 의
침입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차량용 이더넷 보안 솔루션 개발 추진 중. 차량보안업체에서
기개발된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에 차단 및 패치 기능을 고도화 하여 대응하거나, 네트워크
장비회사들에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Escrypt, Redbend
· 차량 ECU

업데이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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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rypt, Trialog
· 차량 통신 보안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PRESERVE 프로젝트를 통하여 선행 연구
결과물을 통합/보완하고, 시스템 확장성 강화 및 개발 비용 절감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음.
- Escrypt
· 공격 탐지 후 해당 공격과 관련된 취약점을 패치하여 제공하는 IDPS 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
- Panasonic
· 일본 OEM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량용 IDPS 개발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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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스마트모빌리티 분과 표준화 항목 중 5개 표준화 항목(1.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2.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3.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4.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5.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을 선정하여 특허분석을 진행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분석에서는 Keywert 특허분석 DB를 활용하여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
총 5개국에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출하되,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하여
2001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출원되어 공개·등록된 특허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특허데이터 추출 결과 총 3,242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0년~2021년도에 출원된 특허들은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함
< 스마트보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DB

분석구간

검색범위

keywert

2001. 01..～ 2021. 06..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분석 대상 기술에 포함된 표준화항목별 핵심키워드를 담당 분과
위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특허 검색식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함
< 스마트보빌리티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커넥티드카 OR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LSAD, 저속주행,
저속 자율주행,
원격지원, 모니터링,
관제, 정해진 구간,
셔틀

"커넥티드 자동차"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connect) A/1 (driving* OR vehicle* OR car)))
AND (저속 OR LSAD OR "low speed" OR 셔틀 OR shuttle OR
원격지원 OR 원격제어 OR 관제 OR ((원격 OR remote) A/1 (지원
OR 제어 OR control)))

이종 차량간

이종 차량, 타 차량,

1.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자율주행

인프라, 차량 제조사,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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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데이터

데이터
상호호환성

차종, 데이터 교환,

OR data) A/1 (상호호환 OR 상호운용 OR compatible OR

V2V, V2I,

compatibility OR interoperability OR 교환 OR 공유 OR shar* OR

수집데이터, 데이터

표준 OR standard OR 오픈소스 OR opensource OR “open

프로파일, 가변

source”)))

데이터 포맷,
데이터셋, 학습용

2.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센서데이터,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차량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or ((데이터
data) a/1 (포멧 format 프로파일 profile 품질 quality 센서 sensor
sensing 시뮬레이션 simulation camara lidar 분석 analysis)))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주행환경,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동적(준동적) 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모델, 주변 환경,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주행 환경, 주변

a/1 System*)) and (정밀지도 “정밀 지도” 고정밀지도 “고정밀

상황, 주행 상황,

지도” “precision map” “Dynamic Map” 지도데이터 “지도 데이터”

LDM(Local Dynamic

맵데이터 “맵 데이터” “map data” “Map generation” 지도생성

Map), 인프라, 정보

“지도 생성” 지도제작 “지도 제작” “map production” 정밀도로

전달, 데이터 교환

“정밀 도로” “precision road” 도로구조 “도로 구조” 도로환경
“도로 환경” “road environment” 지리정보 Geographic 데이터
모델 인프라 RSU “road side unit” infrastructure)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센서 융합, 센서

1.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퓨전, 이종 센서,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다중 센서, 스마트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센서, 센서 데이터,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센서 인터페이스,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심리스, 연속측위,

a/1 System*)) and (seamless 심리스 씸리스 센서퓨전* or

정밅측위, 위치정보,

센서퓨젼* or 센서융합* or ((센서* or sensor*) a/2 (퓨전* or 융합*

위치인식, 정밀도,

or fusion* or 인터페이스* or interface* or 아키텍처* or

실내, 실내외, 경계,

architecture* or 플랫폼* or platform* 이종 다중)))

GNSS,
통신음영지역,

2.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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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특허 검색식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seamless 심리스 씸리스 연속 생성 제작) and
(측위 측정 지도 정밀맵 정밀지도 posining localization map) and
(실내 실외 실내외 indoor “in door” outdoor “out door”)

비주얼

3.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car" or 자율주행 or

로컬라이제이션,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or 자동) a/1 (주행*

공간 데이터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and (센서* or sensor*) and ((차선* or 차로* or lane*
or 차량* or vehic* or 장애물* or obstacle* or 자유공간* or (free
a/1 space* a/1 (검출* or 검지* or 감지* or 인식* or detect* or
sens* or recogn*))) or 측위* or 위치인식* or 위치정보 or
로컬리제* or 로칼리제* or localization* or 맵* or 지도* map*)))
and (실내 실외 실내외 indoor “in door” outdoor “out door”)
(자동차 차량 vehicle) and (스마트카 or "스마트 자동차" or "smart

커넥티드카,

car" or 자율주행 or 자동주행 or 자동운전 or 자율차량 or ((자율

커넥티드 차량, 통신,

or 자동) a/1 (주행* or 차량* or 운전*)) or ((automated* or

커넥티드카

보안, 침입, 탐지,

autonomous* or self or driverless* or manless* or unman*) a/1

침입 탐지 및

방지, 공격 위험,

(driving* or vehicle*)) or ADAS or (운전자 a/1 지원* or Advanced*

방지 시스템

식별, 차단, 안전,

a/1 Driv* a/1 Assistance* a/1 System*) 커넥티드카 "connected

표준

해킹, 위협,

car" "connected vehicle") and (보안* or 씨큐* or security* or 인증

네트워크, V2X, V2I,

or authenticat* or 프라이버시* or privacy* 해킹 hacking ((침입

통신

intrusion) a/1 (탐지 detect 차단 방지 block break)) ((사이버 cyber)
a/1 (공격 침입 arrack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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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까지 적은
양의 특허가 출원되다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출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공개 구간의 특허 출원량을 고려하면, 향후 꾸준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 발행국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1,265건(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685건(21%), 일본 535건(17%), 국제 464건(14%) 순으로 나타남
- 출원년도별 동향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및
한국의 출원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이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과 국제특허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특허 출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 꾸준한 출원양을 유지하면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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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LSAD
특허분석 항목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출원연도
시스템

센서
이종 차량간
주행환경
커넥티드카
융합기반
자율주행
동적 데이터 침입 탐지
심리스 실내외
데이터
모델 및
및 방지
연속측위
상호호환성 인코딩 표준 시스템 표준
시스템 표준

합계

2001

6

2

0

6

10

24

2002

4

1

0

9

7

21

2003

9

2

0

2

10

23

2004

8

2

0

8

9

27

2005

8

1

0

6

10

25

2006

11

2

0

9

11

33

2007

5

6

0

14

14

39

2008

4

3

0

8

16

31

2009

13

2

0

15

7

37

2010

10

3

1

16

8

38

2011

11

6

1

16

10

44

2012

10

8

4

15

21

58

2013

26

13

1

24

24

88

2014

35

13

3

54

39

144

2015

29

21

11

58

34

153

2016

59

34

9

109

67

278

2017

82

41

18

164

117

422

2018

108

62

30

258

137

595

2019

94

104

80

324

165

767

2020

66

51

23

129

76

345

2021

2

4

3

31

10

50

합계

600

381

184

1,275

802

3,242

- 특허분석 항목들에 대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해보임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전체 특허 중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이
1,275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양을 보이고 있음. 그 다음으로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기술 등의 순이며, 각각 802건, 600건,
381건, 184건의 특허가 출원됨
- 기술별로는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과 커넥티트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이 2016년부터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됨
- 타 기술들 역시 201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출원양이 증가하다가 가장 최근인 2019년도에
가장 많은 출원양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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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47

123

284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27

68

207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6

23

128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55

221

746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55

140

419

특허분석 항목

- 특허 미공개 구간을 고려하여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를 3년 단위의
3개 분석구간으로 설정하였음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은 모든 항목들이 구간별 특허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간 C(2017년~2019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한국특허(KR)

161

83

69

235

137

685

미국특허(US)

164

164

65

516

356

1,265

일본특허(JP)

138

40

16

253

88

535

유럽특허(EP)

52

41

12

121

67

293

국제특허(WO)

85

53

22

150

154

464

합계

600

381

184

1,275

802

3,242

특허분석 항목

특허발행국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에서 각 국별 가장 많은 출원양을 나타내는 항목은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기술 분야임
- 각 국별 두 번째로 특허출원양이 많은 항목은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기술 또는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기술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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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엘지전자

10

10

24

12

13

69

현대자동차

13

6

1

33

5

5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6

1

16

1

31

국방과학연구소

5

3

0

10

0

18

삼성전자

0

1

2

3

10

16

현대모비스

3

2

0

8

2

15

스프링클라우드

1

2

7

1

0

11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0

5

2

2

0

9

BAIDU

2

1

1

4

0

8

한국과학기술원

0

1

0

4

2

7

합계

41

37

38

93

33

242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에서 특허 출원한 주요 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기으로는 BAIDU가 한국에서 특허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 특허 출원인으로는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기술은 국내 대기업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및 대학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하고
있음
- 엘지전자에서는 모든 항목에 고른 특허출원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주로 동적
데이터 모델과 LSAD(원격지원) 기술 분야에 많은 특허출원을 보였음
- 대학으로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상위 다출원인에 랭크되어 있음
- 그 외에 인포뱅크, 만도, 현대엠엔소프트, 에스더블유엠, 네이버 등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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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합계

BAIDU

12

40

7

62

11

132

TOYOTA MOTOR

18

10

0

33

15

76

Zoox

3

8

2

51

1

65

CAVH

2

1

5

29

25

62

삼성전자

0

1

3

6

51

61

DENSO

12

2

2

38

4

58

엘지전자

5

6

22

6

16

55

현대자동차

6

0

0

49

0

55

HERE Global

0

1

0

43

3

47

WAYMO

1

11

4

21

5

42

합계

59

80

45

338

131

653

특허분석 항목

출원인

- 특허 발행국 중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은 BAIDU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OYOTA MOTOR, Zoox, CAVH 등의 순으로
나타남
- BAIDU의 경우 동적 데이터 모델 관련 기술과 센서융합(측위) 관련 기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TOYOTA MOTOR의 경우, 동적 데이터 모델, LSAD(원격지원), 커넥티드카 침입탐지
기술에 많은 양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기업 삼성전자, 엘지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도 특허를 많이 출원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권리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중 ‘LSAD 시스템’을 비롯한 5개 항목 기술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BAIDU, TOYOTA MOTOR 등 국외 기업들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자율주행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공통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해당 데이터가 이종 차량 간
공유되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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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76.9%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C22 SC31

(WG9-Sensor data interface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중

TC204

(WG3-ITS database technology) 자율주행시스템 및 C-ITS를 위한 지도기반
차량위치참조, 정적지도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 중. 특히, ISO TC211과 JWG
생성하고 GDF의 차기 버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WG14-Vehicle/roadway warning and control systems) 자동차의 능동
안전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적극 추진 중(LSAD,
MCS, AVPS 표준화 진행 중)
(WG16-Communications) CALM 통신 시스템 및 이에 기반한 타 통신
프로토콜의 연계, 확장 등에 대한 표준화 논의 진행 중
(WG17-Nomadic Devices in ITS Systems)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내외 측위 및 내비게이션, 주행안전지원 및 고정밀 측위
관련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또한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차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GNSS, 네트워크, 다중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개발중
(WG18-Cooperative systems) 동적 메시지 및 데이터베이스 규격(LDM,
Local Dynamic Map)을 포함한 협력적 자율주행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

TC211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ISO TC204와의 Joint Working Group인
JWG11을 생성하였으며, 잦은 정기 미팅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분야를 포함하여, 실내외 내비게이션, 선형 위치 등과 같은 양쪽 도메인의
표준들을 상호 부합화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

SG16

(Q27-Vehicular multimedia communications, systems, networks, and
applications)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차량 정보
요구사항(F.VG-AD-Reqs), 차량 멀티미이어 시스템 아키텍처(F.VM-VMA),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요구사항(F.VGP-RDSreqs) 등
국제표준화 수행

SG17

(Q13-ITS security) 커넥티드 카 보안 위협, V2X통신보안 지침이 표준화
되었으며, 차내망, 차외망 및 차량응용서비스보안 분야 표준화 진행 중

SG20

(Q2-Requirements, capabilities, and use case across verticals) IoT 기반
협력형 ITS 프레임워크 표준화(Y.IoT-ITS-framework)
(Q3-Architectures, management, protocols and Quality of Service)
자율자동차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

ISO

국제
(공적)

ITU-T

3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구분

표준화 기구

ITU-R

ETSI

표준화 현황

WP5A

(Land mobile service excluding IMT; amateur and amateur-satellite service)
Advanced-ITS 조화 주파수 발굴 연구를 위한 조화 주파수(5.9㎓대역) 권고 및
채널배치 보고서 개발이 완료, 자율 협력주행을 위한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무선통신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과제(안) 개발

TC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유럽에서의 ITS 관련 표준화를 수행.
LTE-V2X의 표준화 채택이 완료되었으며,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1
application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좀 더 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Day-2 application 작업이 시작 단계

W3C

(Automotive and Transportation BG) GENIVI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
(RPC) 표준 등에 대한 초안 개발 중
(Automotive WG) 웹소켓 및 RESTFul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를 위한 API
표준 및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며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Core 표준 및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SAE

(Motor Vehicle Council) SAE J2735를 기반으로 CACC, Platooning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능 요구사항 및 메시지 규격 개발 중. LTE-V2X 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요구사항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이며 기존 WAVE 통신시스템에서
물리계층과 일부 MAC 계층 수정하는 표준 작업이 진행 중. SAE J2735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의 인증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digital signatures 및 IEEE 1609.2
digital certificates를 이용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Adaptive AUTOSAR) 개발 초기 단계이며 첫 번째 릴리즈 APR17-03은 2017년
3월에 완료
·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높은 복잡도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임
· 고성능 정보계와 자율주행차량의 지원, 빅데이터 센터나 타 ECU와 정보교환을
위한 차량 내외부 V2X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 위와 같은 응용을 위해 응용 라이프사이클 관리, 동적자원관리, 고신뢰 및
안전보안 모듈, 기존 ECU와 통신 및 외부통신 모듈, 진단 모듈, 시간 동기화
모듈 등에 대한 구조와 API를 표준화 추진 중
AUTOSAR

· 외부망 연동, 서비스 개념의 Application 제공 및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등을 강조한 고성능 CPU 기반의 플랫폼에 중심을 둠
. Adaptive AUTOSAR 표준은 2018년 10월 발표 버전(R18-10)부터 ECU 양산
프로젝트에 적용 시작
(Classic AUTOSAR) R4.4.0의 경우 ASAM의 BluePrint-definition의 표준화된
묶음(collection) 정의, LIN Slave Support, Bus Mirroring, Security Extensions
보안제어 추가 및 Transport Layer Security(TLS) 표준 추가, 표준 RTE 생성기
또는 전문화된 RTE Plug-Ins를 통해 모듈화 등을 포함하여 지원
- AUTOSAR는 Release 2.0, Release 3.0, Release 4.0, Release 4.1, Release
4.2, Release 4.3, Release 4.3.1, Release 4.4.0, Release R19-11, Release
R20-11 등 주요 버전 별로 업데이트를 병행 개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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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AUTOSAR는 Classic Platform, Adaptive Platform, Foundation의 최신 버전은
2020년 12월에 R20-11을 발표하였으며, Acceptance Test specification의
최신 버전은 2016년에 v1.2를 발표하였음
- AUTOSAR Classic Platform R20-11은 기존 R19-11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이 있음
․10BASE-T1S: IEEE802.2cg에 정의된 이더넷 10BASE-T1S를 지원하여
차량내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도입된 것임.
․Vehicle Motion Control Interface: AD/ADAS 및 VMC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위한 개념으로서 AD/ADAS 및 actuator 사이의 계층적
아키텍처를 제공함

