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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RPA Challenge 대회 

자율주행은 2000년  이 까지 일부 학의 랩들과 정

부 연구소 등에 의해 산발 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

으며 주로 로 공학 쪽에서 모바일 로  기반으로 개발

이 이루어졌다. 이후 자율주행의  세계 인 개발을 주

도한 것은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라고 생각한다. 이 때 부터 실질 으

로 양산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이 목되었으며 당시 개

발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재의 자율주행 기술들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DARPA의 1회 회는 Grand 

Challenge로서 2004년에 개최되었다. 사람이 차량에 탑

승하지 않고 미국 모하비 사막지역 240km를 차량 스스

로 주행하는 미션이었다. 경주에 나선 자율주행 차량  

완주한 차량은 단 한 도 없었으며 카네기 멜론 의 차

량이 11.78km를 주행한 기록이 부 다. 그러나, 1년 

후 2005년에 같은 미션으로 치러진 회에서 5 의 차량

이 체 구간을 완주하 으며 스탠포드 학의 스탠리

(stanley) 이 6시간 54분 기록으로 1 를 차지했다. 2

는 카네기 멜론 학의 드 이었다. 무인차의 가능

성을 확인한 후 DARPA는 Urban Challenge를 2007년

도에 개최하 다. 96km 도시 구간을 폐쇄된 공군기지에 

조성하여 6시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하 다. 모든 교통 

규칙을 수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과 장애물, 합류하는 

차량들 속에서도 안 하게 운 해야 하는 것도 미션에 

포함되었다. 이번 1 는 카네기 멜론 학이었고 우승

은 스탠포드 학이었다. 두 학이 우승과 우승을 번

갈아가며 수상하면서 두 학의 연구 원들이 구 , 우

버 등으로 스카웃되기 시작한다. 구 에서는 스탠포드 

학의 자율주행 책임자 던 세바스찬 스룬이 개발을 주

도하 고 우버는 자율주행 연구인력 40여명을 카네기 멜

론 학으로부터 스카웃 하게 된다. 때 맞춰 자동차

에서 AVC(Autonomous Vehicle Competition) 회를 

2009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다. 11개 학이 참가하여 

실제 지원받은 차량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여 다양

한 미션을 수행하 다. 우승은 한양 학교 이 차지하

으며 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각 학을 심으로 자

율주행 차량 개발이 극 으로 시작되게 된다. 

▶▶ 그림 1. Grnad Challenge에서 2005년 우승한 stanley[5] 

2. OEM과 ICT의 자율주행 개발 현황 

2.1 구글(Google)

구 은 2010년에 도요타 리우스 차량을 개조한 자율

주행 차량을 공개하 다. 선루  에 velodyne 사의 64

채  lidar 센서를 장착한 이 차량은 캘리포니아의 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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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시 가 성큼 다가왔음을 공표하

다. 실제로 재까지도 도심에서의 주행 기록을 축

하여 2014년에 이미 70만 마일 이상 주행한 기록을 가지

고 있다. 2015년에는 조향장치와 가감속 페달이 없는 컨

셉카를 만들어서 구  회사내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테스

트를 이어나가고 있다. 자율주행 번호 을 획득한 회사

나 학교들은 발 한 주의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매해 주행한 자율주행 차량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 은 가장 성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하

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날씨에 주행을 하 으며 무

슨 이유로 엔지니어가 자율주행 차량을 시스템 해제했는

지 등을 매우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개발 이

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까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구 이 공

개한 동 상을 보면 도로 공사 때문에 경찰 이 수신호

를 통해 차량을 통제할 때에 lidar 센싱 정보를 기반으로 

수신호를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인 것으로 측 

된다. 최근에는 량 생산체재를 갖춘 차량 OEM들과 

력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 선 을 꽤하고 있으며 먼 , 

FCA와 력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진다.  

▶▶ 그림 2. 조향휠과 가감속 페달이 없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6] 

2.2 벤츠(Benz)

벤츠는 ADAS등의 신기술을  세계 으로 가장 먼  

양산 차량에 장착하고 있다. 최근 옵션으로 장착되는 

distronic plus를 보면 교통 혼잡 시 일시 으로 자율주

행을 지원해주는 TJA(Traffic Jam Assist)기능을 가장 

먼  양산했다. 자율주행 한 마찬가지로 가장 먼  양

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회사들이 

lidar 센서에 의존하면서 센서 가격이 radar 정도로 낮춰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벤츠는 과감하게 lidar 센서

를 사용하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자체 

개발한 스테 오카메라와 radar 센서를 기반으로 정

지도와 융합하여 구 하 다. 따라서, 재까지 양산성을 

본다면 벤츠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장 실성 있다고 

보여진다. 벤츠가 1970년 부터 자체 으로 스테 오카

메라 기술은 개발하여 2000년 에는 독보 인 기술을 보

유하여 이를 자율주행에 목시킨 사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벤츠는 한 화물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목한 최 의 

회사  하나이며 물류 수송에서 자율주행이 먼  상용

화될 것이라 상하고 활발히 비하고 있다. 

