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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study on autonomous car’s industry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of US, China, Germany, Japan and Korea. By analyzing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y paradigm shifts
of autonomous car industry, I was able to figure out autonomous car has high potential to be dominant
transportation in the future and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core competency in technology area. The
meaningful findings by analyzing various primary and secondary data are as followings:
First, in case of US, Google was leading autonomous car industry by developing its own OS and
Platform. US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and interacting with private firms and
Universities for stimulating industry/technology convergence and establishing standard. Second, in
case of Germany, autonomous car development was leading by several auto makers such as Mercedes,
BMW in Hardware and manufacturing area, and German government was focusing on deregulations
for private company. Third, in case of Japan which quite similar with German situation, they were both
independently developing technology and expanding alliances with MNCs. And Japanese government
was supporting triple helix system construction between loc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urth,
in case of China, autonomous car industry was leading by IT companies, and various cooperations
between IT companies and automakers were established. Chinese government was regulating foreign
companies and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both in market and technologies
Last, in Korean case, the active and extensive alliances were lacking in Korean companies while strategic
and strong government supports were missing in public sector. For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and
players, more active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strong policy supports are needed in
Korean auto industry.

Keywords: Autonomous Car, Driverless car, Industry Policy, Corporate Strategy, Knowledge
Management
1

논문접수일: 2017년 3월 29일; 1차 수정: 2017년 6월 22일; 2차 수정: 2017년 9월 7일

2

baekseoin@stepi.re.kr

2017. 9

1

백서인

1. 서론

바와 컨넥티드카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며, 바이두는
BMW와 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의 엔터테인

자동차 산업은 현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

먼트 회사 LeTV는 에스턴 마틴사와 협업을 통해 무인

중에 하나이며, 기술 및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써, 기

전기차를 개발해 양산작업에 돌입했다 (서동혁·김승민,

술혁신과 고용창출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

2017). 한국도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와 함께 자율주

는 산업이다(Kim, 1997, 1998).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행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스코와 협업관계를 구축

필수적인 요소였던 자동차산업은 1차 산업혁명을 통해

하는 등 비교적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다

그 첫 번째 르네상스를 맞이하였고, 화석연료 기반의

양한 분야의 다수의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엔진의 효율성 개선작업 거쳐 전기모터와의 혼합사용

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복잡한 협업관계

(Hybrid)을 추구하거나(Fujimoto, 1999; 2006), 순수

와 경쟁구도를 지니고 있다.

전기모터만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

자동차는 20,000여 개의 정밀부품이, 세밀하게 조립

렇게 발전해 오던 자동차 산업은 21세기 들어 더 이상

되어 기능을 하는 최첨단 기술의 융합체로써 (Posth,

사용연료의 친환경적 변화만을 추구할 뿐 아니라, 보다

2008), 오랜 시간 지속된 연구개발과 혁신은 자동차를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바

90%이상의 정밀부품에 의해 완성되는 기계제품에서,

로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이제는 80%이상의 전자제품으로 구성되는 첨단제품

차(Autonomous car)로의 변화이다 (서승우, 2017; 기

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석철, 2017).

을 도입하고 다른 차량/기기와 통신할 수 있는 최첨단

자율주행차는 복합성 때문에 세계주요국의 정부와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토록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기업이 보다 공격적이고 폭넓게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

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나

하고 있다 (정규민, 2017). 독일의 BMW, 벤츠 그리고

라의 핵심 성장 동력인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

폭스바겐은 가장 앞서 전기차기반의 자율주행차의 개

고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주자들의 십자포화 속에 생존

발과 기존 모델의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인식기술 개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과 기

선과 제어기술의 안전성 그리고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

업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세계 주요국의 주요기업

오 분석과 이에 관한 매뉴얼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기

의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과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석철, 2016). 미국의 구글과 애플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알고리즘과 패턴 연구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

산업에 대한 각국정부의 정책, 주요 기업의 전략 현황

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법 제도의 표준화와

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여 깊이 있는 학술적, 실무적

이에 필요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선점에 중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점을 두고 있다 (NHTSA, 2015). 일본의 토요타는 덴
소와 함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산학연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마이크로 소프트
와 컨넥티트 카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Atkin, 2016).
마지막으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자국기업 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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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및 산업 현황

의 지원 폭은 줄어들게 된다 (Leyden & Link, 1991).
또한 공공부분의 R&D 지원금은 민간 R&D를 유발하

2.1. 산업정책

는 강력한 효과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의 국가

후발주자들이 추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국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한 산업