3GPP

(Service and System Aspects, Radio Access Network) LTE 기반 V2X 표준이
2017년 3월 완료(Rel.14). LTE 기반 V2X 기능 향상을 위한 eV2X(enhanced V2X)
표준화 2018년 6월 완료(Rel.15), 5G NR(New Radio) 기반의 eV2X 표준화 2020년
6월 완료(Rel.16), NR-V2X 기능 향상을 위한 사이드링크 릴레이 및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할당 및 DRX 등의 사이드링크 확장 등의 표준화가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Rel.17에서 진행 중

ASAM(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 ASAM은 자동차 개발 및 검증을 위한 개발도구 체인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조직임. 회원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도구 공급업체,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 및 연구 기관 등
- ASAM 표준은 회원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 그룹에서 개발됨
- (Simulation Group)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OpenX는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평가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들로
구성되고 있음

-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다양한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OADF(OPEN AutoDrive 정밀도로지도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 특히,
Forum)/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NDS(Navigation Data
확장 중에 있음. ADASI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 NDS(Navigation
Standard)
Data Standard), TISA(Traveller Information Service Association)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IEEE

(WG1609-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Working Group) WAVE
기반의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규격 제정(차량
안전, 자동요금 징수, 트래픽 관리 등)
(WG802.11.bd-Enhancements Next Generation V2X TG) 802.11p(WAVE)
물리계층, MAC 계층 기능향상을 통해 차세대 V2X 표준화를 위한 TG가
승인되어 표준화 추진 중

IETF

(IPWAVE WG-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orking
Group) WAVE를 PHY 및 MAC 계층으로 하고, IP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하는
차량 통신(V2V, V2I)을 위한 IPv6 over 802.11-OCB,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IPv6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규격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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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차량 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과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준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중

국토교
통부

TC211
전문위원회
TC204
전문위원회

KATS
TC22
전문위원회

TTA

- ISO TC211 국제표준화 국내 미러 커미티로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SO TC211/204 JWG11 등의 자율주행분야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등과 같은 표준화 논의에 대응방안을 논의 중
- 자율주행과 관련된 ISO TC211과 OGC의 표준화 활동도 모니터링 중
- ISO TC204 국제표준화 미러 커미티로 국제표준화 국내 대응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자율자동차 관련 국제표준 KS 부합화를 위한 검토 작업 진행
- ISO TC22 SC31/SC32 국제표준화 미러 커미티로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논의. 차량내부 네트워크, ExVe, 기능안전 국제표준화 동향 국내
전파 및 KS 부합화를 위한 검토 작업 진행

PG601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AUTOSAR 멀티코어 설정지침 관련 기술보고서 발간

PG605

(웹) GENIVI와 협력하여 차량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개발 중

PG905

(ITS/차량/철도 ICT) 차량/차량 ICT 및 도로 통신 분야 통신 기술, 네트워크
표준적합성/상호운용/시험표준화 추진
· WAVE 및 Cellular-V2X 등 다양한 차량통신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통신시스템’ 표준을 제·개정 완료하였으며,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요구사항, 아키텍처, PHY/MAC 표준 개발
추진 중
·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의 전파 음영지역에서의 위치정보 기능/성능 요구사항
추진중

국내

PG1104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5G 기반의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담당하며 2021년 C-V2X 서비스 등 버티컬 관련한 다양한 표준
개발 진행중

KSAE

- ISO TC22 COSD 기관으로 저속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TJA, Traffic Jam Assist
Systems) 성능요건 및 시험절차, 협조형 차선내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성능 요건 및 시험 절차서 표준
제정(2018.12)

ITSK

- ISO TC204 COSD 기관으로 TC204(ITS 분야)에서 개발 완료된 C-ITS, ADAS
및 자율협력주행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의견수렴을 거쳐 KS로 부합화 추진 중
· 협력적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다양한 사업참여 및 표준개발을 통해,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된 다수의 국내 단체표준개발 및 활용
확대를 추진 중

웹표준기술융합포럼

- HTML5 Automotive Web 분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모색

스마트카기술포럼

- AUTOSAR, W3C, AGL 등 자동차 SW플랫폼 국제 사실상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국내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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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주행차
국가표준개발 위원회/자율주행데이터 표준 작업반에서는 지자체별 실증사업에서 구축된
자율주행셔틀 및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V2X 메시지 명세를 규정하기
위한 국가표준 개발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국가기술표준원 교통정보전문위원회
· ISO TC204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표준인 ISO 22737 LSAD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
부합화 및 후속 표준 ISO/PWI 7856 표준화 상황 모니터링하며, 대응방안 논의 중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최근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관련부처 및
지자체, 기업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논의가 시작
- 국표원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협의체 결성을 주도하여, 부처별(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협력을 기반으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여 자율주행차량 간 데이터 교환 및 상호호환에
요구되는 표준화를 논의. 21년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표준실증단지
조성 및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운용성 검증 지원 추진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PG(PG1005), S/W품질평가PG(PG604)
· 자율주행 인공지능 S/W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객체인식 기술에 요구되는 도로상 데이터 객체 분류체계 및 자율주행 사고방지를 위한
영상 데이터 속성 및 기술 평가 지침 등 제정
- 스마트카미래포럼
· 차량 이종간 센서 융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센서(영상, Radar, Lidar 등)간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을 논의하며, 이에 필요한 통합 신호처리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ISO TC22 SC31 등의 센서 및 데이터 융합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모델을 발굴 진행
-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
· 자율주행차표준화포럼은 자율주행 기초 데이터 분류 및 형식, 유즈케이스 등의 표준화를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화위원회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향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참조기준(자율주행)

TTA PG1005

TTA PG604

완료연도
진행중
(2021)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분류체계

2019

자동차 주행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속성 구조화 기술 성능 평가지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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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TTA의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유즈케이스, 객체 속성 및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표준 개발
-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PG604)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한 다양한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의 객관적인 인지 성능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개발사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객체들의 데이터 속성
정보의 표준화 추진
- TTA 인공지능PG(PG1005)
· 이미지 기반 도로상 데이터를 활용한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주석을 위한 객체
분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 진행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 PG604

TTAK.KO-11.0262, 자율주행 인지 소프트웨어 평가를 위한 객체 속성 정의

2020

TTA PG1005

TTAK.KO-10.1208, 자율주행 자동차의 객체 인식기술에 필요한 도로상 데이터의
객체 분류 체계

2019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로부터 사용 시나리오, 요구사항 및
필요한 차량 정보 데이터 모델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TTA를 통해
국내표준 개발 시작
- TTA 웹PG(PG605)
· W3C Automotive WG의 VISS 표준에 대한 국내 준용표준인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발 완료
- 스마트카기술포럼
· 자율주행서비스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 시나리오 발굴 및 필요한 차랑
정보 데이터 모델에 대한 협의 예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605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449, 웹 기반 차량 정보 서비스 인터페이스

2020

[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유관 정부부처, 관련 기관 및 일부 대기업
등에 의해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도로구조, 표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공간정보 PG(PG409)
· 국토교통부 지리정보 전문위원회,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ISO TC204 GDF(Ge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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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ile) 및 ISO TC211 지리정보 관련 표준화 활동을 모니터링 및 수용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
- 국토교통부 지리정보전문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교통정보전문위원회
· ISO TC211 지리정보 표준기구 및 ISO TC204 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 협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
- 국토지리정보원
· 자율주행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고정밀지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
모델 표준 초안을 마련하고, 구축사업을 통해 검증 및 갱신을 진행 중.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내의 기관표준을 제정하여 활용 중
- 현대오토에버, 맵퍼스
· ISO TC204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OADF 등과 같은 국제 포럼활동 등을 통해 구축되고
있는 고정밀지도의 표준화에 대해 기여하고 있으나 국내보다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우선 참여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OT-10.0347,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2013

TTAK.KO-10.1219 3차원 도로 데이터 모델을 위한 도시 지형 마크업 언어 확장

2020

TTA PG409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내부 기관표준)

2020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차량 정보, 주행정보, 주행환경정보 및 인프라 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적/준동적 정보를 수집, 처리 및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관련
표준화가 일부 진행되어 왔으며, 근래 자율주행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을 통해 일부
전략적인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C-ITS 연관 표준화의 일환으로 차량과 주변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단체표준 일부를 제정한
바 있으며, 확장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 C-ITS 및 자율주행차량 등의 특정 서비스와 연관된 일부 통신, 요구사항, 서비스 및 메시지
표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한국표준협회
· 자율주행차 포럼을 통하여 시스템, 지도, 통신 등과 같은 자율주행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를 논의애 오고 있으며, 근래 자율차 데이터 작업반을 통해 SAE J2735와
호환되는 확장형태의 V2X 메시지 명세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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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06 교차로 안전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

2019

TTAK.KO-06.0466 클라우드 기반 주행상황인지 데이터 공유시스템 요구사항

2018

TTAK.KO-06.0402 차량 자동 유도를 위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2015

TTAK.KO-06.0379 협력 주행 환경에서 합류 및 이탈을 위한 메시지 종류와 절차

2014

ITSK-00100-2 C-ITS 규격-제2부: V2X 정보연계

2019

ITSK-00100-3 C-ITS 규격-제3부: C2X 정보연계

2019

ITSK-00100-4 C-ITS 규격-제4부: Open-API 기반 정보연계

2019

TTA PG905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한국표준협회

진행중
(2022)

CV 및 CAV를 위한 V2X 메시지 명세

[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IETF 대응을 위한 국내포럼인 IETF 미러포럼에서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TTA 통신망응용 PG(PG224)
· IPWAVE를 위한 IPv6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에서의 네트워크 프리픽스
탐색과 서비스 탐색을 위한 이웃탐색(Neighbor Discovery, ND) 옵션인 차량 프리픽스 정보
옵션과 차량 서비스 정보 옵션을 정의하는 표준을 제정
· IPWAVE의 차량 내부 전장(Electronic Control Unit, ECU)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DNS Name을
자동생성해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DNS Server에 등록 및 DNS Naming Service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
- IETF 미러포럼
· IPv6 IPWAVE를 위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VMM), Vehicular Network Security & Privacy,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 등의 프로토콜 및 IPWAVE 통신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 IETF IPWAVE
WG에서의 표준화를 위해 IETF IPWAVE 해커톤 프로젝트를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함
·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기 VND와 VMM을 시뮬레이션 위주로 POC(Proof of Concept)을
진행 중
· 또한 오픈소스와 리눅스 기반 로봇카(AION Robotics R1)를 이용하여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의 POC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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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22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1.0206,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프리픽스와 서비스 탐색을 위한 IPv6
이웃 탐색

2017

TTAK.KO-01.0104,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위한 DNS 네임 자동 설정

2016

IPWAVE Basic Protocols인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오픈소스 프로젝트

2021

IPWAVE Basic Protocols인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오픈소스 프로젝트

2019

IETF 미러포럼

¡ (5G C-V2X 기술 표준) 3GPP에서 지정하는 C-V2X 표준기술에 기반한 국내 표준화 작업이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진행되었음.
5G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또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산하
이동통신 무선접속 PG(PG1102), 네트워크 PG(PG1103) 그리고 5G 포럼의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예상
-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
· SPG 폐쇄 및 신규 TTA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의 생성으로 이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DSRC 기반의 WAVE 통신 표준을 PG905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나, C-V2X의
표준업무는 2020년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PG1104)로 이관되고 ITS 관련
표준은 ITS/차량/철도 ICT PG(PG905)와 공동으로 진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11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E-1609.2.1.-2020, 차량 환경 무선 접속 – 최종단 기기를 위한 인증 관리

2021

TTAK..KO-06.0538, 셀룰러 차량통신을 위한 무선전송 및 무선접속 기술

2020

TTAR-06.0223, 셀룰러 차량통신 주파수 소요량 분석(기술보고서)

2020

TTAR.KO-06.0203//R1, [개정]5G 버티컬 서비스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기술보고서)

2020

TTAK.KO-06.0483/R1, [개정]C-V2X 서비스 프레임워크–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통신 절차-

2019

TTAR-06.0208, C-V2X 유즈케이스, 기술 및 주파수(기술보고서)

2019

TTAR-06.0204, C-V2X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기술보고서)

2018

TTAK.KO-06.0505,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통신 시스템 Stage 2: 아키텍처

2019

TTAK.KO-06.-487,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통신시스템 Stage 1: 요구사항

2019

TTA PG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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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대한민국은 연간 7백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 기업(OEM)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 미국, 일본, 인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AUTOSAR 플랫폼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음. 표준화 또한 아직 초기단계로
국내에서는 표준화를 위한 초기단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표준
개발이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 AUTOSAR Adaptive 플랫폼과 관련된 국내표준화는 담당하고
있는 곳이 없으나, TTA 임베디드 SW PG(PG601)에서 AUTOSAR 관련 기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TTA 임베디드 SW PG(PG601)
· 과거(2009∼2014)에 AUTOSAR 관련 기술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7∼2018년에는 자동차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멀티코어 하드웨어 아키텍처 기반에서 AUTOSAR
BSW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멀티코어상의
AUTOSAR 개념들을 설명하고 상용 도구를 활용하여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한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AUTOSAR 기반 멀티코어 설정 지침(기술보고서)을 발간
- 스마트카기술포럼
· 2017년 발족하여 자율 자동차 분야에 접목 가능한 ICT 기술(센서, 클라우드, 통신·보안,
플랫폼)을 검토하고, 관련 국제 공식 표준(ISO, ITU-T, SAE 등)과 해외 사실표준(AUTOSAR,
GENIVI, W3C 등)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모색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8

TTA PG601

TTAR-11.0062/R1,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의 AUTOSAR 기반 멀티코어 설정
지침(기술보고서)
TTAR-11.0062, AUTOSAR R4.x 멀티코어 설정(기술보고서)

2017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TTA ITS/차량/철도 ICT PG(PG905)
· 전파 음영지역에서 끊김없이 정상적인 위치정보 획득 또는 추정할 수 있는 RTCM형식의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요구사항’ 표준화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9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575, 자동차와 열차 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 요구사항

진행중
(2025)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ASAM의 OpenX 표준과 같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를 목표로 하는 국내 표준화 활동은 아직 미미한 실정.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지도 표준화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AI 자율주행 표준
평가 프로세스 개발 등이 향후 시뮬레이션 표준에서 부합성이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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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차량통신 보안 요구사항, 인증 서비스 구조 등
표준 제정 및 지속적으로 표준화 추진 중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차량 통신 보안 요구사항(2012), 차량 간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2013), 차량의 군집주행서비스
보안요구사항(2015), 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2019) 등이 표준화되었으며,
차량 보안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X.1372, 차량 사물(V2X) 통신 보안 지침

2020

TTAK.KO-12.0363, 차량용 이더넷 보안 요구사항

2020

TTAK.KO-12.0365, 차량·사물 통신용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보안 요구 사항

2020

TTAK.KO-12.0357, 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2019

TTAK.KO-12.0318, 차량의 군집 주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등록 절차

2017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2017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2015