 ▶▶ 그림 3. 벤츠의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 [7]

2.3 우버(Uber)

우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로서 최근 세계 으로 

서비스를 넓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결

되어 운행이 지되기도 했었다. 우버의 업 이익  

부분이 운 자의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우버는 자율

주행에 있어서 가장 진 인 회사  하나이다. 최 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자동으로 주행하는 차량 개발을 

해 수많은 인력들을 스카우트 하고 있으며 구 에서 

나와서 창업한 자율주행 트럭 회사 ‘오토’를 인수하 다. 

따라서, 우버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략은 가장 

실 이다. 우버는 우버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

선을 략 으로 자율주행 코스로 개발하고 있다. 를 

들어, 피츠버그 공항에서 인근 호텔까지 노선을 자율주

행 가능한 경로로 개발 인 것이다. 우버 한 여러 자

동차 OEM들을 상으로 자신들의 자율주행 kit를 장착

하여 단 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 최근

에는 포드 차량을 개조하여 자율주행 택시 시범 사업을 

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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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우버의 자율주행 시범운행 택시 [8]

2.4 현대기아(Hyundai/Kia)

기아 자동차는 2016년까지는 자율주행 련하여 

 외부에 당사의 기술을 홍보하거나 시연하지 않았

다. 따라서, 부분의 미디어들은 자율주행 련 OEM들

을 분류할 때에 기아 자동차를 낮게 평가했었다. 

2016년 CES에서 기아자동차가 DriveWise라는 슬로건

으로 캘리포니아 모하비 주행시험장에서 유럽 워 블로

거들을 상으로 쏘울 기차의 자율주행 시연을 선보

으며 2017년 CES에서는 세계 60여개 기자단을 상

으로 아이오닉(Ioniq) 기차량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승

회를 실시하 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주변 4.3km를 

교통 통제 없이 주행하는데 성공하 으며 기존 미디어의 

평가보다 높은 기술력에 포 스, CNET 등으로부터 호

평을 받기도 했다. 특징으로는 선루  에 lidar를 장착

하는 신 방 범퍼에 4layer lidar 센서를 매립하여 양

산차와 거의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본 필자

는 자동차 근무 당시 아이오닉 자율주행 챠량 개발

을 주도하 으며 그 결과 미국 공도에서 자율주행 차량

을 시범 운행한 좋은 경험을 했다. 2017 CES 자동

차의 스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의선 부

회장이 직  자율주행 아이오닉을 타고 연설 장소에 도

착한 것처럼 연출하여 화제를 낳기도 했다. 

▶▶ 그림 5. 현대자동차 IONIQ 자율주행 시승 모습 [9]

2.5 테슬라(Tesla)

테슬라는 autopilot 이란 서비스 명칭으로 자율주행 기

술을 양산 제공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옵션을 사용하려

면 비싼 액(약 2,500달러)을 지 해야 하지만 많은 이

용자들이 세계에서 autopilot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기능 으로는 최근 양산된 자율주행 련 기능 에서는 

가장 진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선  차간 거리 

유지 기능과 운 자가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수행 한다. 테슬라도 벤츠와 마찬가지로 

lidar를 사용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다. 2016

년 5월에는 autopilot을 사용하던 운 자가 방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autopilot에 한 

기술  검증을 한 사례도 있다. 조사 결과 테슬라는 제작

결함 없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부풀려

서 홍보했다는 비 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엘런 

머스크는 방 드실드에 장착한 모빌아이 카메라가 

방 측면에서 진입하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사고

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그 결과 모빌아이는 더 이상 

테슬라에 자율주행용 카메라를 공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테슬라는 카메라 8개를 사용하여 새로운 autopilot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산 비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카

메라 1개만 사용했었다. 앞으로 테슬라의 autopilot이 자

율주행 시장을 주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그림 6. 테슬라 모델S autopilot 모드 주행 [10]