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Cho & Kim,

의 성장은 주로 후발주자,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시행되

1998). 정부의 정책은 크게 진흥정책 (promotion poli-

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공래·송위진, 1988). 하지

cy)과 규제 (regulation policy)를 들 수 있는데, 진흥정

만 최근 들어 4차 산업을 필두로 한 급격한 산업지형

책은 대표적으로 국가 과제를 통한 연구개발 장려 (기

의 변화는 미국, EU 등 많은 선진 국가 역시 바이오, 신

술적 지원,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바이

자 활성화), 수출세,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있으며, 규

오 산업 등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에서 산업정책을 구

제는 환경오염에 관련된 규제 (e.g.배기가스 규제), 안전

사하도록 만들고 있다 (김동수·김용덕, 2007; Lewis &

관련 규제 등이 주를 이룬다 (이영희, 1994; 이공래·송

Wiser, 2007). 산업정책은 전략적이고 대규모의 자본

위진, 1988; Lach, 2002). 이러한 규제적 정책들은 국

이 투입되는 과정이기에 잘못된 지원정책은 해당 산업

민건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존

의 공급과잉을 유도하여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산

재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업을 레드오션화 (Red Ocean) 시켜 부가가치를 현저

진흥정책의 성질도 포함한다 (최석식, 2011). 예컨대 중

히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

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 환경분야의 기술력을 촉진하

라서 정책의 결정과 구사에는 매우 전략적이고 장기적

기 위해 자국시장의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자국

인 시각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다수의 영역에서 산업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성향이 강한 합작사 설립

책의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정책을 유도 했는데, 이는 사실 자국기업의 해외 선진기

진행되어오고 있다 (Mitchell, Drazin & Glynn 2000;

술 습득과 내재화에 큰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엄미정,

Johnson & Jacobsson, 2003; Connor, 2004; 정선양·

2001; 백서인·김희태·권상집, 2014; 백서인·이성민·장현

안두현·이장재, 2001; 최병헌, 2010; 최석식, 2011; 최원

준, 2016; 이광호·조용래·우청원·정장훈·최종화·이주영·

석, 2016; 백서인, 2017). 본 연구는 최첨단 기술의 복합

유상욱·이충현·김명순, 2016; Beugelsdijk & Cornet,

체로서의 변혁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산

2002; Romijn & Albaladejo, 2002). 이처럼 정부의

업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이 어떠한 진흥정책과 규제

사업정책은 진흥과 규제적 성질을 때로는 동시에 때로

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영위하려 하는지에 초점

는 따로 지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고도화 시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이공래·송위진,
1988).

2.2 기업전략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인 R&D 지원금은 민간 투

기업의 전략이란 특정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기업

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실현하

을 능가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행

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며 (Lach, 2002), 산업 발전

동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Porter, 1980). 이러한 경

초기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이 전략적인 투자와 집중을

쟁에서 생존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통해 성장하여 수요와 공급이 안정되고 나면 산업정책

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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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usunoki et al., 1998). 특히 어떤 기술과 생산 그

의 장기적 정책과 기업의 전략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리고 마케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하며, 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토요

러한 행위들의 기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의 가이젠 혁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just in time

(Wernerfelt & Karnani, 1984). 이 전략적 선택에 관

생산체계 구축 (Nonaka, 1987, 1994; Fujimoto, 1998;

해 Meyer & Roberts (1986)는 기존 기술과 시장에 관

Kusunoki et al., 1998), 현대자동차의 건설적 위기조성

련된 제품을 선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

을 바탕으로 한 도약 (Kim, 1998), 그리고 탄탄한 내수

과가 좋다고 주장하였으나, Pavia (1990)의 연구에서

시장으로 바탕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상하이 자동차의

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Hayes & Wheel-

M&A 전략 (Xiao et al., 2013; Nam, 2011, 2016; 백서

wright (1984)은 기술혁신 지향적인 제품이 바람직

인, 2017)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하다고 본 반면, 이와 대립되는 연구들 (Holt, 1988;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Meadows, 1968)은 시장 지향적인 제품의 성과가 높다

보다 통합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후발주자의 Catch-up 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2.3.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분석대상으로는 일본, 한국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목적지와 주행환경을 인식하

그리고 중국 등이 있으며, 주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핸

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신 전자·제어, 정보통신 기술

드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산업 등이 있다(Siggel-

이 자동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자동차가 통신망에 연

kow, 2003; Fujimoto, & Park, 2011). Nonaka (1987,

결되어 정보를 운전자와 차량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

1994), Fujimoto (1998), Kusunoki et al., (1998)의 연

다 (문영준, 2016; 윤용기, 2017; 정태수, 2017; 장기태,

구에서는 일본산업의 경쟁력 구축과 기업의 혁신능력

2017). 이와 동시에 차량 자체의 제어 시스템, 외부와

을 뛰어난 조직의 학습능력과 현장과 소통 그리고 암묵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 역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

지를 중시하는 전략적 과정을 통해 규명하였고, Khan-

다 (정기철, 2016). 자율주행차는 크게 비자동, 기능제

na et al., (2011) 은 한국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은 이러

한 자동, 조합기능 자동, 제한된 자율주행 및 완전자율

한 일본식 경영전략과 서구식 경영방식을 효과적으로

주행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자동차 회사들

조합하여 가능했다고 보았다. Kim (1998) 은 한국기업

이 보유한 기술은 보편적으로 레벨 3-4 사이의 수준이

고유의 전략적인 선택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중요한 시

다 (박재형, 2016; 임기택, 2016; 최정단, 2016). 5단계의

기에 더욱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R&D 투자에서 나온다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목적에 따라 차량

고 말했고, Hu & Hsu (2008) 는 수직 계열화된 구조

안전을 위한 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는 차량

와 부품에 대한 자체 생산능력 유통망을 통해 인하우

안전기술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 (In-house)와 아웃하우스(Out-house) R&D를 접목

차량 편의 기술로 분류 되는데 자율주행차의 출현은

시키는 전략적 능력이 한국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주변 감지 시스템과 가속/감속, 조향 등의 명령을 내리

주장했다.