TTAK.KO-12.0290, 차량의 군집주행서비스 보안요구사항

2015

TTAK.KO-12.0260, 차량 간 통신환경에서의 메시지 암호화 규격

2014

TTAK.KO-12.0238, 차량 간 통신 인증 서비스 구조

2013

TTAK.KO-12.0208, 차량 간 통신 보안 요구 사항

2012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내부망 보안 요구사항 정의 등 표준화 개발이 중요.
상용차량에 침입탐지시스템은 탑재가 되어가는 추세이나,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아이템은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초기 단계. 국제 동향에 대응하여 국내표준화
아이템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자동차 제어 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2015) 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2017) 등이 표준화되었으며, 차내망 보안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
<국내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TTA PG504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12.0346, 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2019

TTAK.KO-12.0357, 오토사(AUTOSAR) 기반의 차량 보안 기능 개발 지침

2019

TTAE.IT-X.1373, ITS 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2017

TTAK.KO-12.0286,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간의 통신보안요구사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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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표준화 현황 및 전망
[AI·데이터 기술]
¡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레벨4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자율주행셔틀)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절차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 ISO TC204 WG14
· Lv.4 자율주행 시스템인 LSAD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후속 표준으로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 지원에 관한 표준이 제안되어
표준화 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SO TC204
WG14

표준(안)명

개발연도

ISO 22737,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Low-speed automated driving (LSAD)
systems for predefined routes-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

2021

ISO/PWI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Remote assist system for Low-Speed
Automated Driving (LSAD) system equipped vehicle: performance requirements &
test procedures

진행중
(2022)

¡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자율주행차량 응용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신
분야나 개별센서와 융합유닛 간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는 ISO TC22, TC211 등
일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이종 차량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화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안전 관련한 표준사항을 담은 Safety First for Automated Driving 백서를
발간(2019.7, BMW)하는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광범위한 데이터 공유가 진행 중.
¡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SAE International, IEEE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안전 관련 표준을 개발
- IEEE P2846
· ADS의 안전 관련 모델을 개발할 때 도로 주행 차량에 대해 고려해야할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가정상황들의 집합을 명시하고, 이 표준은 도로 규칙,
지역/시간 의존성 등을 고려
- SAE International
·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 관련 용어, 가이드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였고,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ADS-equipped) 차량을 위한 주행 안전 성능 평가 지표를 명시하는 기술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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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개발연도

IEEE SA

IEEE P2846, Assumptions for Models in Safety-Related Automated Vehicle Behavior

2021

SAE J3018, Safety-Relevant Guidance for On-Road Testing of Prototype
Automated Driving System (ADS)-Operated Vehicles

2020

2020-02-1206, Driving Safety Performance Assessment Metrics for ADS-Equipped
Vehicles

2020

SAE J3206, Taxonomy and Definition of Safety Principles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2021

SAE J3247, Automated Driving System Test Facility Safety Practices

2022

SAE J3237, Operational Safety Metric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of
Automated Driving Systems

2023

SAE

¡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W3C와 GENIVI 얼라이언스가 협력하여 차량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중
- (W3C Automotive WG) 웹소켓 기반의 차량 정보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인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는 CR(Candidate Recommendation) 단계로 2020년에 W3C 표준으로
제정 예상
- (W3C Automotive WG) 추가적으로 VISS(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 표준에 RestFul
인터페이스 및 개선 기능을 확장한 VISS Version2 - Core,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
개발을 진행 중
- (W3C Automotive WG) VISS Version2 - Core 표준은 전송 계층에 독립적인 메시징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하며, 초기 단계로 데이터 모델 관련하여 동적 레지스트리에 대한 부분,
인증과 권한부여 이슈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함. 또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가 필요
- (W3C Automotive WG)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은 HTTPS 기반의 전송 프로토콜
표준을 정의하며, 초기단계로 프로토콜 기반의 메시지 포맷 및 상태/에러코드에 대한 정리
필요하며, 또한 소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
- (GENIVI Remote Vehicle Interaction EG)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차량 정보의 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 표기법 및 각 데이터 정보에 대한 표현 포맷 표준인
VSS(Vehicle Signal Specification) 개발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W3C
Automotive
WG

GENIVI

표준(안)명

완료연도

VISS Version2 - Core

진행중
(2023)

VISS Version2 - Transport

진행중
(2023)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Vehicle Signa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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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기술]
¡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도로구조에 대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등은 주로 지도관련 주요 업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컨소시엄 및 포럼 등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음
- OADF(Open AutoDrive Foru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 매 분기마다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정밀도로지도 등과 관련된 각국의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OADF에는 ADASIS, NDS, SENSORIS, TISA의 협의체 참여.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엠앤소프트, LG전자, 맵퍼스 등이 참여 중
- OpenDrive
· 차량 시뮬레이션 등의 목적을 위해 도로구조 및 관련 속성 등에 대한 모델링 명세를 제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명세는 다수의 차량관련 업체 및 시뮬레이션 환경 등에서 사용 중
- OGC LandInfra, InfraGML, CityGML
· 본래 자율주행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LandInfra, InfraGML, CityGML 등에서
(일부 차선수준의) 도로의 형상 및 구조 등을 모델링 및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음.
더불어, ISO TC211 및 ISO TC204와의 주기적 협력 및 논의(Joint Meeting)를 통해 표준화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
- ISO TC204
· WG3 등에서 기 GDF(Graphic Data File) 등의 확장 및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정밀지도관련 데이터 모델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ISO TC211
· ISO TC211과 ISO TC204 사이의 JWG11을 통해 GDF 표준이 지리정보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 이러한 논의의 일부로써, ISO TC204 표준 중, 정밀도로지도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는 GDF의 다음 버전 개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를 개발한 바 있음
< 국제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NDS
OpenDrive

OGC
LandInfra,
InfraGML,
CityGML

ISO TC204
WG3

표준(안)명

완료연도

NDS(Navigation Data Standard) v2.5.4

2018

OpenDrive v1.5

2019

12-019, 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 Encoding Standard v3.0

2021

16-104r2, InfraGML 1.0-Part 4-LandInfra Roads-Encoding

2016

15-111r1, Land and Infrastructure Conceptual Model Standard(LandInfra)

2015

ISO/PRF 20524-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Geographic Data Files (GDF)
GDF5.1-Part 2: Map data used in automated driving systems, Cooperative ITS,
and multi-modal transpo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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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SO
TC211/TC204
JWG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 20524-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Geographic Data Files (GDF)-GDF5.1Part 1: Application independent map data shared between multiple sources

2020

ISO 14825:2011, Geographic Data Files(GDF)-GDF5.0

2011

ISO/TR 19169 Geographic Information – Gap-analysis: To map and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GDF and ISO/TC211 conceptual models to
suggest ways harmonize and resolve conflicting issues

2020

¡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자율주행 또는 C-ITS와 관련된 동적/준동적
데이터를 포함하는 LDM 개념 및 구조와 함께, 각 응용 서비스 및 통신 환경에서의 응용 메시지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가 다양한 표준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음
- ISO TC204
· 지능형교통체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LDM의 개념 및 구조를 정의하고,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서 차량과 외부 인프라가 교환하는 메시지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음
- ETSI
· 차량 통신 뿐 아니라, 응용 서비스의 요구사항,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사전 등을 정의하는 표준화를 논의해 왔음
- SAE
· V2X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사전을 정의하는 J2735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음
- 5GAA
· C-V2X 응용 등에 대한 기본 정보들과 함께, 유즈케이스에 대해 정의하는 논의를 기술보고서
형태로 진행한 바 있음
< 국제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TR 17424:2015, Cooperative systems-State of the art of Local Dynamic
Maps concepts

2015

ISO 18750:2018, Co-operative ITS-Local dynamic map

2018

ETSI

TS 102 894-2, ITS User and applications requirement, Common Data
Dictionary

2018

SAE

J 2735, V2X Message Set Dictionary

2020

ISO T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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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
¡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IETF IPWAVE WG은 IEEE WAVE 프로토콜
슈트인 IEEE 1609과 IEEE 802.11-OCB에서 IPv6가 동작하게 하는 표준을 개발 중
- (IETF IPWAVE WG)
· IEEE 802.11-OCB상에서 IPv6 패킷 전송을 위한 IPv6 over 802.11-OCB가 RFC8691로 2019년
12월 표준화 완료. IEEE 802.11-OCB(즉 IEEE 802.11-2012) 무선 링크와 이더넷(Ethernet) 링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이더넷 적응 계층(Ethernet Adaptation Layer)을 정의. 또한 Maximum
Transmission Unit(MTU) 크기, IPv6 패킷을 포함하기 위한 802.11-OCB 프레임의 헤드 포맷과
타입 값, IP 주소와 MAC 주소의 매핑을 정의. 또한 IPv6 이웃탐색(Neighbor Discovery,
ND)과 IP 비상태 주소 자동 설정(Stateless Address Autoconfiguration, SLAAC)을 기술.
유럽에서 차량 네트워킹을 위해 채택된 5G V2X의 무선인터페이스를 통한 IPv6 패킷 전송을
위한 IPv6 over 5G V2X 기술이 본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 IPWAVE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문제 정의(Problem Statement)와 유즈케이스 표준을 개발 중.
본 문서는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IETF 프로토콜을 갭분석(Gap
Analysis)을 하여 IP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기존 프로토콜의 확장 및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본 표준에서의 IPWAVE Vehicular Networking에 가장 중요한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그리고 Vehicular Network Security and
Privacy에 대한 문제 정의를 기술. 본 문서는 2022년 상반기에 표준문서로 완료될 예정임
· IPWAVE Vehicular Neighbor Discovery(VND)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본 표준은 차량
무선 링크를 위한 Link Model을 정의하고, Prefix와 Service Discovery를 위한 ND 옵션의
정의하고, Multihop Duplicate Address Detection(DAD)을 통한 효과적인 주소 할당 기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MAC Address Pseudonym을 통한 MAC 주소와 IP 주소에 프라이
버시를 제공 방안을 기술
· IPWAVE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VMM) 표준을 개발 중. 본 표준은 멀티링크
서브넷(Multi-link Subnet)을 구성하는 RSU 무선 커버리지가 하나의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공유 기법을 기술하고 있고, 네트워크 기반 이동성 관리(Network-Based Mobility Management)를
통한 끊김 없는 IP 레벨의 핸드오프(Seamless Handoff) 기법을 기술하고 있고, 다수
프리픽스 도메인 간의 핸드오프를 제공하는 기법을 기술. 본 문서는 Proxy Mobile
IPv6(PMIPv6)와 Distributed Mobility Management(DMM)을 확장한 기법을 제안 중
· 자율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CNP) 표준을 개발 중.
IPWAVE의 차량 이웃탐색(VND)에 차량 이동성 정보(Vehicular Mobility Information, VMI)
옵션을 정의. 이 VMI 옵션의 IPv6 ND의 새로운 옵션으로 차량의 이동성 정보(예, 위치, 속도,
방향) 및 운전자의 운전행동(예, 브레이크 밟음, 가속)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용.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각 차량은 주변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음
· IPWAVE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DNS Name Autoconfiguration 표준 개발. 본 표준은 차량
내부 전장(ECU) 또는 운전자/승객 모바일 디바이스를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DNS Name을 자동생성해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DNS Server에 등록
및 DNS Naming Service를 제공. 본 표준 기술을 통해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차량 또는 RS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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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디바이스 탐색과 그것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탐색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음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TF
IPWAVE WG

표준(안)명

완료연도

draft-jeong-ipwave-iot-dns-autoconf-10, DNS Name Autoconfiguration for
Internet-of-Things Devices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8)

draft-jeong-ipwave-context-aware-navigator-03,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7)

draft-jeong-ipwave-security-privacy-03, Basic Support for Security and Privacy
in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7)

draft-jeong-ipwave-vehicular-mobility-management-05,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6)

draft-jeong-ipwave-vehicular-neighbor-discovery-11,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for IP-Based Vehicular Networks

진행중
(2025)

draft-ietf-ipwave-vehicular-networking-20, IPv6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진행중
(2022)

RFC8691, Basic Support for IPv6 Networks Operating Outside the Context of
a Basic Service Set over IEEE Std 802.11

2019

¡ (5G C-V2X 기술 표준) 3GPP

Rel.16 대비 더 우수한 성능을 지원하는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Rel.17을 통해 진행 중 [2020]. C-V2X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후 Release에서도 이어질 예정. 특히 각 서비스 별
특정화 된 기술에 대한 논의 예상
- 3GPP RAN
· Rel.16에서 5G NR V2X에 대한 연구를 거쳐,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Rel.18 관련 표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예상됨
- 3GPP SA
· Rel.16에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 지원 연구 및 진화된 V2X 서비스를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연구와 V2X 시나리오에 대한 5G 시스템 확장 표준 및 V2X 서비스 향상
표준 개발 완료[2020]
· Rel.17에서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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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3GPP RAN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38.211,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6

2020

TS 38.212,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6

2020

TS 38.213,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6

2020

TS 38.214,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6

2020

TS 38.300,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6

2020

TS 38.321,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23,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8.331,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6

2020

TS 33.185, Security aspect for LTE support of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3.536, Security aspects of 3GPP support for advanced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38.211, NR; Physical channels and modulation Release 15

2019

TS 38.212, NR; Multiplexing and channel coding Release 15

2019

TS 38.213,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control Release 15

2019

TS 38.214, NR; Physical layer procedures for data Release 15

2019

TS 38.300, NR; Overall description; Stage-2 Release 15

2019

TS 38.321, NR; Medium Access Control(MA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23, NR;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PDCP)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38.331, NR; Radio Resource Control(RRC); Protocol specification Release 15

2019

TS 22.186, Requirements for eV2X scenarios Release 16

2020

TS 23.287, 5GS support for V2X Services Release 16

2020

TS 24.486, VAE layer protocol, Release 16

2020

TS 24.587, V2X services in 5GS, Release 16

2020

TS 24.588, V2X services in 5GS; UE policies, Release 16

2020

TS 29.486, VAE service, Release 16

2020

3GPP SA

[시스템 기술]
¡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AUTOSAR Feature Team은 Adaptive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OPEN Alliance, GENIVI 얼라이언스, LINUX 그룹과 협력 중
- (AUTOSAR Feature Team) AUTOSAR Adaptive Platform은 고수준의 자동화된 드라이빙과 고속의
온보드 및 오프보드 통신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개발 중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 배포판이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진행 중
· 배포되는 명세는 5가지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음: 릴리즈문서(2건), 일반(9건, 기존 1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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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됨), 방법론 및 템플릿(3건), 방법론 및 매니페스트(5건), 어댑티브파운데이션(21건),
어댑티브 서비스(7건) 등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에서는 System Test가 Adaptive 플랫폼 데모를
AUTOSAR Adaptive Platform의 명세에 따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재작업이 되었고,
C++14언어 사용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MISAR로 변경 완료되었음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은 minor release로써, 15개의 Concept이 변경
도입되었으며, Adaptive Platform의 많은 부분의 검증 작업이 완료되었고, draft 상태에서
배포된 상태
· AUTOSAR Adaptive Platform 20-11배포 본에서 눈에 띄는 점은 Adaptive Platform의 SW
Architecture가 변경된 주요 기능으로, Vehicle Network State Manegement, Integration of IAM,
Crypto API, RS Safety, 10BASE-T1S, AD Sensor Interface, Intrusion Detection System
management, Deterministric Synchronization, Static Configuration of Remote ECU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ra Comunication Group 등 15개 기능이 반영되었음
· AUTOSAR협회가 발표한 Roadmap에서는 기존 연 2회(3월, 11월)에 공개하던 Spec을
2020년부터는 Adpative Platform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qualific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1회(11월) Spec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듬해의 Q2에 Code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릴리즈를 배포하기로 함(예시 : R20-11 이후 수정 릴리즈 표기는 R20-11-1)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AUTOSAR Adaptive Platform R21-11