2.6 모빌아이(Mobileye)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기반의 자동차용 카메라 개발 벤

처 다. 계속 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연구 인력을 수

하여 매진한 결과, 재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 부품 업체로 발돋움 하 다. 16년 7월에는 인텔, 

모빌아이, BMW가 자율주행을 한 기술을 력하기로 

합의 했으며 올해 3월에는 인텔이 모빌아이를 17조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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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모빌아이의 기술

력은  세계 으로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재 세계 

ADAS 기능을 한 카메라 모듈의 80% 이상이 모빌아

이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텔, 모빌아이, BMW 

연합은 올해 하반기에 40여 의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CES에

서 모빌아이 부스를 방문하여 단안 카메라로 방 차선, 

연석, 보행자, 신호등, free space, 도로 표지  등을 실

시간으로 정 하게 분류해내는 상을 보고서 앞으로 자

율주행  ADAS 시장은 모빌아이의 향력에서 벗어

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그림 7. 모빌아이 카메라 라스베가스 도로 영상 실시간 인식 [11]  

2.7 엔비디아(NVIDIA)

엔비디아는 몇 년 까지만 해도 단순히 컴퓨터 GPU 

개발 회사 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율주행을 한 랫

폼 개발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까지 새로운 근 방

법과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율주행 련해서

는 이세돌과의 바둑 국 승리로 최근 각 받고 있는 딥

러닝 기술을 극 으로 응용하고 있다. 기존 개발자들

은 보통 센서정보 취득 – 주변 환경 인지 – 험도 

단 – 경로 생성- 차량 제어의 5단계를 거쳐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 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센서정보 취득 

– 딥러닝 – 차량 제어로 5단계를 3단계로 이는 획기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로 인지한 픽셀 정보

를 기반으로 사람이 운 하는 방법을 차량에 학습 시켜

서 차량 스스로 운 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방법이

다. 따라서, 카메라 외에는 다른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차선이 없는 길, 격한 곡률 등을 약 한달 간의 학습을 

통해 무리 없이 운 자는 모습을 공개하 다. 주목할 

은 센서 입력단에서 어떠한 처리( 를 들면, 어떠한 것

이 차선이고 차량이며 보행자인지 등)도 입력하지 않았

으며 딥러닝 기반 차량 스스로 어떠한 요소가 운 에 

요한지를 단하고 제어했다는 것이다. 향후 딥러닝이 

지속 으로 발 한다면 이미지 분류(classification) 뿐

만 아니라 자율주행 단/제어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그림 8. 엔비디아 2017 CES 자율주행 시연 [12] 

3. 기술적 난제와 극복 방안 

3.1 정밀 위치 인지 (Localization)

자율주행 기능 구 을 해 가장 핵심 인 기술  요

소가 무엇이냐고 군가 묻는다면 재로서는 정  치 

인지라고 고민 없이 말할 것이다. 자율주행을 구 하고 

있는 부분의 연구소/기업 등에서도 localization 이라

고 표 되는 이 기술을 효과 으로 구 하기 해 노력

하고 있다. 아무리 정 한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차의 

정확한 치를 지도 에 표시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

용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진입/진출을 해 

치인지가 필요하고 도심에서는 교차로 응을 해 필

요하다. 내차의 정 한 치를 인지할 수 있다면 차량 센

서를 통한 주변 차량, 보행자, 도로 연석 등의 정보들이 

정 지도 에 정확히 맵핑 가능하다. 정확한 맵핑 정보

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차의 향후 

행동 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해본 경험에 의하면 실도로에서 정  치 

인지 오차는 30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이 이상 오차가 

커진다면 차량은 주행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치 인지를 해서는 카메라, lidar, gps 센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gps 센서로 자차의 략 인 치를 인

지하고 주변 지형 정보 (연석, 건물 외벽 정보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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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킹 정보 (차선, 횡단보도, 정지선 등)등을 융합하여 

사용한다. 센서로 인지한 사물의 분류(classification)가 

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지한 사물이 연석인

지 건물정보인지 분류를 하지 못하면 큰 에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돌발 상황 (Fail/Safe)

자율주행은 여러 센서와 많은 로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부분 으로 fail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를 들

면, 카메라 센서 원이 불안정하여 입력이 일정 샘 동

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lidar 센서 표면에 나뭇잎 

등 어떤 물체가 붙어서 정보 취득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돌발 상황에 해 사 에 고려하여 응할 

수 있는 fail/safe 로직이 필요하다. 부분 인 센서의 인

지 실패라 할지라도 다른 센서들의 조합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던지 일정 시간 이상 센서 입력이 들어오지 못하