는 중앙제어장치,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액추에이터 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자동차 산업은 앞서

으로 구성되어 카메라, 레이더, GPS, 센서, 소프트웨어,

많은 연구가 있었던 국가 및 기업별 혁신특성이 가장 중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자 부품 관련 시장의 활성화로 이

요한 영역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

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tkin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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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정의
레벨

정의

개요

비자동

운전자가 항상 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 등 안전에 민감한 기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및 안전 조작에 책임

Level 0
(No Automation)
기능 제한 자동
Level 1

(Function-specific
Automation)
조합 기능 자동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일부 기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ACC(Adaptive Cruise Control),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자동 브레이킹 전에 민감한 기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및 안전 조작에 책임
어떤 주행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지만, 운전자가
여전히 모니터링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ACC 및 차선중앙유
지(Lane Centering), 핸들 및 페달 미제어

제한된 자율주행
Level 3

(Limited Driving
Automation)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경보 신호 제공

완전자율주행
Level 4

(Full Self -Driving
Automation)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하기만 하고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
고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출처: 산업연구원(2016), NHTSA(2013) 재인용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인식, 판단, 제어

이 사실이다 (Atkins, 2014). 이에 대비하여 Quanergy

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가장 앞 단에 있는

systems를 비롯한 다수의 저가형 라이더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장애물과 길, 사람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

업체들 역시 등장하고 있다 (백서인, 2017).

는 센서기술이다 (Atkins, 2014). 현재는 이미지 센서기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센싱기술은 레

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용

이더나 라이더 보다는 이미징 센싱 기술과 통신기술을

이미지 센서는 모빌아이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

접목하여 비교적 경제적 가격에 인식을 가능케 하는 벤

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인텔에 인수되었다. 인식 단계

츠의 방식이다 (박재형, 2016). 비교적 인식이 용이한 지

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다른 기술은 레이더인데, 기존의

역에서는 이미지 센싱을 주로 사용하고, 특히 도로의

이미지 센서가 날씨의 영향과 수풀이 많은 지역, 사람

구조가 복잡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의 인

이 많거나 비슷한 형태의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식은 해당 지역에 다른 센서를 장치하여 각별히 주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지만 레이더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송과 판단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라이더 (Lidar)인

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V2X 기술이다 (임기

데, 기존의 레이더보다도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판단

택, 2016).

이 가능한 정밀한 센서이다. 다만 라이더의 경우 높은

기존의 컨셉이 차량과 차량이 핸드폰처럼 통신이 가

가격 때문에 양산화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

능하여 서로 사고를 내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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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연구원(2016)을 재인용

<그림 1> 자율주행차용 Lidar 및 센서의 종류

의 주행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V2H, V2I까지 확

& Kurman, 2015). 2013년 독일의 자동차 소비자 설문

장되면서 차량과 도로가 통신하고, 차량과 기지국, 차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자의 49%가 자동차의 성능

량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

보다 스마트 폰 연결 기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로 V2X의 핵심 이다 (심상규, 2016; 민경원, 2016; 곽수

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자동차에 전자·통신 기능을

진, 2016). 이를 통해 자칫 이미지 센서에서 범할 수 있

이용한 편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하고

는 오류를 보완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있어 빠른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Levy, 2015). 또한 미

보다 원활한 작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

래에 자동차 수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부

중통신의 실현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족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 정보

증대하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면서 생산하는 실시간

를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 감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최

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근 연구에 따르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신호등을

V2X 통신은 주로 IT 업체 및 통신업체들이 주체가 되

도입하면 자동차 정지 횟수를 40%, 차량 운행 시간을

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KT에서

25%, 연료 소모량을 1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진행 중이며 곧 건설 중인 고속도로와 톨게이트를 시작

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통해 2020년 전체 차량 장착 시

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AT&T와 퀄

연간 교통사고 절감효과 최대 3.72조, 교통사고 사망자

컴 등의 회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선도적으로 연구를

감소 효과 0.75명, 보행자 사망자 감소 효과 0.66명이

해오며 최적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김문식, 2016; 박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y, 2015).

철, 2016; 심규섭, 2016;).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기술 때문에 확실한 운전
자 안전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 및 규정이 요구

2.4. 자율주행차 산업 동향 및 전망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자동차 안전을 담보하기 위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동차 내에서의 편의서비스 증

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TPMS), 차체 안정성 제

가, 교통체증 해소 및 안전사고 감소 등과 같은 핵심 가

고장치(ESC), 차선이탈경보(LDWS), 자동 비상제동장

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매우 밝다 (Lipson

치 (AEBS) 등의 의무 장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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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Qualcom(2016) 재인용

<그림 2> V2I 통신기술의 개념

의 경우 승용차 대상 신차 안전프로그램 종합등급 평

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큰 잠재력

가(Euro NCAP)의 안전성 강화 로드맵에 맞춰 이와 같

을 지니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은 안전성 제어장치의 최소 장착률을 기존 3~10%에서

주요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하나가 되어 표준

2015년 50~100%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미국은 2016

과 기술 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

년에 모든 자동차에 전방추돌경보(FCW), 차선이탈경

다.