2021

AUTOSAR Adaptive Platform R20-11

2020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11

2019

AUTOSAR Adaptive Platform R19-3

2019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10

2018

AUTOSAR Adaptive Platform R18-3

2018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10

2017

AUTOSAR Adaptive Platform R17-3

2017

AUTOSAR

¡ (센서 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 IEC 61162
· 선박장치들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것으로 미국(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의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전송하기 위한 규격을 국제표준화시킨 것으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종 센서를 결합한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되었으며 ASCII 코드로
직렬방식 통신 사용
- ISO/TS 21176
· C-ITS에서 ITS 스테이션의 다른 기능에 대한 위치, 속도, 시간 서비스(PVT)를 지정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GNSS, Odometer, Lidar, IMU, Vision 등의 다양한 위치 센서를 융합한
PVT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나 센서 퓨전의 형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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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23150
· TC22(Road Vehicle 부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시 주변 환경을 정밀 인식하기 위한
이종센서(예:초음파, Lidar, Radart 등)간 서라운드 모델을 생성하고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주변의 장면을 해석하는 융합 장치 간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지정함. 인터페이스는
모듈식 및 의미론적 표현으로 설명되며, 센서 기술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능 및
감지수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객체 수준(예:잠재적으로 움직이는 객체, 도로 객체, 정적
객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함(전기 및 기계 인터페이스 사양은 미제공)
- ISO 6029
· TC204 WG17(Nomadic Device 부문) 이동의 주체인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주행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운송 수단, 인트라스트럭처에 장착되어 현재 측위
기술로 활용 가능한 위성(GNSS) 기반, 네트워크(Wi-Fi, Bluetooth 등) 기반, 다중센서(가속도,
자이로센서 등) 기반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 개발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C

ISO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162, Digital interface for navigational equipment within a ship

2015

TS 21176 C-ITS – Position, velocity and time functionality in the ITS station

2020

ISO 23150:2021, Road Vehicles – Data communication between sensors
and data fusion unit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 Logical interface

2021

ISO 6029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IT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General Information and uses cases (TR)
: Concept of data fusion and common message format
: Secured and trusted sensor interfaces
: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ositioning information

진행중
(2025)

¡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ASAM(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of Automation and Measuring Systems) 에서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위한
OpenX 표준을 제정
- OSI
· 자율주행 기능과 다양한 주행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쉽고 간단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 (OSI: Open Simulation Interface)를 제안. OSI는 GroundTruth
인터페이스와 SensorData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두 개의 개별 최상위 메시지로 구성.
GroundTruth 인터페이스는 전역 좌표계에서 시뮬레이션 된 개체에 대한 정확한 뷰(View)를
제공
· 이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워진 다음 운전 시뮬레이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실행되는 플러그인을 통해 외부 구독자에게 게시
· SensorData 인터페이스는 환경 인식을 위해 센서의 기준 프레임에 있는 개체를 설명.
GroundTruth 메시지에서 생성되며 이상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능에 직접 연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실제 센서 동작의 복제로 제한된 인식을 시뮬레이션하는
센서 모델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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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CRG
· OpenCRG는 도로 표면 기술에 대한 파일 형식을 정의. 원래는 노면 스캔의 고정밀 고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됨. 이 데이터의 주요 용도는 타이어, 진동 또는 주행 시뮬레이션임.
주행 시뮬레이터의 경우 도로 표면의 사실적인 3D 렌더링이 가능
- OpenDRIVE
· OpenDRIVE는 도로망의 정확한 기술을 위한 파일 형식을 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파일 형식과 달리 OpenDRIVE의 주요 용도는 표면 속성, 표시,
표지판 및 차선 유형 및 방향과 같은 논리적 속성을 포함한 정확한 도로 형상 기술이 필요한
시뮬레이션 응용 분야에서 사용됨.
· 도로 데이터는 도로 네트워크 편집기, 지도 데이터 변환에서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실제
도로의 변환된 스캔에서 생성 가능
- OpenSCENARIO
· OpenSCENARIO는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터의 동적 콘텐츠 기술을 위한 파일 형식을 정의.
주요 사용 사례는 차량, 보행자 및 기타 교통 참여자와 같은 여러 개체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동기화된 움직임을 설명. 움직임에 대한 기술은 운전자 행동 (예: 차선 변경 수행) 또는 차량
궤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음. 자차, 운전자 외모, 보행자, 교통 및 환경 조건과 같은 기타
콘텐츠도 표준에 포함
- OpenODD, OpenLABEL, OpenXOntology
· 이외에도 자율주행차의 Operational Design Domain에 대한 표준 파일 포맷과 센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한 방법론/구조/파일 포맷과 ASAM의 OpenX에서 정의되는 표준들의
특성과 상호 연계성을 정의하는 표준도 진행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ASAM

표준(안)명

완료연도

OpenCRG V1.2.0 (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road surfaces)

2020

OpenDrive V1.6.1 (file format for describing road networks)

2021

OpenLABEL (labeling methodology, labeling structure, file format)

진행중
(2022)

OpenODD (file format for Operational Design Domain)

진행중
(2022)

OpenSCENARIO V1.1.0 (file format for the description of the dynamic content
of driving and traffic simulators)

2021

OpenXOntology (foundation of common definitions, properties, and relations for
central concepts of the OpenX standards, including OpenDRIVE, and others)

진행중
(2022)

OSI V3.3.0 (Open Simul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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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안 기술]
¡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IEEE 1609 Working Group에서 차량통신
보안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ITU-SG17의 Q13에서 ITS보안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7
· V2X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X.1372)이 2020년 3월 승인되었으며, 커넥티드 차량의 사이버
보안 위협(X.1371)이 2020년 5월 승인. 차량접속디바이스 보안요구사항(X.1374), 커넥티드 카
이상 행위 탐지(X.1376)이 2021년 1월 승인되었으며, 다양한 차량 통신 응용 서비스 보안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X.itssec-5, Security guidelines for vehicular edge computing
X.eivnsec, Security guideline for Ethernet-based In-Vehicle networks
X.srcd, security requirements for categorized data in V2X communication
ITU-T SG17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X.1374,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3, Secu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accessible external device
X.1372, Security guidelines for V2X communication
X.1371, security threats in connected vehicles
X.1373,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2021
2020
2020
2017

¡ (커넥티드카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표준) 차량 내부 네트워크망에서의 침입탐지 구현 가이드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표준화 진행 중.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 구현 및 유즈케이스에 대해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 ITU-T SG17
· 차량내부망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정의하고 침입탐지시스템이 표준으로
승인되었음(2020년 10월)
·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방지시스템(X.ipscv) 가 2019년 신규워크아이템으로 채택되었으며, 차량
내 IDS 와 클라우드/Edge 에 위치한 고성능 IDS 간의 협업을 통해 차량 외부-내부 간 상호
유입/전파되는 공격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모델을 정의하고, 상황별로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되고 있음
<국제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X.1373rev, Secure software update capability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ommunication devices
X.1375, Guidelines for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in-vehicle networks
X.1376, security-related misbehaviour detection mechanism based on big data
analysis for connected vehicles

진행중
(2022)
2020

X.ipscv, Methodologies for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for connected vehicles

진행중
(20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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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AGL(Automotive Grade Linux: AGL)
- AGL은 리눅스 재단이 제공하는 자용차용 오픈소스 리눅스 프로젝트. 리눅스 기반 O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 일본 업체들에 치우쳐진 플랫폼으로 평가 받기는 하지만 100개 이상의 회원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리눅스 기반 OS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코드를 기여
- Toyota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Automotive Grade
Linux: AGL)를 탑재한 2018년형 캄리 모델을 미국 시장에 공개
- 2018년형 캄리는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 AGL을 탑재한 첫 데모
- AGL 플래티넘 멤버로는 데소, 마트다, 파나소닉, 스즈키, Toyota 등 일본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
- AGL은 2019년 Toyota, Volkswagen, 현대자동차를 포함하여 9개의 제조사를 포함하여 140개
멤버사가 활동 중이며, 아마존과 어도비와 같은 차량 관련 생태계와 관련된 기업들도 참여 중
- 차기 주요 아이템은 차량을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리드에 연결시킬 수 있는 Vehicle – to
- infrastructure(V2X) 응용
- 2019년 3월 AGL 플랫폼의 최신버전에 오픈소스 기반의 음석인식 API를 릴리즈
- 2018년 10월 AGL은 플랫폼 최신버전인 UCB(Unified Code Base) 6.0에 텔레메틱스와 계기판
응용을 포함
- 2020년 4월 AGL은 플랫폼 최신버전인 UCB(Unified Code Base) 9.0(코드네임: Itchy Icefish)을
배포하였으며, 본 버전에는 오디오, 연결 및 보안 향상, 음성 인식 기능 개선 및 다양한 HTML5
데모 앱을 포함
¡ Automotive OIN(Open Invention Network)
- 오픈소스를 특허 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
- OIN은 리눅스, 관련 오픈소스 기술은 로열티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목표
- OIN이 소유한 특허들은 리눅스를 상대로 특허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다른 단체들에게도
로열티 없이 공유
- OIN은 Google, IBM, NEC, 필립스, 레드햇, 소니, 수세, Toyota, OIN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또 2,100개 이상의 커뮤니티 멤버가 참여 중
¡ GENIVI
- 제니비 연합은 리눅스 기반 IVI용 플랫폼 ‘제니비 플랫폼’을 관리. BMW와 GM, 인텔, 델파이
등 완성차 및 부품, IT 업체 50여개가 활동 중
- 제니비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내 제공되는 기능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고, 비용 절감 가능
¡ Android Open Source Project
-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는 물리적 전송 계층과 무관하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일관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Android Automotive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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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HAL은 안드로이드 차량 앱 구현을 위한, 자동차와 차량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인터
페이스로 활용
- 차량 HAL 및 안드로이드 자동차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음

<차량 HAL 및 안드로이드 자동차 아키텍처>
※ 출처: Automotive | Android Open Source Project 2021.07.

¡ Open Motors
- Open Motors는 신생 기업이 보다 쉽게 맞춤형 전기 자동차 및 운송 서비스를 디자인 및
설계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TABBY EVO) 제공

<TABBY EVO 개념도>
※ 출처: Open Motors 2021.07.

- TABBY EVO를 기반으로 이태리, 그리스 등에서 e-VIAL Digital City Car, ASLAN EV Pickup,
Project Belo 등 전기차 프로젝트를 수행 중
- 르노(프랑스)는 CES2017에서 OSVehicle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전기자동차 플랫폼인
POM(Platform Open Mind)을 발표
- 이는 외부 업체들이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SW를 복제 수정해 다양한 자동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르노는 자사의 소형차인 트위지 모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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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S
- ROS(Robot Operating System)는 이기종 H/W, S/W 간의 분산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화 오픈소스 미들웨어로, 로봇 공학의 사실상 표준으로 간주
- ROS는 실제 자율자동차와 주행로봇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고, 오픈소스인
특성 덕분에 많은 개발자들이 협업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일례로, 자율주행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도, 센서 구동을 위한
ROS Package를 GitHub 등을 통해 직접 배포하고, 개발자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자율주행
분야로 진입할 수 있게 됨

<자율주행 모형차 예시>
※ 출처: An Open-Source Autonomous Cyber-Physical Platform 2019.01.

¡ Open Street Map(OSM)
- 영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방식의 사용자 참여형 무료
지도서비스로 주행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도로지도를 포함
- 정밀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애플과 같은 일부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 의해 요구사항에
맞게 추가 가공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내비게이션 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OSM 지도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다수 존재
- OSM 지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 및 서비스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다만, 구축 및 활용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정밀한 위치결정, 정확한
주변환경인식 등과 같은 고도화된 기능 보다는 주로 정보제공 차원 또는 수준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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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 CARLA는 현재 개발팀 리더인 헤르만 로스(Germán Ros)와 바르셀로나 컴퓨터 비전 센터의 교수
안토니오 M. 로페즈(Antonio M. López)가 처음 제안한 시뮬레이터임. 처음부터 표준 규격과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ASAM의 OpenDRIVE와 OpenSCENARIO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뮬레이터 엔진과 소스코드를 무료로 제공
- CARLA는 2017년 콘퍼런스 포 로봇 러닝(Conference for Robot Learning, CoRL)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었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개발에 주력하는 20여명의 개발팀이 있으며 이들은

2~3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
-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스택의 공정성 있는 유효성 검사와 인증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비전 학술대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9 학술대회에서 CARLA 자율 주행 챌린지를 주최하여 관심을 모았음. 이 대회에서는
NHTSA가 수집한 충돌 이전 교통 시나리오(Pre-crash Traffic Scenario)를 통과하는 것이
주요 경쟁 미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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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국내역량요인 시 - 글로벌 Top 6 수준의 완성차 시 - 자동차 핵심부품 및 기술의
업체 보유
해외 의존도 높음
장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실현
장 - 정책 연계 기반 부족
- ICT 인프라 기술 우위
- 핵심, 원천, 부품 기술력 부족
- 자율협력주행 위한 C-ITS 및
기
기 - 자동차-ICT 융복합 환경 부족
통신 기술 우위
술 - 자율주행시스템 분야 선진기술 술 - 자율주행플랫폼,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 약소
추격 가속화
- ICT 분야 표준 기술 우위

국외환경요인

표 -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V2X 표
세부기술별(C-V2X,WAVE) 표준 준
준
기술 실증 선도

- 소비자 안전 및 편의 요구 증대 【SO전략】

시 - 신흥국 자동차 시장 확대
장 - 개방형 산업 생태계 형성

- 미국, 독일 자동차사 표준화
주도, 국내업체 표준화 참여
진입장벽 높음

【WO전략】

- (시장) 글로벌 수준의 생산력으로 - (시장) 국제표준화 초기에 IPR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FTA에 따른
확보 가능한 틈새 시장 공략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 가능한 - (기술) 핵심 부품의 독자적 기술
지능형 시스템으로 자동차 진화
확보, 이종 기업간 제휴 협력 강화
기술 지원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
(기술)
산업간
기술
융복합을
통한
(표준) 완성차-부품-ICT-통신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기술
신개념
안전편의
기술
선제적
확보
콘텐츠
등 이종 기업간 제휴 협력
수요 확대
- (표준 ) AI 기술을 포함한 ICT 기술 강화
전자, 통신, 콘텐츠 융합한 기술 기반 국제 신규 표준화 아이템 확보
표준화 분야 진입 기회 확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표준
기술 확대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
회
기 요
술 인
(O)
-

표
준 -

【WT전략】
- 중국의 자율자동차 투자확대 【ST전략】
시
- 완성차 전장 ICT 기업간 협력
장 강화
- (시 장 ) 글로벌ICT 및 자동차제조사, - (시장) 선진 기업체 및 연구소와
위
- 선진국의 정부주도 기술지원
협
기 - 기술 및 무역 보호주의 강화 요
술 - 안전부품의무 적용 및 안전규제
인
강화
(T)
표 - 선진국 표준화 주도 및 적용
확대
준

부품업체의 역할 강화를 고려, 수평적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협력
분업구조로 변화
- (기술) 핵심부품기술 확보. 자동차와
(기술) 자율협력주행 위한 C-V2X 등 타 산업간 융복합을 위한 상생협력
통신 관련 R&D 중점추진
개방형 R&D 확대
(표준) 자율자동차 국제표준 대응을 - (표준)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범부처
위한 관련 연구지원 강화
협력모델 및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국제표준 적용 자율자동차 시범사업을 가이드라인 운영
통한 사례 확산 실시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ISO, ASAM, AUTOSAR, GENIVI, AGL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자율자동차