면 자율주행을 단하고 운 자에게 제어권 천이(take 

over)를 요청한다던지 하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 미국이

나 국내 자율주행 면허 발 시에도 fail/safe 련 내용

이 심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운 자에게 fail 상황을 

알리고 차량도 사  입력된 액션을 취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 그림 9. 자율주행 차량 localization (Ford 자율주행차량) [13]

3.3 제어권 천이 (Take over)

SAE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단계  벨3 단계 까지는 

운 자가 자율주행  방을 주시해야 하며 한 상

황에서는 제어권 천이를 통해 수동주행으로 제어권을 변

경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

기 때문에 완  자율주행이 가능한 벨4 까지는 운

자가 한 제어권 천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보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표

인 HMI(Human Machine Interface) 연구 분야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업체들에서는 자율주행 

 인지한 사물에 한 정보 달뿐 아니라 자율주행 제

어권 천이를 한 다양한 실제 시험들이 행해지고 있다. 

어느 시 에서 제어권 천이를 한 정보를 송할 것인

지, 한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송할 것인지(음향, 진

동, 화면 등) 그리고 운 자가 제어권 천이를 완료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등을 철 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벨3 자율주행 양산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0. 탑승자를 위한 정보 표시계 (테슬라 autopilot) [14] 

3.4 자율주행 운영 체계 및 기존 운전자 수용성 

미래의 자율주행 운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한 측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먼 미래에는 모든 차량

이 자율주행으로 주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 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이 함께 도로를 주행 할 것으

로 측된다. 그 다면 기존의 수동 운 자들이 자율주

행 차량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요한 문제

가 된다. 실제로 도로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받고 테스트

해보면 부분의 수동 운 자들은 자율주행 차량을 답답

해 하고 추월해 간다.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단  제어

기가 기존 사람에 비해 매우 보수 으로 동작하기 때문

이다. 그 다고 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사람과 비슷하게 

운 하는 것이 좋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구 의 경

우에도 사람과 비슷하게 운 하는 로직을 자율주행 차량

에 넣었다가 충돌 험이 높아졌다는 기사도 있다. 다수

의 자율주행 차량이 있고 소수의 수동 주행 차량이 혼재

할 때에 소수의 수동 주행 차량이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

의 보수 인 단  제어 로직을 이용하여 부분의 도

로 리소스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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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국에서는 최근 스마트 시티 구축이 한창인데 

그  하나의 스마트시티에서는 1층에서는 자율주행 차

량만이 운행하고 일반 차량은 지하에서만 운행할 수 있

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해당 스마트 시티 1층은 모두 자

율주행 차량만 운 될 것이기에 기존 차선  신호등이 

필요 없는 새로운 도시 구조가 탄생 할 가능성이 있다. 

▶▶ 그림 11. 싱가포르 도심 택시 시범운행 (CARTS) [15]

4. 자율주행 기술 향후 발전 방안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과 인류의 생활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4차 산업 명의 주인공으로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에 일반인들도 많이들 심을 가

지고 있다. 로  기술에 비해 일반인의 기술 인식과 실제 

개발된 기술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도 자율주행의 장

  하나일 것이다. 2016년 까지는 개별 자율주행 기능

이 탑재된 차량에 해 도로 주행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

라고 한다면, 향후 자율주행 기술은 컨트롤 타워에서 어

떻게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효과 으로 제어할 것이

냐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먼  가까

운 미래에는 V2I, V2V 등 자율주행 차량과 인 라, 차

량과 차량 통신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 기능의 안정성

을 높이고 기존에 제공하지 못한 역의 인지를 가능하

게 할 것이다. 공유 차량을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속

도로 빠르게 개발되어 먼  시범 으로 사업을 실행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정

의될 것이며 차 서비스 지역을 넓 가게 될 것으로 

측 된다. 개별 OEM들도 2020년 반에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포함한 자율주행 기능을 출시할 것으로 보

이며 완  자동 주차 기능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 완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재까지 OEM과 학이 주도로 자

율주행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나 소 부품사와 벤쳐 기

업들이 활발히 부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차량 부품도 ADAS  자율주행 센서 등이 가장 가 른 

성장세가 상되기 때문이다. 모든 센서를 국산 제품으

로 장착한 토종 자율주행 차량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의 

주요 도로를 주행할 날이 오길 기 한다.  

▶▶ 그림 12. 자율주행의 미래 예상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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