보(LDW) 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Atkins, 2014; NHTSA, 2014).
향후 앞서 말한 V2X와 같은 차량용 통신망 인프라

3. 연구 방법 및 데이터 수집

가 구축됨에 따라 2019년에는 전체 차량의 절반 정도
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세계 자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의 정부 산업정책 및 기업의

율주행차 시장은 2010년 394억 달러에서 2019년 783

연구개발 전략에 대해 기존의 분석 자료에서 볼 수 없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었던 보다 동태적이고 역동적인 사실들을 통합적으로

인 예측 기관들은 모두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기존차량

도출해 내기 위해 프로세스가 효과적이고 (Edmond-

대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맥킨지의 경우

son, Bohmer, & Pisano, 2001), 보다 설득력 있는 실

2030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변경될

무적 시사점과 결론을 제안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것으로 예측 했으며, IHS는 2035년 4000만대 이상의

있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사용 하였다 (Eisenhardt &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IHS 역시 자율주

Graebner, 2007). 기본적으로 사례연구는 일어난 현

행차 시장을 궁극적으로 8,000만대에서 1억대의 시장

상의 이유 (Why)와 그리고 어떻게 (How) 그러한 현상

2017. 9

7

백서인

<표 2> 자율주행차의 시장전망
예측 기관
Mckinsey(2015)

IHS(2015)

연도
자율주행차가 2025년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해 2030년 보편화되고,
교통사고 90% 감소, 연 1,900억 달러 비용 절감 예상
자율주행차는 2025년 23만대에서 연 48.3% 증가해 2035년 1,180만대에 달하고, 2050년 대다수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되어 8,00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

ABI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4년 110만대에 달하고, 2035년 4,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Research(2014)
Damler(2014)

핸들조차도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차가 2025년 시장에 등장

Navigant(2013)

2035년에 자율주행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전망 (2020년 8,000대 →
2035년 9,540만대, 연평균 85% 성장)

Insurance
Information(2013)

완전자율주행차가 미국 도로에 출현하기까지는 15~20년 소요

출처: 각 사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

인터뷰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깊이 있는 내용을 추가

행되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이나 기타 실증연구보다 좀

및 보완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국내외 기술관련 전문

더 자세히 그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권상

가 그룹 (엔진, ECU, 배터리, 프레임), 정책전문가 그룹

집·백서인·김희태·장현준·김성진, 2013; 백서인·이성민·

(정부부처 사무관,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그룹 (공

장현준, 2015). 그렇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해

학, 산업정책, 아시아 연구분야 교수) 과의 심도 있는 인

의견을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새로운 현상

터뷰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부족했던

이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더 유용하다 (Dutton &

점과 해당 발전단계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대표적

Dukerich, 1991). 실제로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연구인

인 혁신 기업을 추가하였다.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2

Kim (1998)의 현대자동차 연구, Fujimoto (1999)의 토

시간 정도 진행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각 산업 발전단

요타 연구, 그리고 Nam (2011, 2013, 2015)의 중국 자

계에서의 정부정책과 기업전략과의 특성에 대해 인터

동차 산업 연구 모두 심도 있는 자료조사와 In-depth

뷰를 진행했다. Kim (1998), Nam (2011, 2013, 2015),

인터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량적 연구에서 발견할 수

Xiao et al., (2013)의 인터뷰 방식을 차용하여, 기본적

없었던 보다 동태적이고 깊이 있는 학술적, 실무적 시사

으로 구조화 되어있지만 개방된 형태의 인터뷰를 통해

점을 제공했다.

심도 있고 동태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국내 전문가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국내외 저명 기관들이 작성한

는 해당 부처, 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서, 각 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신문기사,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 절차는 가장 많이 활용

보도, 자율주행차 관련 논문 및 각종 Working paper

되는 Eisenhardt (1989)의 연구 프로세스를 준수하였

와 같은 1차 자료를 통해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들을 면

고 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아래 <표 3>에 상세히 나

밀히 조사하고, 2차적으로 국가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

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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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본 연구의 프로세스
단계

세부 활동

연구의 시작

세계 주요국 주요기업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지원정책, 기술 규제, 표준 및 전략 현황 조사 및 비교 분석

사례 선정
프로토콜 준비
현장 조사

자료 분석
(인터뷰 대상자 및
소속기관, 전공, 경력)