글로벌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관련 연구지원과 AI·DATA 분야를 포함한 고급 전문 인력 부족 해소 필요
- 국제표준 기술을 국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표준전문인력 양성과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표준화전략맵 수립 및 적극적인 실행 필요
- 스마트카기술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 수요를 반영한 정책, 기술, 인프라, 표준 등의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ICT·자동차 업계 간 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필요
- 자율자동차 및 신규부품 테스트 등 기존 법제도 및 규제의 정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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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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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LSAD 시스템 탑재 차량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4
3

3
2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4

3

2

2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04
WG1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KATECH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4

1

1

3

기술
개발
단계

2
1

정책 5
부합성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프랑스) Navya/Easymile, (일본) 도요타, (독일)
BMW/Bos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 혼다/도요타/덴소, (독일) BMW/보쉬/콘티넨탈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제한구역내 저속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제정된 이후, 해당 시스템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규 표준화 아이템이 ISO TC204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셔틀
실증 및 사업화에 중요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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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WG14

국제
표준화

- 자율주행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화
- ISO 22737 저속자율주행시스템(LSAD) 표준제정(2021)
- ISO/PWI LSAD을 위한 원격지원 시스템 표준 제안

‘21~’24

‘21~’24

‘21~’24

TTA ITS/차량 ICT PG
KSAE, ITSK

국내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

- 국내표준개발
- 표준화 로드맵 및 전략 마련
- 국제전문가 표준인력지원

-

국네표준 대응 체계 수립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원
국제표준 기고
국제표준 KS 부합화

‘21~’24

참여기업/기관/학계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 표준 개발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4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후속 작업으로 원격지원에
관한 표준(Remote assist system for LSAD, 이하 RA-LSAD)을 제안
- 현재는 RA-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2021년 10월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Lv.4 LSAD 시스템에 대한 원격지원
관련 표준개발은 ISO TC204 WG14에서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음.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원격지원을 위한 V2X 관점 혹은 자율차 운영설계범위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RA-LSAD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 (틈새표준개발) RA-LSAD을 위한 V2X 메시지 확장 표준 제안 및 단제표준 개발 계획 수립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셔틀 운영 및 원격
제어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RA-LSAD 반영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자율주행 원격지원 시스템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
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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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강석규)
TTA 인공지능
기반 PG/소프트
웨어 품질평가
국내
PG, 스마트카기
술포럼, 자율자동
차표준화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2/TC211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Waymo/Ford/LeddarTech
(일본) 도요타, (독일) KIT/아우디

기술
수준

ETRI, 모라이,
KETI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GM/포드 (독일) 아우디/BMW/보쉬
(일본) 파나소닉, 도요타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이종 차량간 자율주행 데이터 상호호환성 표준은 다양한 차종으로부터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차종에
상관없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 S/W의 학습 및 성능향상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임. 본격적인
자율자동차 시장 형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이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는 현재
막 시작 단계이며, 선제적인 표준화 제안을 통해 향후 주도권 선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차세대 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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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표준화 계획>
- ISO TC22와 TC211 등에서 자율주행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프로토콜이나 차량 개별
인지센서와 융합유닛 간 데이터 메시지 포맷, 인터페이스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차량 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주행 데이터 습득 및 관리,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 개발은미흡한 상황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신규과제제안)) 자율주행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S/W를 통해 주행 시 인식되는 객체에 대한 분류와 정의가 필요. 특정
차량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 등을 변환하여 이종차량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프로파일 표준 개발 및 생성된 데이터의 상호호환성 검증 규격 개발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표준 제정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 표준개발 분과를 통해 데이터 분류체계 및 포맷
관련 표준안 도출 예정
- 2027년까지 수행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R&D 결과를 표준화와 연계함으로써,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유통/공유/검증 등 세부단계별 국내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혁신사업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관련 결과물을 단체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함. 이후 국제표준화 아이템으로
제안/개발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연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기술포럼(과기부)과 자율자동차표준화포럼(산업부)간 표준화 협력
및 전문가 및 부처 정책교류 등을 통해 자율자동차 기술 및 국제 표준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 전략)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셋 구축 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특허망을 구축하고, 관련 특허를 자율주행
인공지능 S/W 구현 및 이를 위한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선행 확보
전략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 국책 사업등을 통해 도출된 R&D 결과를 IPR로 확보하고,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국제표준
-IPR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에 집중
연계방안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모빌리티 383

(추격/협력공략 | 병행)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PG/
인공지능 PG

국제

IEEE SA, SAE
International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미국) Google Waymo/Tesla, (중국) Baidu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l/Google Waymo/Aurora, (독일) Volkswagen,
(중국) Baidu/Huawei, (일본) Honda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2 신규)
국내에서는 TTA 등 표준화기구의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유즈케이스, 객체 속성 및 인식
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의 IEEE SA 및 SAE International 사실표준화기구
참여가 저조하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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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EE SA)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표준 및 특허를 개발
- (SAE International) 미국 중심의 사실표준화기구이므로 국내 표준전문가 참여가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신규과제를 제안하거나 의장단 수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현재 안전한 자율주행차 거동을
위한 유즈케이스 및 데이터 표준 관련 작업반 내에서 다양한 관련 SAE 표준들이 개발
중이므로, 신규과제 발굴, 의장단 수임, 타국/외국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여 최신 자율주행차 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다양한 기술위원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는 만큼, IEEE SA
및 SAE International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SAE International 및 IEEE SA에서 개발된 영문 표준들을 국내 전문가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해 국내표준으로 준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 주도의 틈새표준 개발,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등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특허 권리 범위 보완전략) 국내외 표준화 단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술개발단계가 뒤처지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허를 보완하여 권리 범위 확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외 표준화 단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점에서 국내외 기술개발단계가 뒤처지므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 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특허를 보완하여 권리 범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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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웹 PG,
스마트카기술포럼

국제

W3C
Automotive
WG, GENIV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LG전자,
오비고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 폭스바겐/보쉬, (캐나다) GeoTab, (영국) JLR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폭스바겐, (캐나다) GeoTab, (영국)JLR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차량 정보 서비스 API 표준은 W3C Automotive WG에서 커넥티드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의
표준 개발을 시작. RESTFul 기반의 JSON을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며 전송 인터페이스, 코어 메시징에
대한 표준 개발은 시작되었으며 향후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s 표준으로 확장 계획. 2020년 말 W3C Automotive WG 차터 구성시 VISS Version2 – Core
표준 및 VISS Version2 – Transport 표준 항목이 승인되어 차세대공략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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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W3C Automotive WG은 2020년 말에 표준화 아이템을 리차터링하여 두 번째 단계의 표준
개발을 시작. 목표로 하는 표준은 차량 IVI 관련 서비스 API의 RESTFul 확장 표준으로 이들
핵심 표준을 기반으로 VSSo(Vehicle Signal Specification Ontology), Vehicle Remote Procedure
Calls 표준으로 확장 계획
- W3C Automotive WG에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 볼보 그리고 재규어,
랜드로버가 참여 중이며 캐나다 GeoTab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 국내에서는 ETRI와 LG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중
- 국내기업, 출연연, 학계에서 관련 기술 연구개발, IPR 확보 및 표준 개발에 기고하며,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폭넓은 요구사항과 의견 등을 수용하여 국제표준에 적용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스마트카미래포럼을 기반으로 국내
차량 관련 업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표준과 국제표준을 병행하여 개발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웹 PG(PG605) 및 스마트카미래포럼 내에서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제조사, 차량
부품 벤더, 콘텐츠/서비스 벤더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국내 표준화가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협의 진행 및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커넥티드카 생태계는 향후 모바일과 같이 큰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아울러,
표준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개발도구 개발을 통해 관련 업계 국제
경쟁력 지원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미래포럼 중심으로 관련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현황 공유 및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련
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자동차 기술관련 IPR 확보.
그러나 W3C의 경우 표준에 대해 로열티 프리 정책을 갖고 있어 표준 자체에 IPR 내용을
반영하는 전략보다는 표준 기술 활용시 필요한 기술적인 이슈나 서비스 이슈에 대한
IPR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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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정적 정밀도로구조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공간정보
PG, 국토교통
부 TC204/211
전문위원회

국제

OADF, NDS,
OGC, ISO
TC204
WG3,TC211
WG10/JWG11

국토지리정보원
국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체/ 현대오토에버
맵퍼스
기관
LG전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구글/애플, (유럽) HERE/TomTom/폭스바겐,
(일본) JISC/도요타/닛산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구글/애플, (유럽) HERE/TomTom/폭스바겐,
(일본) JISC/도요타/닛산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적 정밀도로구조 명세 및 인코딩과 관련하여, 일부는 기존의 표준들의
확장 개정되어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상당 부분 후속 진행이 필요한 표준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
기초 방향 및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도메인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등이 필요한
상황하고, 본격적인 표준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함. 본 항목과
관련된 국가 및 Stakeholder 들이 다수 존재하여 본 표준화 항목의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 및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국내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R&D 경과물 등의 선제적인 반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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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OADF(Open Automotive Data Forum), NDS(Navigation Data Standard) 등에서는 내비게이션,
협력주행 및 자율주행 등을 위한 정밀도로구조 및 주변 정보 등에 대한 기본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화를 논의 및 진행 중
- 사실상 표준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는 InfraGML, CityGML 등과 같은
일부 표준을 확장하여 차선수준의 정적도로구조 등을 다루기 위한 표준을 논의 중. 특히
CityGML v3.0에서는 도로주행환경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추가됨
- 공적표준기구인 ISO TC204 WG3, TC211 WG10/JWG11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과
공간정보 표준의 갭 분석을 통해 ISO 20254 GDF ver 5.1 표준의 개정방향 및 범위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정적정밀도로지도의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짐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정적 정밀도로구조에 대한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의 논의가 다수국의 참여에 기반하여 ISO TC204/211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 등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대응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정적 정밀도로구조를 위해 기
표준의 확장 및 활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 논의되는 기반표준부분 등은 수용
하면서, 확장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대응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자율주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구조 및 고정밀 지도의 시범구축 등과 같은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사업 등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국제표준화로 반영하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 이에, 개발기술과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반하되, 국제표준기구에서의 제개정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틈새표준내용 및 항목 개발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사실표준 준용) ISO, OGC 등의 국제표준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기존
표준 등의 국제/사실표준 준용 및 확장을 통해 공간객체 구축 및 활용 관련 표준의 기반을 마련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내의 관련 기술이 반영되도록 국제표준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국내표준화를 추진
- (틈새표준 개발) 정적 정밀도로구조 등과 관련된 기존 표준들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프로파일링 하는 형태로 틈새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정적
정밀도로구조 등의 표준안 논의 및 제정 등에 따라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을 바탕으로 융합 분야에서의 적극적 IPR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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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 표준
TTA ITS/차량/
철도/ICT PG,
국내 한국지능형교통
체계협회, 한국
표준협회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SAE, ISO
TC204, ETSI,
5GA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토르드라이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엔제로 외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테슬라/구글/애플, (유럽) Ford/Volkswagen 외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SAE/OGC, (유럽) ETSI, (일본) ISO, JSAE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주행환경 동적 데이터 모델 및 인코딩과 관련하여, LDM 등과 같은 기본개념은 이미 표준화되어 다수의
연구개발 등에서 참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준에 맞는 각 데이터들을 유즈케이스
등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진행되어야 함. 기존의 커넥티드 차량 환경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기본 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확장이 필요함. 관련하여, 다양한 도메인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등이
필요하여, 도로 인프라, 차량 내부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같이 표준화를 논의가 되어야
함과 함께, 국내의 R&D 결과물을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선도경쟁공량 항목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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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협력적 지능형교통체계 등의 범위를 바탕으로, 일부 응용 서비스들을 고려한 메시지 정의
및 사전 등에 대해 기 표준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음
- 자율주행 및 통신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는 표준화의 확장 논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실상 표준기구인 SAE 등에서는 V2X 환경의 다양한 응용지원을 위한 메시지 사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공적표준기구인 ISO TC204에서는 LDM(Local Dynamic Map) 등의 개념적 구조, 일부
인터페이스 등을 기 표준화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확장을 논의하고 있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SO TC204 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동 등을 농해, 국내에서 다양한 R&D로 개발되어온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대응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공식표준화 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부분이 있으나, 일부 표준들을 국내에서도 적용,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개선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화기구와 협력대응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의 서비스정의, 특정 일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 정의 등은
LDM 등의 키워드와 연계하여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사업 등에 의해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단순 사업의 적용 및 가능성 확인으로만 끝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발기술 및 내용이 국내외 표준과 국제표준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틈새표준내용
및 항목 개발 필요
<대응방안>
- (국제표준/사실표준 준용) ISO, SAE 등의 국제표준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상황 및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마련 필요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국내의 관련 기술이 반영되도록 서비스 및 데이터를 정의하고,
국제표준을 확장 및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로 국내표준화를 추진
- (틈새표준 개발) 특정 서비스를 위한 동적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거나, 기정의된 표준을
프로파일링 하는 형태로 틈새표준 개발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동적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상당부분 기출원 특허화의 차별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방향을 바탕으로 특성 서비스 및 데이터 관련 IPR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모빌리티 391

(선도경쟁공략 | 병행) IP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위한 IPWAVE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통신망응용
PG, IETF 미러
포럼

국제

IEEE 1609,
IETF IPWAVE
WG, ETSI TC
ITS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성균관대,
숭실대, ETRI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프랑스) CEA, (미국) Cisco, (칠레) NIC Chile Research 기술
기업
Labs
수준

표준화
단계

국내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성균관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IPWAVE 기반 차량 네트워킹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고, IPv6 over 802.11-OCB 규격이 2019년 12월에
RFC 8691로 제정되었음. 2022년 3월에 IPWAVE WG이 Charter를 개정하여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 Privacy, IPv6 over 5G V2X 문서가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표준화에 국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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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표준을 2022년 상반기에 RFC로 제정 예정
- IPv6 over 5G V2X 기술을 2022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및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기술을 각각 2023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기술을 2025년 하반기에 IPWAVE WG 문서로 채택함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성균관대가 IPWAVE Problem
Statement and Use Cases 표준의 에디터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IPWAVE WG에서의
프로토콜 개발 아이템 선정 및 구체적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을 예정
- IETF 해커톤에 참석하여 제안할 IPWAVE 프로토콜을 IETF 해커톤 프로젝트로 POC하여
IPWAVE의 Problem Statement 문서와 부합됨을 강조하여 WG 문서로 채택되게 함
<표준화 계획>
-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IPWAVE WG 표준 아이템을 병행 개발
- IPv6 over 5G V2X 기술을 2022년 상반기에 TTA PG224에 제안
-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및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기술을 각각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 제안
-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기술을 2025년 상반기에 TTA PG224에 제안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IPWAVE WG의 표준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주도하기
위해서는 TTA 통신망응용 PG(PG224)에서 관련 아이템을 연계 표준으로 개발하여 IPWAVE
WG 표준화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ehicular Networking Security and Privacy, Context-Aware
Navigation Protocol, IPv6 over 5G V2X 기술 개발을 성균관대가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표준특허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 권리범위를 보완하여 진출원을 통해 미국 특허
등록을 추진할 예정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상기 기술을 효과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IETF 해커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POC를
하여 상기 기술의 기능 및 성능을 입증할 예정임. 상기 5건의 표준 제안서가 WG 문서가
될 즈음에 IPR Disclosure를 하고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본 기술을 해외 특허(예, 미국)로
출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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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5G C-V2X 기술 표준

TTA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PG/이동통신
국내
네트워크
PG/이동통신
무선접속/ITS/차
량/철도 ICT PG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3GPP RAN/SA

국내
ETRI, LG 전자,
참여
삼성전자, KT,
업체/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퀄컴, (중국) Huawei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 (한국) LG전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2020년 6월 3GPP Rel. 16 5G NR V2X 무선 전송 및 무선 접속 기술이 제정된 이후, 직접 및 기지국
경유의 간접 통신 기술을 포함하는 자율주행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 추세에 따라, 안정된 자율 주행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저지연, 고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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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3GPP RAN에서는 NR V2X를 위한 직접통신 링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연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원 할당 방법, 브로드캐스트, 그룹캐스트, 유니 캐스트 통신
방식에 대한 DRX를 적용에 대한 표준 개발과 NR 직접통신 링크상에 릴레이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3GPP SA에서는 V2X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응용 계층 확장 연구, 보행자를 위한 V2X
운용 지원을 위한 5G 시스템의 구조 확장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고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NR 직접 통신 링크의 확장기술과 5GC에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RAN 기능 설계 등이 표준화 항목으로 다음 release에서의
예상되므로, 이제 대한 사전 기술 연구가 필요로 됨
<대응방안>
- (사실 표준화기구 활동)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RAN에서의 C-V2X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국내 기업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TTA
PG1104(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그룹)의 국내 C-V2X 표준화 활동과
연계로 국제표준안 제안/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PG 1104를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의 의견이 반영된 무선접속 기술 및 코어망 기술,
V2X 서비스 제공 구조를 아우르는 국내 표준 제정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 위원회 PG 활동) PG1103(이동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그룹), PG1102(이동통신
무선접속 프로젝트 그룹), PG905(ITS/차량/철도 ICT 프로젝트그룹)과의 연계 표준 제정
- (표준화 포럼 활동) 5G 포럼 교통융합위원회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V2X 통신
기술 실증 및 성능 시험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자율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NR-V2X에 대한 성능 확장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3GPP RAN/SA 표준에 대한 표준
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NR-V2X에 대한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확장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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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자율자동차를 고려한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

TTA 임베디드
국내 소프트웨어 PG,
스마트카기술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AUTOSAR
TF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LG전자,
팝콘사,
현대오트론,
LS오토모티브,
만도,
삼성전자,
알티스트,
인포뱅크
볼트마이크로,
DGIST,
ETRI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독일) BMW/보쉬/컨티넨탈/다임러/폴크스바겐/벡터/
선도국가/
이타스, (미국) 포드/GM, (프랑스) PSA, (일본) 도요타/
기업
덴소

표준화
단계

국제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BMW/보쉬/컨티넨탈/다임러/폴크스바겐,
(미국) 포드/GM, (프랑스) 르노/PSA, (스웨덴) 볼보
(일본) 도요타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1) → 전력적수용(Ver.2022)
자율주행을 위한 OTA,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크/통신을 위한 AUTOSAR Adaptive 규격은 AUTOSAR에서
표준화 진행되고 있는 분야임.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완성차 기업(OEM)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완성차 기업의 요구에 맞는 표준화 기구 활동 및 다각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 단계이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선정
* AUTOSAR 표준기구의 특성은 SW플랫폼 적용 여부를 9개의 코어 자동차기업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AUTOSAR Adaptive 플랫폼 표준의 경우 최근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어 기술 표준의 실시간 대응을 위해 매년에 3월/10월, 2회에 걸쳐 표준을 배포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매년
11월, 1회에 걸쳐 표준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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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AUTOSAR협회의 가입 조건에는 회원 상호 간에 AUTOSAR 관련 특허 분쟁을 불허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AUTOSAR 표준화 분과회의는 스피커(의장)와 코치(Core/Strategic Partner)의 요청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자료 조사, 표준화 문서 작업, 검증용 코드 구현, 검증 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표준화를 진행함
- AUTOSAR 표준을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자동차제조사과 티어1
간의 전자제어장치 개발 계약 시, AUTOSAR 적용 여부 및 버전을 명기하여 강제화하기
때문임
- AUTOSAR Adaptive 표준기술은 양산 제품화 단계임(2019년 11월에 여섯 번째 릴리즈가 공개).
매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의 스펙을 릴리즈 중(2020년부터는 매년 1회 배포)
- 자율주행이나 ADAS, OTA, V2X,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유즈케이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클래식 플랫폼으로 대응이 어려워 적응적 플랫폼이 등장
- AUTOSAR 표준은 각 OEM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전장개발 분야의 강력한
사실표준으로 스마트카 전장 시장을 장악 중. 따라서 AUTOSAR Adaptive platform 또한
유사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AUTOSAR 표준은 철저히 관련분야
업계가 주도하는 사실표준으로 OEM을 중심으로 하위 티어 업체들이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
따라서 적절한 민간단체나 정부기관에서 관련표준을 연구/보급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한국자동차공학회 같은 대표 민간조직들은 ISO나 SAE 같은 기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AUTOSAR 표준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전장기술 분야 영향력이 큰 국제
사실표준기구 활동이므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적절한 대응조직(신규 표준화 그룹,
자동차전장협의체 등) 발굴하여 국제표준 활동,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AUTOSAR의 안전성 및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feature에서도 ISO 26262 표준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안전 메커니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모호한 부분과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
- Adaptive Platform의 표준은 초기 단계로 국내의 GENIVI 및 Linux Foundation을 통한 리눅서
표준화 활동 등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표준화 가능성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팝콘사의
경우 Adaptive Platform의 표준화에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닛산 등에 시험 적용하는 단계임
- 국내 자동차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 및 연구소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확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도 AUTOSAR 표준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전략 로드맵의 수립 및 신규 표준화 그룹 수립이 필요
- (표준화 포럼 활동) 스마트카기술포럼을 중심으로 표준인력 양성 및 국내 부합화 및
국제표준 기반 기술개발 노력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UTOSAR
표준화 진행에 따라 변경된 표준안에 대한 정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강점이 있는 출연연/전문연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체/학교/포럼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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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선행)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 시스템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ITS/차량/철
도 PG, ITSK,
KATS TC204
전문위원회

국제

ISO TC204
WG17

국내
참여 ETRI, 자스텍엠,
업체/
디토닉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유럽) HERE, Proximi, (미국) 모빌아이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한국) 자스텍엠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 ISO/PWI 6029-1는 TC204에서 신규 표준 아이템으로
기획되어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기업체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39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7에서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화 항목이 승인되었으며,
각국의 연구소, 부품사, 협회 등에서 참여중
- 이동의 주체인 사람이 소지한 이동형 단말과 자율주행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운송수단, Intrastructure에 장착되어 현재 측위 기술로 활용 가능한 위성(GNSS) 기반,
네트워크(Wi-Fi, Bluetooth 등) 기반, 다중센서(가속도, 자이로센서 등)기반 센서정보를 Sensor
Fusion하여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중
- ISO/PWI 6029-1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표준이
기획되어 신규 아이템으로 승인 절차 진행중임. 본 표준은 4개부로 구성되어 진행될 계획임
(part.1 General Information and uses cases (TR), Part 2 : Concept of data fusion and common
message format, Part 3 : Secured and trusted sensor interfaces, Part 4 : Accuracy and reliability
of positioning information)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 Part.1 개발은 ISO TC204 WG17에서 단독 진행중이나, Part2~4는 WG16,
WG19등과 콜라보 개발로 필요 예상. T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참여기업/기관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TTA ITS/차량/철도 ICT PG를 통한 표준화위원회 활동 참여를 통한 ISO표준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개발과 관련 단체표준, 시험인증표준 개발
- 2025년 이후 ISO 제정 완료후 IS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개발
<대응방안>
- (전문위윈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ISO 6029에 반영할 계획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시장/기술적 파급효과에 기인한 표준화 추진 선점하고 이와 맞춰
연구개발 사업 진행을 통한 기술관련 표준특허 확보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 센서융합기반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 표준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기술 및 알고리즘을
특허로 권리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심리스 실내외 연속측위시스템을 위한 센서융합 방식과 절차를 선표준화하여 정의한 후,
정확성, 기민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관련 IPR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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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자율주행 에지 케이스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OpenX 포럼

국제

ASAM
Simulation

ETRI, KETI,
국내
LG전자, Morai,
참여
SpringCloud,
업체/
AVGenius,
기관
충북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독일) IPG Automotive/지멘스, (미국) ANSYS,
(Global) 인텔/CVC/TOYOTA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유럽) ASCS/Audi Electronic Venture/AVL/BMW/
Daimler/DLR/dSPACE/FZI/IAV/RWTH Aachen/
Opel/OPTIS/Porsche/Rheinmetall Defence Electronics/
Robert Bosch/Siemens/University of Leeds/Valeo/
VIRES/Volkswagen/Volvo/VTI/ZF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선도국가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자동차 시뮬레이션기술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검증 수단으로 요구되기 시작함. 특정 시뮬레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표준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인터페이스 포맷,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등의 정의를 진행하고 있음.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성숙도
측면과 시장 점유율, 표준화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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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맷 및 평가 시나리오 및 개발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의 상호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화 진행 중
-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Simulation Interface 표준, 도로면 속성 파일 포맷, 도로망의 기술을 위한
파일 포맷, 운전 및 교통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콘텐츠 파일 포맷, 기타 시뮬레이션
도구 등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공식표준화 활동은 추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음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OpenScenario, OpenDrive 등 현재 진행 중인 작업반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 시급하며, 신규 표준화 과제를 파악하여 선제적 제안 활동도 병행할 필요
있음. 선진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도 경쟁 전략도 고려해야 함
<표준화 계획>
- 국내의 표준화 대응 조직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OpenX 포럼과 같은 대응 조직을
신설하여 국내 표준화 전략 로드맵부터 국제표준준용 검토 등이 활동이 요구됨
- 국내기업으로는 스프링클라우드가 유일하게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 중
<대응방안>
- (민간 대응) 단기적으로는 핵심기술과 표준 IPR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표준 기고
활동과 정부정책 수립 지원 활동이 요구됨
- (OpenX 포럼) 국내 OpenX 포럼을 조직하여 조직적인 표준화 대응 방안 수립이 시급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표준 로드맵 수립,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제표준 준용 검토 등 시급한 이슈부터 대응이 필요함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ASAM Simulation에서
진행 중인 핵심 표준작업반에 참여하여 국내 대응 전략 수립,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표준항목
중에서 필수특허를 분석하여 기출원 특허의 보정이나 재발행, 분할/연속출원을 진행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향후 글로벌 자율주행 Simulation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국내 시뮬레이션 기술 및 표준 단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하고, 이의 실시 예를 기반으로
필수 특허를 도출하여 핵심 IPR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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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V2X 통신 및 응용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ISO TC20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TTA,
고려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Escrypt, (네덜란드) NXP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Toyota / Honda, (독일)Escrypt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V2X 통신 및 응용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은 Ver.2021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지정되었던 V2X 보안
위협 및 가이드라인이 확장된 분야이며, ITU-T SG17에서 표준으로 활발히 개발 중. 2020년 일부 항목이
표준화 승인 되었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국제표준화 승인을 목표로 표준 개발이 진행 중. 자율차의
안전을 위한 표준화 아이템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표준화 주도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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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7에서 V2X 통신 보안가이드라인 및 커넥티트 차량 보안 위협 표준 개발을
완료하고(2020년), ITS 응용 보안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개발 중
- ITU-T SG17의 ITS 보안 연구반(Q13)을 중심으로 ISO TC204와 표준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해 V2X 통신 응용 보안
가이드라인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2022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표준화 계획>
- 국내에는 안전한 차량 통신 및 응용서비스를 위한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
<대응 방안>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차량통신 응용 보안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ITU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X의 위협
분석을 기반으로 필수 특허 설계 전략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량통신보안 기술관련 IPR 확보, 관련 신
규 표준화 적극적으로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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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커넥티드 차량 침입탐지 및 방지 방법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TTA 응용보안/
평가인증 PG

국제

ITU-T SG17,
ISO TC22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ETRI, TTA,
고려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독일) Escrypt, (일본) 파나소닉, (이스라엘) Argus,
(중국) 화웨이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독일) Escrypt, (일본) 파나소닉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커넥티드 차량용 침입 탐지 및 방지시스템 방법 표준은 커넥티드 차량 및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과 안전
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 기술로 기술개발 초기임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선점이 필요한 분야. ITU-T SG17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시장 형성 초기에 국제표준화 주도 및 자율자동차 보안기술 분야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Ver.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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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차량 보안 위협 및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탐지된 공격을 차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유즈케이스에 대한 표준 개발은 미흡한
상황임
- ITU-T SG17을 중심으로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차량 침입탐지시스템 구현 표준 개발을 완료 예정
- ISO TC22에서는 차량 내부에서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차량용 사이버보안을 위한 프레임워크 정의를 위한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해 차량용 침입 탐지 및 방지
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2022년 국제표준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2021년 ITU-T SG17에서 제정된 차내망 침입탐지 방법 표준을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국내에 도입하는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국내 자동차산업과 공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한 결과를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내 표준으로
개발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대응 방안>
- (중장기 표준 개발 전략 수립) 차량 침입 탐지 및 방지 방법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ITU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ITU-T SG17 연구반을 통한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기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우수한 기술 IPR 개발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기업체 주도 혹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자동차 기술 관련 IPR 확보, 관련
신규 표준화 적극적으로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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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오픈소
스
대응전
략

- 차량 플랫폼 및 지도개발 분야 오픈소스 SW의 국내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1)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증진 필요하고, 2) 자율자동차 기술규격
내용 및 동향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3) 국내 개발자들의 오픈소스에
대한 친화도 확대를 통한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 필요
- 자율자동차 시대가 점차 다가오면서 차량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연계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 및 개발자의 참여는 매우 미비한 수준임. 다양한 차량 플랫폼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동향 공유 및 기술 전파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에
대한 우선 추진 필요