사례 대상 기업: 세계 주요국 및 선도적 자동차 기업
기초 자료 수집 분석 및 연구개발 현황 조사
각 사별 전문가 및 엔지니어 인터뷰 진행
전문가 1: 김윤석, 현대자동차 엔진개발팀 엔지니어, 경력 25년
전문가 2: 최호정, 현대자동차 엔진개발팀 엔지니어, 경력 5년
전문가 3: Kentaro, 토요타 하이브리드 연구팀 연구원, 경력 5년
전문가 4: 최재혁, 컨티넨탈 인젝터 엔지니어, 경력 8년
전문가 5: Yufei, SAIC(중국 이치자동차), 엔진 설계 팀 연구원, 경력 5년
전문가 6: 김재헌, KAIST 기계공학과 엔진설계연구실 연구원, 경력 5년
전문가 7: 최문기, KAIST 교수 및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경력 35년
전문가 8: Koji Tanabe,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경력 30년
전문가 9: Masaharu Tsujimot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 경력 10년
전문가 10: Foo Maw De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경력 15년
전문가 11: Hang Chang Chieh,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경력 35년
전문가 12: Chen Jin, Tsinghua University, 경력 20년
전문가 13: 강명구, 서울대학교 교수 및 아시아연구소 소장, 경력 30년
전문가 14: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 경력 30년
전문가 15: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센터장, 경력 10년
전문가 16: 김희태, 한국기계연구원, 미래기술경영실, 경력 5년
전문가 17: 최원석, 조선일보 자동차 전문기자, 경력 15년
전문가 18: 고준만, 현대자동차 기획팀장, 경력 20년

명제 도출

사례연구 및 현지 관찰사항 기록/정리, 전략적 방향 도출

문헌 비교

각국 주요사의 융합연구 지원정책 핵심 역량 도출 및 반영

연구 종료

연구의 이론적 공헌도 및 실무적 시사점 도출

출처: 연구의 목적에 맞게 Eisenhardt(1989)를 참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폭넓은 인
지도와 기업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중

업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김왕동·김인수, 2002;
김경묵, 2011).

국, 한국 등 주요국의 대표기업을 시장점유율, 기술력,
브랜드 파워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하였으며 (백서인·이성민·장현준, 2015), 이들 기업 외에
도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비 자동차 기업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선정된 기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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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의 대상
사례 기업

업종

제품군

비고

GM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미국 기업

포드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미국 기업

상하이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중국 기업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독일 기업

토요타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일본 기업

닛산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일본 기업

현대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한국 기업

Naver

IT

인터넷 및 포털 서비스

한국 기업

삼성

IT

가전/모바일/반도체/디스플레이

한국 기업

KT

통신

통신 인프라

한국 기업

인텔

IT

컴퓨터/프로세서/IT 서비스

미국 기업

Uber

서비스

카 세어링

미국 기업

Tesla

자동차/IT

자동차/우주항공

미국기업

Didichuxing

서비스

카 세어링

중국 기업

BMW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독일 기업

Mercedes Bents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독일 기업

Googel

IT

검색 포털등 IT 서비스

미국 기업

Apple

IT

아이폰 등의 모바일 제품

미국 기업

LeTV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 및 유통

중국 기업

상하이 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중국 기업

지리 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중국 기업

체리 자동차

자동차

승용차/상용차/자동차 부품

중국 기업

Baidu

IT

인터넷 포털 서비스

중국 기업

Huawei

통신장비

스마트 폰 및 통신장비

중국 기업

Alibaba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국 기업

출처: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저자가 직접 정리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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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되었다. 또한 가장 적합한 통신 및 센서 적용 방안이 다
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실증 분석되어 자율주행 상용화

4.1.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에서 테스트

4.1.1. 미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된 1년 동안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교통부는

미국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은 표준과 자국기업

2013년에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남부 텍사스주

의 시장 선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 자율주행을 허가하였다. 그 외에도 뉴욕에서는 보행

를 위해 지자체 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며,

자 사고예방, 와이오밍에서는 복합 교통사고 예방 및 경

학교, 기업 정부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

제효과, 탬파에서는 러시아워시간의 교통체증 해소 및

한 기술을 테스트 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부터 다양

교통 효율 증가량을 측정하는 등 지역별로 자율주행차

한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왔는데 1995년에는

가 가질 수 있는 핵심가치인 사고예방, 교통 효율 증가,

카네기멜론 대학이 98% 수준의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편익 증대 등의 컨셉들을 실증적으로 테스트 해오고

2004년 DARPA의 ‘Grand Challenge’를 통해 본격적

있다.

인 자율주행차 개발경쟁이 시작되었는데 모하비 사막

미국은 이러한 테스트 베드 구축과 함께 자율주행차

을 완주해야 하는 이 대회에서 첫해 아무도 완주하지

관련 세계적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국토

못했으며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스탠포드 대학이 처음

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의 단계는 세계적인 기준으

으로 완주하였고, 2007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더

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앤아버, 뉴욕, 플로리다 등지에서

높은 난이도의 미션을 완수하며 우승하였다 (Lipson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파일럿 테스트를 바탕으로 실제

& Kurman, 2016).

자율주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들에 대한 개발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던 미국의 자율주행자

과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자국기업의 발전을

동차 미시간 주에 건립 된 M-city를 통해 더욱더 활성

장려하고 있다. 테스트 베드 구축은 단기적으로 미국은

화 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기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실험할 테스트 베드들을 적극적

인 M-city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이슈들

으로 제공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을 직접 테스트하고 이에 맞게 제도와 법을 제정하기

는 미국정부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자율주행차에 적용

위해 2012년부터 운영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교통부

되고 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융합연구와 혁신의 생태

인 NHSTA가 자율 주행차의 4가지 단계를 모두 테스

계를 구축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트 하고 있다. 이 엠시티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level

미국이 구글 애플과 같은 IT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1의 수동적 운전 보조기술에서 level 4의 완전자율주

나 구글맵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만들고 표

행기술을 모두 테스트 완료하여 상용화 하고자 하고 있

준을 선점하는 전략을 지지하고 이를 승인해 주고 있는

다. 또 다른 대표적인 테스트 베드는 바로 앤아버 (Ann

것은 테스트 베드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

arbor) 인데, 전체길이가 73마일에 이르고 27개의 갈

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와 법 제정을 선도

림길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 전체를 자율주행차의 테스

적으로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플랫

트 베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2800여

폼 비즈니스의 독보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주안점을

대의 자동차가 다양한 센서와 통신장비를 장착하여 테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 되고 있으며, V2V, V2I 적용방안이 다양하게 실험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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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HTSA(2014)

<그림 4> 미국정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현황

출처: NHTSA(2014)

<그림 5>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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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독일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화한 자율주행차 부품의 공급에서도 핵심부품을 공급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강국인 독일의 자율주행차 정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 기존의 제

책은 자국을 대표하는 자동차기업의 연구 활동에 대

조업 위주의 전략에서 자율주행차용 알고리즘과 소프

한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철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

트웨어와 ECU(Electric control unit)등을 보다 정교하

다. 1986년 독일 뮌헨의 독일 국방 대학 소속의 에른스

게 개발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

트 딕만 교수가 주도하는 팀이 시속 100킬로까지 자율

록 다양한 협업관계와 M&A를 유도하고 있다 (채승엽,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

2016).

행 기술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87년부터 1995년까

하지만 독일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위

지 ‘유레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차

주의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가 없다. 기존의

의 대한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Dudenhöffer,

글로벌 내연기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업

2016). 기본적으로는 독일 정부는 다른 나라와 같이

체들 위주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

정부의 주도하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를

으며,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인 일본의

위해 2012~2015년 ‘CONVERGE (Communication

전략과도 상당부분 흡사한 부분이 있다. 구글이나 애

Network for Vehicles on the Road with a Global

플, 테슬라와 같이 다수의 다른 업종의 신흥 기업들의

Extension)’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미국이나 알리바바, 상하이 자동

하여 자동차와 교통 하부 구조, 서비스 제공자와 자동

차, 텐센트, 바이두 등의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율

차간의 통신을 위한 협력적 아키텍처 기술 및 운용 프

주행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서로 다른

레임워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자국의 자동

기업의 협업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중국과 달리 독일의

차 제조회사들이 보다 선도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연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연구나 새로운 기

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애물을 철저히 제

술을 적용시키는 방안보다는 자동차산업적인 관점에서

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료의 제동(Bureaucratic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집중되어

brake)’으로 불리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난 2016년부터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터 ‘일입일출(one in, one out)’ 규율을 바탕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4.1.3. 일본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을 장려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츠쿠바 기계연구소가 최초로 30km로

독일의 테스트 베드 구축은 유로 존에 있는 특성을

주행가능한 자율주행차 모듈을 개발한 것을 필두로 일

고려 독일 국경 내 테스트를 먼저 진행한 다음 인근 국

본의 자율주행 연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의 활

가로의 확대를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유

발한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

로차원에서의 자율주행차체계 구축에 힘쓰며 궁극적

본재흥전략’, ‘미래투자전략 2017’등을 통해 일본이 기

으로 독일주도의 유로존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확대

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와 점차 동력을 일어가는

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핵심부품에서의 선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긴밀한 산학연

점 역시 노력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부

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사구시의 태도를

품인 엔진, 인젝터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보쉬나 컨티넨

취하고 있는데 다수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보유 하

탈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이들 기업이 패러다임이 변

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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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장려하고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
이 맞춰져 있다.

미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현상 타
개를 위해 토요타 자동차, 혼다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

세부적으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2년 고속도

기업과 히타치 제작소 등 부품 기업이 모여 전략적 협

로 상에서 제한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Auto Pilot

력 영역에서 기술과 부품을 공동 개발할 계획 수립하고

System’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있다. 현재 협력 가능 영역으로 주로 논의되는 분야는

용 전용번호판을 발급해오고 있으며, 현재 2020년 동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시험 방법, 인간의 각성도 판

경올림픽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

단 지표 등 인간 관련 연구, 사고정보 공유를 포함한 기

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단번에 완전 자율자동차 도입

반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분야 등이며 이를 위해 일

을 추구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

본정부는 산학연의 협동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쿄대학과 나고야 대학을 위

의 자율주행 추진전략은 다양한 부처의 협의체 구성을

주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

통해 안정적이고 신중하지만 깊이 있는 테스트와 연구

발 활동을 진행해 오는 것인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

를 동시에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에

학의 참여율과 주도적 역할이 가장 크게 발휘되고 있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

다.