표준화
연계전
략

- 먼저,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특정 자율자동차 핵심 기술규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시도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 및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적용 확인된 국내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 (오픈소스 → 표준화)
- 자율자동차 SW플랫폼 표준은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 (표준화 ↔ 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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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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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3.5.1. 개요
ICT 융합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가치 흐름에 따라 추상화 한 모형을 기술
- 표준화 프레임워크 개발 분야에 대한 최상위의 비즈니스 영역(business domain)을 정의함
으로써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통된 이해를 제공
- 표준화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개념 전달과 습득의 용이성을 촉진
-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개발, 서비스 정의, 표준 갭 분석 작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화 프레임워크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융합 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IT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산업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 통신 인프라는 타국 대비 우수하나,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역량은 미흡하고, 자율주행차 서비스 또한 이해관계 충돌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ICT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는 차량 내의 각종 센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인프라 등과 연결하여 최적화된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대중교통 최적화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
· 교통 혼잡 해결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및 도시기능 효율화
· 교통사고 저감 및 빠른 긴급 상황대응에 따른 국민 안전 강화
3.5.2.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화 프레임워크 추진현황
¡ 비전 및 전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 목적인 ‘대중교통 최적화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통한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교통 혼잡 해결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및 도시
기능 효율화’, 및 ‘교통사고 저감 및 빠른 긴급 상황대응에 따른 국민 안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점 추진 영역을 설정
- 중점 추진 영역은 현재 상황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출되는 영역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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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중점 추진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안전) 차량의 센서, V2X 통신,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 간 충돌 회피,
보행자 보호, 긴급차량 투입 및 군집주행을 지원하는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분야
· (편의) 차량의 센서, V2X 통신 및 차량 내 디바이스 기능을 기반으로 차량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휴식지원, 엔터테인먼트, 일정관리, 디지털 광고판,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자율주행
대중 교통 등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 분야 및 최적의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 (효율) 차량의 센서, V2X 통신, 실시간 차량 운행 정보 및 교통 인프라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을 기반한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분야
¡ 개념모델 수립
- 개념 모델은 비즈니스 기능의 공통성에 따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도메인들 간의 관계로써 표현되고, 도메인 내의 수행 주체들은 다른 도메인의 수행 주체들과
상호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의 개념 모델은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시장 참가자, 비즈니스,
기술, 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도메인 내의 그리고 도메인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잠재적인 서비스를 확인
가능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개념 모델은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직관적이고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상황을 모두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최상위의 비즈니스 영역을 묘사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념 모델에서 정의한 도메인은 다음과 같음.
· 여행자 도메인: 여행자 도메인의 수행 주체는 여행자나 운전자이고, 프레임워크에서 제공
하는 여행자 정보 서비스를 소비(이용)하는 기능을 수행
· 교통관리센터 도메인: 교통관리센터 도메인은 공공 측면에서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과 교통 관련 운영 및 관리를 담당
· 차량 도메인: 차량 도메인은 여행자(운전자)에게 각종 편의 및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써의 기능(서비스 공급)과 차량에 탑재된 센서들을 바탕으로 도로교통 상황을 수집
하는 기능(생산), 또한 타 도메인과의 통신을 통해 수신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행자(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는(소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인프라 도메인: 인프라 도메인은 도로의 차량 및 교통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생산 기능과
이를 센터나 차량으로 전달하는 전송 기능을 수행
·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 서비스 제공자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으로부터 수집된 교통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긴급구산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지불·정산 서비스, 여행자
편의 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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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모델 다이어그램 >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수립
- 개념 모델에서 정의된 도메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도메인 간의 상호 작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체 시스템을 모형화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은 각 도메인별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개체인 액터(actor)로 구성

<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모델 다이어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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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정의
- 서비스 정의는 시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높은 시장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 별로 유즈케이스를 개발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설정된 중점 추진 영역인 안전, 편의, 효율 등
세 개의 영역을 서비스 개발 대상으로 함.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각 중점 추진 영역 별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점 추진 영역별 서비스 현황 >
중점추진분야

서비스 패키지

안전

안전 서비스

단위 서비스 유스케이스

운전자 비서 서비스

편의

광고 서비스

대중 교통 서비스

효율

협력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전 운행 서비스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휴식지원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일정 관리 및 변경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치기반 디지털 광고판 서비스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자율주행 대중 교통 서비스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사고 지점 차량의 우회를 위한 교통관리센터(TCC)-사업자 간
정보 교환 서비스

※ 서비스 패키지: 단위 서비스의 묶음이나 집합을 의미

¡ 표준 갭분석
- 표준 갭 분석은 서로 다른 기기나 시스템 간에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교환
및 운용되도록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정의의 각 단위
서비스를

대상으로

표준화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충족하는

표준을

도출하는

작업으로서, 도출된 표준은 현재 이용 가능한 식별 표준과 향후 개발이 요구되는 잠재표준으로
구분
- 서비스 정의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패키지 및 단위 서비스 유즈케이스들을 토대로 각 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 목록을 도출
- 스마트에너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안된 유즈케이스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보완 개발이 필요한
잠재 표준 목록을 도출

4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표준 프레임워크 잠재표준 목록 >

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I2I 인터페이스

H

노변처리부-신호제어기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노변복합검지시설-노변처리부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IVI시스템에서의 AVN데어터
포맷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맷
정리

ISO TC22 SC3 JWG2

IVI시스템에서의 데어터
포맷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포맷
정리

-

IVI시스템와 일정 정보 저장
및 동기화

L

차량 IVI시스템과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와의 정보 저장 및 동기화

-

P2X통신시스템- SAPs

M

P2X통신시스템의 SAPs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네트워크 &
전송 계층

M

P2X통신시스템의 네트워크 & 전송 계층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물리 &
MAC계층

M

P2X통신시스템의 물리 & MAC계층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보안 및
인증

M

P2X통신시스템의 보안 및 인증 규격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 요구사항

M

P2X통신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을 정의

-

P2X통신시스템-아키텍처

H

P2X통신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H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H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ITSK-CD-19004

개인일정 정보의 표준 포맷
정의

L

개인별 일정정보의 관리를 위한 포맷 표준화

-

개인정보(취향, 성향)정보
포맷 정의

L

개인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취향과
선호도 분석을 위한 정보 포맷 정의

-

개인화에 따른 서비스 방식
정의

L

차량운전자에 맞는 제공서비스 정량화 및
표준화(선호하는 노래나 취향정보)

-

결제 서버 연동 기능

H

차량 단말과 결제 서버 간의 연동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긴급상황정보 메시지 포맷

M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상황정보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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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노변-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M

V2I 통신기반 정보 서비스를 위한
노변-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

M

차량의 통신장치(LTE/5G) 또는 노변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자(ISP)간의 통신
프로토콜 정의

ISO TC204 WG16 NP

노출 광고 정산 서비스

H

차량을 통해 노출된 광고의 빈도/시간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주로부터 정산을 시행하는
서비스

현재 관련된 표준
활동이 인지되지 않음

단말 간 메시지 교환 지원
기능

H

메시지 라우팅 및 차량 단말과 다양한
외부기기간의 메시지 교환 지원 기능

-

보안 기능

H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
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IPv6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IPv6
멀티캐스트 전송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L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사고정보전달
메시지,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사고정보전달
메시지, 긴급차량 경로요청 메시지,
긴급차량 경로반환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표준화 항목

노변또는 차량-서비스 제공
센터간 응용 프로토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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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사고정보전달 메시지 포맷

M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에서
긴급상황을 전달하는 사고정보전달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포맷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에서 우회
경로에 응답하는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반환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포맷

M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에서 우회
경로를 전달하는 사고주변차량
경로재설정요청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작성
예정임

상태정보 취합방법 및
센싱방식 표준화

M

차량내의 각종 선서를 이용해 운전자의
상태정보 취함 및 정보 정의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포멧 정의

L

서비스 제공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정보
표준화

L

각 개인별 분석된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
컨텐츠 정보 표준화 및 정량화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정보포멧 정의

L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수집 데이터 처리·전송 기능

H

다양한 외부기기로부터 수신한 결제 정보를
가공 및 합병하여 결제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실시간 교통상황 기반
배차관리 요구사항 정의

M

노변 기지국과 차량 단말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 흐름 정보를 관제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규격을 기반으로 한
배차관리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M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IPv6 이웃탐색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M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응용 계층
프로토콜 및 메시지 포맷(긴급상황정보
메시지,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L

안전 운행 서비스를 위한 차량 컴퓨터
운전자 앱과 V2X 통신장치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포맷 정의

-

여행자 정보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상태 정보 (위치, 주차, 이동, 고장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HMI

M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과 여행자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 규격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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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과금
데이터 및 포맷

M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금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모델
정의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차량 단말기, 교통관리센터, 서비스
제공자 서버 등과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모델 정의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정보 ((출발지, 목적지, 명령,
고장 상태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H

여행자의 호출에 의해 자율이동체가
무인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주행성능 요구사항

H

온디맨드 자율이동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 주행 성능
요구사항

-

운전자 상태정보 분석을
위한 메시지 정의

L

운전자 상태 정보 분석 메시지 표준

-

운전자 상태정보 입력 방법
표준화

M

스마트 자동차의 개힌화에 따라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위해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상태정보 정의

-

운전자 일정정보 표준화

L

개인화된 운전자의 일정 정보 저장 및
데이터 표준화 및 정량화

-

운전자-차량내부 센서간
응용 프로토콜

M

각종 센서를 통한 운전자 상태 센싱정의

ISO TC22 SC3 JWG2

운전자와 차량내부
센서와의 인터페이스

L

차량 장착 센서와 이를 처리하는 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운전자와 휴대단말과의
정보 포맷 정의

L

휴대단말에서 입수가능한 운전자 정보 포맷
정리

-

M

주변 인식 내비게이터 프로토콜에서 차량
운행상태를 전달하는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포맷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운행상태정보 메시지 포맷

위치 기반 광고 분류 서비스

M

광고의 종류나 우선순위 등을 광고 콘텐츠
외에 부가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
분류하는 서비스

IAB 등을 통해 광고
콘텐츠 자체를
분류하는 표준은
존재하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갖는 표준의 제정 필요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AI알고리즘

L

일정 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 정보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

자율주행 Lv.1/Lv.2 수준의
heavy truck을 대상 군집
형성 및 운영 요구사항
표준

H

자율주행 Lv.1/Lv.2 수준의 heavy truck을
대상 군집 형성 및 운영 요구사항 표준

ISO TC204 WG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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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저장 콘텐츠 로딩 프로토콜

L

차량의 종류(가령, 노선버스 등 궤도차량)나
공익광고 등 미리 차량 단말에 저장된 광고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로딩하는 프로토콜

일반적인 콘텐츠의
파일시스템 기반 로딩
외에 위치 기반 광고의
특성을 고려한 부가적인
서비스 표준 마련 필요

정산 정보 통신 프로토콜

M

정산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광고 노출 정산에
특화된 표준 통신
프로토콜 개발 필요

차내망 접근 프로토콜

H

ISO 13185-2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ISO TC204 WG17

차량 IVI시스템 – 일정관리
서비스 제공자

M

서비스 제공자와 차량과의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

차량 게이트웨이

M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스케줄링 및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
지점의 차량 우회 서비스 유스케이스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사고시
긴급차량 투입 서비스 유스케이스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네트워킹을 통한 안전
운행 서비스 유스케이스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킹을 이용한 안전
운행 서비스 유스케이스 기술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상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H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상태 정보 (위치, 주차, 이동, 고장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차량 센싱 인터페이스

M

차량 장착 센서와 이를 처리하는 장치간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ISO 22902 등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을 근거로 하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점과 해당
멀티미디어가 광고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한
세부 표준 추가 개발 필요

차량 위치기반 차량 내외부
광고 제공 서비스

H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 위치에
유의미한 광고를 차량의 내외부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차량 제어 인터페이스

H

협력형 ITS 서비스를 위한 차량 제어 장치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

차량-휴대단말간 응용
프로토콜

H

ISO 13184-2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안전주행유도 정보 제공 프로토콜 표준

ISO TC204 WG17 NP

차량(IVI시스템) 네비게이션시스템 응용
프로토콜

L

차량 내부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및
GPS센서와의 정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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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H/M/L)

설명

개발
단계

차량(IVI시스템)-노변간 응용
프로토콜

M

다수의 외부기기가 차량 내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스케줄링 및 인증/보안에 관한
표준

ISO TC22 SC3 JWG2

차량(IVI시스템)-휴대단말간
인터페이스

L

차량과 개인정보교환을 위한 개인
휴대단말과의 정보교환 인터페이스

-

H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표준화 항목

차량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차량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H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M

IPv6 기반 차량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정의

IETF IPWAVE WG
개인기고서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H

IPv6 기반 개인휴대단말과 차량/인프라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정의

IETF IPWAVE
WG문서로 IESG 심의
단계임

차량내부센서- IVI 시스템
응용프로토콜

M

각종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IVI시스템에서 처리

-

차량통신시스템-LTE
인터페이스

H

LTE 통신을 이용한 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V2X 통신 아키텍처

ISO TC204
WG16/17/18

탑승객 승하차 관리 서비스
요구사항 정의

M

이용객들의 승하차 장소 추적/관리를 통해
잠재수요 및 노선 공급 수준 파악을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

휴대단말-노변간 응용
프로토콜

H

ISO 13184-2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안전주행유도 정보 제공 프로토콜 표준

ISO TC204 WG17 NP

휴대장치의 일정 정보 저장
및 동기화

L

개인 휴대장치와 IVI시스템 일정 정보
동기화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M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H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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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표준화 항목 도출 및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전략
- 국내·국제 표준화 전략 및 표준화 추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 잠재표준 목록에서 표준개발의
선도 가능성, 시장 파급효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 추진 잠재표준을 선정
< 스마트에너지 표준화 프레임워크 우선 추진 잠재표준 목록 >
표준화 항목

설명

개발단계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ITSK-CD19004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

여행자의 호출에 의해 자율이동체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

-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무인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서비스 정보 ((출발지, 목적지, 명령, 고장 상태 등)
데이터 포맷 정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IPv6 기반 차량 네트워크에서의 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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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Lv.3)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
LG,
SKT/ITSK,
KATECH,
국민대, ETRI

1

1
1

4

ISO TC204,
5GAA, SAE

2
1

4

국제

3
2

정책 5
부합성

자율차표준화포
럼, ITSK, TTA,
KSAE

4
3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스웨덴)SCANIA, Volvo, (네덜란드)TNO,
(미국)Peloton, (한국)현대차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JARI/Hino, (스웨덴)VOLVO, (독일)Bosch,
(중국)reachauto/huawei, (한국)현대차, (미국)퀄컴,
(프랑스)vale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군집의 합류/이탈 운영제어와 군집차량의 종/횡방향 기동 제어를 포함하는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기반 데이터를 이용하는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
- (필요성) 군집주행은 연료 소비량 절감, 배출가스 저감, 교통밀도를 증가시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물류운송업계 및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군집자율주행에서 안전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V2V
데이터 교환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V2I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 따라서, V2I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안전지원 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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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국제
표준화

- ISO/WD 4272 표준화 적극참여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기고 반영

’21~’25

- 신규 과제 제안 추진
- V2I기반 군집주행 안전시나리오 추가

’21~’25

현대차/SKT/KATECH 등
참여기업/기관/학계

ITSK/TTA/SAE

-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
현하기 위한 요구사항

’21~’25

- SAE J2945/6 표준 확장에 기고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신규과제 제
안 추진

’21~’25

’21~’25

자율차 표준화 포럼

국내
대응

5GAA

SAE V2X

- 자율차 및 V2X 전문가들간의 의견수렵
- ITSK 개발 표준 검토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시스템(ISO/WD 4272)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표준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군집운행제어 기능 및 군집기동제어 기능을 포함하는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정의하고 통신을 위한 기본 데이터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진행중
- SAE V2X 통신 위원회에서는 SAE J2945/6 협력형 군집주행 성능요구사항 내용 수용 및 V2X
메시지 사전 표준인 SAE J2735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센서데이터 공유, 기후정보 전달
등) 확장을 위한 V2I 데이터 및 메시지를 확장하여 신규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 SAE V2X 통신 위원회를 통해 V2I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및 요구사항을 신규 과제 및 기존 표준안에 기고 반영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국내개발
표준안인 V2I 기반 안전서비스 시나리오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고 활동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SAE V2X 응용 메시지와 갭 분석을
통해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데이터 수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장, 5GAA 응용
서비스에 군집주행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자율차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국가표준개발위원회 통해 군집주행을 위한 요구사항 반영
V2X 메시지 규격 KS 개발 진행.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참여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자율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위원회에서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메시지 규격 개발중.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도로공사 주관 화물차 군집주행 실증 연구사업 결과인 ITSK
군집주행 표준안을 수용하여 KS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표준기술 시나리오를 권리화할 수 있는 IPR
다수 확보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V2I 기반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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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역량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5

5
4

3

2

2
3

5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개발
단계

1

2

3

4

5

국제표준화
국내 기여도

1

표준화
기구/
단체

2
3
4

현대차, 현대모
국내
비스, 삼성, LG,
참여
SKT/ITSK,
업체/
KATECH, 국민
기관
대, ETRI

5

IPR 확보
가능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1

1
1

4

ISO TC204,
5GAA, SAE

2
1

4

국제

3
2

정책 5
부합성

자율차표준화포럼,
ITSK, TTA,
KSAE

4
3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스웨덴)SCANIA, Volvo, (네덜란드)TNO,
(미국)Peloton, (한국)현대차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JARI/Hino, (스웨덴)VOLVO, (독일)Bosch,
(중국)reachauto/huawei, (한국)현대차, (미국)퀄컴,
(프랑스)valeo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현을 위한 V2I 통신 데이터를 식별하고 안전 서비스 시나리오
적용 가능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규정하기 위한 표준
- (필요성) 군집자율주행에서 기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확장하여,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V2V 데이터 교환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V2I 데이터 교환이 필요함. 이를
위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응용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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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204

국제
표준화

- (WG14)ISO/WD 4272 표준화 적
극참여
- (WG18) 데이터 및 메시지 신규과
제 추진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기고 반영

’21~’25

국내
대응

5GAA

SAE V2X
- SAE J2945/6 표준 확장에 기고
- V2I 기반 안전요구사항 신규과제 제
안 추진

’21~’25

’21~’25

’21~’25

현대차/SKT/KATECH 등
참여기업/기관/학계

자율차 표준화 포럼

ITSK/TTA/SAE

-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안 개발
- 화물차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구현
하기 위한 요구사항
- 데이터 식별 및 메시지 정의 표준 개발
-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자율차 및 V2X 전문가들간의 의견수렵
- ITSK 개발 표준 검토

’21~’25

- 신규 과제 제안 추진
- V2I기반 군집주행 안전시나리오 추가

- 핵심 기술 및 표준 IPR 확보
- 국내외표준 기고 활동
- 정부정책 수립 지원

’21~’25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화물차 군집주행 시스템(ISO/WD 4272) 표준항목이 승인되어
표준안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SAE V2X 통신 위원회에서는 SAE J2945/6 협력형 군집주행
성능요구사항 내용 수용 및 V2X 메시지 사전 표준인 SAE J2735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센서데이터 공유, 기후정보 전달 등) 확장을 위한 V2I 데이터 및 메시지를 확장하여
신규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ISO TC204 WG14/WG18, SAE V2X 통신 위원회를 통해 V2I 기반 군집주행을 위한 안전서비스
적용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에 관한 기고 및 신규과제 제안 추진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능 및 운영 요구사항 중심으로 표준화 진행하고 있어, 국내 TC204 미러 커미티인
지능형교통전문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안 검토 및 국내 산업계 선제 대응 기반 마련.
ISO TC204 WG18 V2I 기반 군집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 신규과제 제안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SAE V2X 응용 메시지와 갭
분석을 통해 군집주행제어 시스템을 위한 V2I 데이터 수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장하고
5GAA 응용 서비스에 군집주행 시나리오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표준화 활동 추진
<표준화 계획>
- 자율차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국가표준개발위원회 통해 군집주행을 위한 요구사항
반영 V2X 메시지 규격 KS 개발 진행.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을 위한 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자율차 표준화 포럼 산하 자율차 데이터 국가표준 위원회에서
협력자율주행을 위한 V2X 메시지 규격 개발 중.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반영 V2I 데이터 및 메시지 포맷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도로공사 주관 화물차 군집주행 실증 연구사업 결과인 ITSK
군집주행 표준안을 수용하여 KS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V2I 기반
군집자율주행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권리화 할 수 있는 IPR 다수 확보 및 기존 특허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V2I 기반 군집주행 안전주행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메시지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 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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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자율이동체 서비스 요구사항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SO TC204
WG1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현대자동차,
42 dot,
라이드플럭스,
카카오
모빌리티,
ETRI, KATECH,
충북대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Waymo, Zoox, Argo AI, (독일) SIXT & Intel,
(중국) Baidu, AutoX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Intel, (독일) Audi, BMW, Continental, 표준
/기업
Bosch, (중국) Baidu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는 자율주행 Level 4 이상의 자율차를 이용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차량은 탑승자 또는 외부 엔티티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로부터 요청된
목적지를 수신하고, 자율적으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요구사항(차량, 탑승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의하는 기술이다.
- (필요성) 운전자가 없이 Level 4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Frost & Sullivan)되는 핵심기술임. 특히,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급이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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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있음. 후속 작업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표준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과제로 제안한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원격 제어 표준화 과제를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행 기술 확보.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정보 데이터 및 포맷 관점 혹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TC204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정보 데이터 및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데이커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신규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SOC 디지털화 Part.1 _ 스마트모빌리티 425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정보 데이터 및 포맷
KATS 교통전문
위원회, TTA
국내
ITS/차량ICT
PG, KSAE,
ITSK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SO TC204
WG14

현대자동차,
국내
42 dot,
참여 라이드플럭스,
업체/ 카카오 모빌리티,
기관 ETRI, KATECH,
충북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미국) Waymo, Zoox, Argo AI, (독일) SIXT & Intel,
(중국) Baidu, AutoX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미국) Qualcomm, Intel, (독일) Audi, BMW, Continental, 표준
/기업
Bosch, (중국) Baidu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정의)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는 자율주행 Level 4 이상의 자율차를 이용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차량은 탑승자 또는 외부 엔티티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로부터 요청된
목적지를 수신하고, 자율적으로 목적지로 이동한다. 온디맨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차량,
탑승자, 서비스 제공자 등) 데이터 및 포맷을 정의하는 기술
- (필요성) 운전자가 없이 Level 4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Frost & Sullivan)되는 핵심기술임. 특히,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급이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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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 WG14에서는 Lv.4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저속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셔틀)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을 2021년 제정하고 있음. 후속 작업으로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표준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과제로 제안한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LSAD 표준화 범위에 관한 논의 중이며, 원격 제어 표준화 과제를 신규 아이템(NP)으로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국내 산학연과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의 성행 기술 확보.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표준화 계획>
- KATS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 반영을 위한 국제표준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S 표준 제정 후 KS 부합화 개발 진행
- 정보 데이터 및 포맷 관점 혹은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단체 표준은 TTA, KSAE, ITSK에
협의하여 국내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대응) KATS TC204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내 산업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를 TC204 표준안에 적극 반영하는 기고 활동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정보 데이터 및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화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및 기고 활동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온디맨드 이동서비스 데이커
포맷과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한 필수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여 ISO TC204 WG14 진행
표준, 신규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특허 확보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온디맨드 이동서비스에 관한 IPR를 확보하고 현재 초임 단계에 있는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고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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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ITS Korea,
자율협력주행산
국내 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
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SKT, KT,
카카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ISO TC204,
ITU-T SG11,
SG16, GENIVI,
W3C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교통관리센터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긴급 사고상황(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유하여 원활한 교통 환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필요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긴급구조 차량을 빠르게 투입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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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SO TC204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는 C-ITS 개념과 연계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도출 및 참조 아키텍처와 관련된 세부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ITU-T SG11 및 SG16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는 자율주행차 환경에서의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 통신에 대한 시나리오 및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표준 제안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등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ISO/TC 204 및 ITU-T SG11/SG16 등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적극적인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GENIVI, W3C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현재 개발 중인 표준항목 및 주요 참여 업체에 대한 분석후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아키테처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신속하게 산학연의 표준화
요구사항 및 항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진행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표준화 항목을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단체표준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과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시장에
요구되는 국내 표준개발을 신속히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IPR을 확보하고, 이들 중 표준화 추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국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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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와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ITS Korea,
자율협력주행산
국내
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ISO TC/204,
ITU-T SG11,
SG17, GENIVI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SKT,
KT,
카카오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국제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구글,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정의) 교통관리센터가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긴급 사고상황(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공유시 필요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기술
- (필요성)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 체증과 사고 당사자들의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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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SO TC204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는 C-ITS 개념과 연계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예정
- ITU-T SG11 및 SG17을 중심으로 긴급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표준
제안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등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학연 협력을 통해 도출한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ISO/TC 204 및 ITU-T SG11/SG16 등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적극적인 의장단
수임을 통한 주도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신규 과제 제안) GENIVI 등
사실표준화기구에서 현재 개발 중인 표준항목 및 주요 참여 업체에 대한 분석후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 관련 표준화 항목 도출 및 신규과제 제안 필요
<표준화 계획>
-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을 통해 신속하게 산학연의 표준화
요구사항 및 항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진행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주요
표준화 항목을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단체표준으로 개발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및 타 기술/기업과 제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
협의회, 스마트카미래포럼과 국내 단체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TTA 및 ITS Korea를 통하여
시장에 요구되는 국내 표준개발을 신속히 대응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교통관리센터와 네비게이션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보안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IPR을 확보하고, 이들 중 표준화 추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 국제 표준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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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4CPM

4 Continuous Phase Modulation

5GAA

5G Automotive Association

ACA

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ACM

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ACP

Aeronautical Communication Panel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EEC

Airlines Electronic Engineering Committee

AGL

Automotive Grade Linux

A-GNSS

Assisted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GPS

Assisted GPS

AI

Artificial Intelligence

APT

Asia-Pacific Telecommunity

ARC

Aviation Rulemaking Committee

ARINC

Aeronautical Radio INCoporated

ARTES

Advanced Research in Telecommunications Systems

ASB

Active Seat Belt

ASBU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AVSI

Aerospace Vehicle Systems Institute

AWG

APT Wireless Group

BAMS

Bridge Alert Management System

BH

Beam-Hopping

BLOS

Beyond Line Of Sight

C2

Command and Control

C3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S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cOS

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

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s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V

Crew Exploration Vehicle

CFDP

CCSDS File Delivery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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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W

Cooperative Lane Change Warning

CNP

Context-Aware Navigator Protocol

COLRE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ons at Sea

CPM

Continuous Phase Modulation

C-V2X

Cellular V2X

DAS

Driver Assistant Systems

DFMC

Dual Frequency Multi Constellation

DGNSS

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DGPS

Differential GP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P

Dynamic Map Planning

DTN

Disruption or Delay Tolerant Networking

DTNRG

Delay Tolerant Networking Research Group

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DVB TM

Digital Video Broadcasting Technical Module

DVB-RCS2

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via Satellite version 2

DVB-S2x

Digital Video Broadcasting : Satellite version 2-extensions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CU

Electronic Control Unit

EDRS

European Data Relay System

EGAL

Enhanced Geostationary Air Link

EGNOS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GS-CC

European Ground System-Common Core

EPS

Electric Power Steering

ERA

Enhanced RPAS Automation

ESA

European Space Agency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ESIM

Earth Station In Motion

ESSP

European Satellite Service Provider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ROCAE

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

EUSCG

European UAS Standards Coordination Group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SMA

Frequency Spectrum Manageme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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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Fixed Satellite Service

FTN

Faster Than Nyquist

GAGAN

GPS-Aided Geo Augmented Navigation System

GBLS

GNSS Based Location System

GENIVI

GENeva In Vehicle Infotainment

GEO

Geostationary Orbit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MR-1

GEO Mobile Radio Interface 1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A

European GNSS Agency

HAS

Highway Assist Systems

HCS

Heading Control System

HDA

Highway Driving Assistant

HGDM

Harmonization on Data Group

HHT

Handheld Terminal

HMI

Human-Machine Interface

HTS

High Throughput Satellite

IC

Integrated Circuit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DM

Interference Detection Mitig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MA

Integrated Modular Avionics

IMES

Indoor MEssaging System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INS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IPN

Inter Planetary Networking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WAVE

IP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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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sector

IWG

Interoperability Working Group

JARUS

Joint Authorities for Rulemaking on Unmanned Systems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JSSA

Japan Smart Ship Application

LANANC

Low Altitude Authorization and Notification Capability

LBS

Location based Services

LCRD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or

LDM

Local Dynamic Map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LOP-G

Lunar Orbital Platform-Gateway

LOS

Line Of Sight

LPP

LTE Positioning Protocol

LSAD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V

Low Speed Automated Vehicle

LTE

Long Term Evolution

LTP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MAC

Media Access Control

MAMES

Multiple Alert Message Encapsulation Protocol

MELCO

Mitsubishi Electric Company

MMS

Mobile Mapping System

MoBISAT

Mobile Broadband Interactive Satellite Access Technology

MOPS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RO

Mars Reconnaissance Orbiter

MSAS

Multi-Satellite Augmentation System

MSS

Mobile Satellite Service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vIC

Navigation with Indian Constellation

NBP

National Broadband Plan

NDS

Navigation Data Standard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stration

NLOS

Non-Line Of Sight

NMEA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NR

New Radio

NSP

Navigation System 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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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

Northern Sky Research

OADF

OPEN AutoDrive Forum

OBP

On Board Processor

OBU

On-Board Unit

OCF

Open Connectivity Foundation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S

Optical Ground Station

OID

Object identifier

OIN

Open Invention Network

OMA SUPL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OTM

On-The-Move

P2P

Point to Point

PADS

Partially Automated In-Lane Driving Systems

PEPSOC

Portable ESA Package for Synchronous Orbit Control(궤도결정/궤도예측)

PG

Project Group

PHY

Physical Layer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QZSS

Quasi-Zenith Satellite System

RAIM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F

Radio Frequency

RFC

Request For Comments

RFI

Request For Information

RITA

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R-Mode

Ranging-mode

RRC

Radio Resource Control

RRLP

Radio Resource LCS Protocol

RSU

Road-Side Unit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RTCM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Maritime

RTK

Real-Time Kinematic

RTLS

Real-Time Location System

RTS

Result Transfer System

RTT

Round Trip Delay

SA

Servi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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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t>IP

Satellite over Internet Protocol

Sat5G

Satellite and Terestrial 5G mobile communications

Sat-IoT

Satellite-Internet of Things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CN

Satellite Communication and Navigation

SC-OFDM

Single Carrier-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SCOS-2000

Satellite Control and Operation System(원격측정/원격명령)

SDCM

System for Differiential Corrections and Monitoring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SES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SESAR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G4

Study Group 4

SHF

Super High Frequency

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LS

Space Launch System

SORA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SOTIF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SPAC

Satellite Positioning Research And Application Center

STM

Ship Traffic Management

SUPL

Open Mobile Alliance Secure User Pane Location Protocol

SWaP

Size, Weight, and Power

TC

TeleCommand

TCG

Trusted Computing Group

TCS

Track Control System

TDRS

Tracking and Data Relay System

TJA

Traffic Jam Assist

TM

TeleMetry

TPM

Trusted Platform Module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

UHD

Ultra High Definition

USS

UTM Service Supplier

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

V2ND

Vehicle-to-Nomadic device

V2NW

Vehicle-to-Network (mobile network base-station such as LTE and 5G)

V2P

Vehicle-to-Pedest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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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V

Vehicle-to-Vehicle

V2X

Vehicle to Everything(vehicle / infrastructure / nomadic devices /
pedestrian)

V2X

Vehicle to everything

VISS

Vehicle Information Service Specification

VIWI

Volkswagen Infotainment Web Interface

VMM

Vehicular Mobility Management

VND

Vehicular Neighbor Discovery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VSS

Vehicle Signal Specification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AA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IC

Wireless Avionics Intra-Communication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P

Work Party

WRC

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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