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Atkins (2014)

<그림 6> 일본정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협의체 구조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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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중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의 BAT(바

중국정부는 현재 전기자동차와 함께 무인이동체 (드

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각종 대형 인터넷 관련 업체

론+자율주행차) 산업을 국가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

들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산업에

로 지정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조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IT 업체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

업을 대표하는 전통 자동차 산업과 인터넷이 융합된 스

해 자체적인 스마트 자동차 운영체제(OS) 개발하고 차

마트카 산업은 중국의 정책기조인 ‘중국제조 2025’과

량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판 Uber

‘인터넷 플러스’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지원을

인 Didichuxing, 바이두 역시 자율주행차와 카세어링

받고 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자

서비스를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국방과학

이다.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들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과

기술대학은 2011년 7월, 고속도로 286km 구간을 평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바이두,

87km/h, 3시간 22분에 완주하였고, 군사교통학원은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의 자국 IT 업체들과의

2012년 11월, 고속도로 104km 구간을 평균 100km/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집중 투자

h으로 완주하였다. 또한 중국 버스 회사인 유퉁은 지

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민간 협동으로 30

자체의 지원을 통해 정저우시에서 카이펑시까지 32 킬

여개의 기업과 연구소로 구성된 ‘중국 지능연계 자동차

로미터를 운행하는 무인버스를 시속 약 65 킬로미터로

산업 기술혁신전략연맹(CAICV)’을 설립하면서 V2X,

운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기

정보보안, 상용차, 시험측정, 정책법규, 관리통제 등을

존의 다른 산업에서의 산업정책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공동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쳐진 자국기

최대의 자동차 시장을 가진 만큼 본 협의체를 통해 국

업에게 정부에서 핵심 부품 수입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제 기술표준과 법규,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선도하겠다

혜택을 주고 해외의 우수한 기술들이 유입되어 자국기

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의 기술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4.1.5. 한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

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벨로다인, 델파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이, Quanergy systems 등 세계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

을 수립하여 무인이동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업들을 인수합병하고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기

추진하고 있다. 본 정책은 지난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

술력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를

문회의,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초빙하면서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바이두

적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운

는 자율주행계의 대가인 중국계 미국인인 앤드류 응 스

행을 거쳐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

탠포드 대학 교수를 초빙하고 실리콘 벨리의 인공지능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전문가를 연이어 스카우트하고 있다.

국산화 추진, 관련 제도 정비, 자율주행 시범도로 테스

중국의 자율주행차 관련정책이 과거 산업정책과 조

트베드 구축, 차량 간 또는 차량-인프라 간 통신 전용

금 다른 점은 자국기업간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국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있다.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융합과 협력을 중요하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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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연구원(2014)재인용

<그림 7>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로드맵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일본의 정책과 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인이동체의 대표적인 테스트

우 흡사한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ITS(Integrative

베드 시범사업은 서울 - 세종간의 고속도로 건설과 함

Transportation System)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스마트

께 진행될 예정인데, 120킬로의 길에 통신기술과 지능

자동차 기술 개발을 연계하여 보다 융합적인 정책적 지

형교통체계를 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집중적으

원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래창

로 상용화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미

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

실행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실행한 미국과는 최소 10년

고 인프라 구축은 국토교통부, 서비스와 콘텐츠산업 육

이상 뒤쳐져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1호 자율주행

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원화된

차를 승인한 것이 2016년 인데 이는 구글이 2012년 미

지원체계 구축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

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운행 승인을 받고 330만 킬로미

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R&BD 전략 중 차량용 IT 및

터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고 2017년 크라이슬러와 함께

SW 부품기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R&D 중장기

자율주행차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고, 토요타가 산학연

전략 중 자동차 지능형 ICT 카와 ICT 카 서비스 개발

협업을 통해 ITS 시스템 적용모델 출시 완료한 다음이

전략,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다. 또한 닛산은 다른 화성용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

체계(ITS) 계획 등 역시 고차원적인 협력체계 구축단계

며, 벤츠는 기본 인식 기술 및 제어기술을 완전자율주

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자동차 등장에

행 4단계까지 테스트를 완료하여 완성제품 출시를 눈

따라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도로교통과 관련된 새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운 법·규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규제 개선에 가장

약한 중국도 국가주도형 모델을 개발해 테스트 주행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이러한 노

하고 있고, 자동차 핵심부품사인 콘티넨탈, 덴소, 보쉬

력도 매우 부족하다. ICT 강국의 장점을 살려 자율주행

는 이미 자율주행차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인수

차 관련 통신 분야의 선도적인 표준을 점령하고자 노력

합병 하였으며,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차 관련 인식 카메

중인데, 이 역시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라 세계 시장 70%이상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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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

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

니고 있는 구글 어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한 대응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지도 정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고, 이 서비

말에서 2017년 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핵

스가 통신과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융합

심 부품의 R&D 지원사업, 융합기술 개발지원, 인프라

되어 실현된다면 스마트 폰의 OS같이 모든 자동차에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등은 모두 해외 주요국의 사례

모듈화 되어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막대

를 벤치마킹 하여 제정되었다. 한국만의 특색을 지니고

한 사용자 수익과 생태계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현재로써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 받던 애플의 경우는 그
상황이 좋지 못하다. 스티브 잡스 시절부터 애플의 차
세대 먹거리를 자동차로 지목해 왔고, 오랜 시간 애플

4.2. 세계 주요제조사의 자율주행차 전략

은 애플카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왔다. ‘Titan

4.2.1. 미국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전략

project’ 로 명명된 스마트 카 개발 프로젝트에 26억 달

미국의 구글은 명실상부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선도

러의 R&D가 투입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고용되어

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다. GM이나 포드

GM, BMW, 폭스바겐과 협업해 애플카 개발과 출시에

와 같은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와 달리 구글은 자율주

힘써왔다. 하지만, 데이터 확보, 명확한 컨셉 그리고 독

행차를 위치데이터, 사용자 주행패턴 등의 인식 단계

자적인 차별성 구축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며 지지부진

에 집중하여 접근하며 자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하고 정

한 실적이다. 하지만 블랙베리 출신 임원 및 다양한 IT

교한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소비자 패턴과 니즈를 반

회사들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의 끈을 놓

영시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차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면허를

2009년에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0년 첫

취득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전략으로 변해 스마트 카

모델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미국정부의 첫

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런칭에 집중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험을 허가 받았다. 이후 2013년 80만 킬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

로 이상 시험주행에 성공했고, 핸들 및 브레이크 없는

하다. GM은 On Star에 인터넷 기반 페이스북, 화상

시험차를 통해 공도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혁신

채팅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구글과 안드로이드

적인 실험에 주목했다. 기존에 GM, 포드 등과의 협업

OS 탑재 및 On Star 서비스 제공 합의했다. 2018년에

관계를 통해 차량생산을 노력해왔지만, 2017년 최종적

Cadillac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차량 스

으로 크라이슬러와 손잡고 퍼시픽 카 100대에 자율주

스로 속도와 간격을 조정하는 Super Cruise라 불리

행기능을 탑재하여 출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궁극적으

는 반자동 드라이빙 기술을 넣을 예정이다. 포드의 경

로는 차량자체보다는 자율주행기능과 그 플랫폼을 선

우, 2013년 12월 미시간 대학과 함께 개발한 Fusion

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보다 정확한 인식기술 실

Hybrid 자율주행 연구차 공개했으며, 완전 자동화의

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이미지 센싱을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계획을 세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날씨와 주변 환경에 크게

지 않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텔레매틱스 플

영향을 받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 높은 정확도를

랫폼 “SYNC” 개발하고 있으며 소니와 차량용 엔터테

지니고 있는 레이더/라이다는 가격이 비싸 활용에도

인먼트 시스템 장착에도 힘쓰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글은 현재 자사가 지

능과 전기차를 접목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테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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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공격적이고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적인 운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Google의

테슬라의 모델 S, 3, X에 모두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Search & Send’를 S class와 CL class 쿠페에 장착하

의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한 형태로 지속적 출시가 예

였고, 라디오, 전화, MP3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합한

정되어 있는데, 대형 트레일러와의 충돌로 인해 운전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도이치텔레콤과 개발하여 출시를

가 사망하고, 중국에서도 테슬라의 사고가 이어지는 등

앞두고 있다. BMW의 경우, 독자 개발보다는 다양한 협

악재가 겹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완성도에 대한 신뢰

업 관계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실현에 앞

도는 다소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오너인 엘런머스크가

장서고 있다. Google, AT&T와 차량용 커뮤니케이션

빠른 시간 내에 10배 이상 정교한 자율주행차 기술을

플랫폼 커넥티드 드라이브 개발하고, 애플 iPad와 연계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보다 혁신적인

하여 고장지원, 뉴스제공 서비스, RIM의 블랙베리 스

제품의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마트 폰과 자동차를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컨

이외에도 미국은 카세어링 업체인 우버가 무인택시

티넨탈과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텔과 마이크로 소프트가 각각 모

시내에서의 주행도 가능한 자동차 판매하는 것을 목표

빌아이를 인수하고 토요타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본격

로 하고 있다. 2013년 초 스스로 주차를 하는 무인주차

적인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시장의 진출을 선언하였으

기술을 공개하였으며, 2014년 자율주행기술인 Piloted

며, 애플이나 구글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ZOOC와 같

Driving 기술을 탑재한 James 2025 공개하였다. 또

은 자율주행차 벤처들을 설립하는 등, 대기업 외에도

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다양한 자율주행차 관련 유망 벤처들이 설립되고 있어

개발하여 베이징 시내에서 무인주행을 실시해오고 있

자율주행차 HW, SW뿐 아니라 전체적인 벨류체인에

다. 아우디는 A7은 미국 스탠포드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있어 모두 경쟁력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900km에 달하는 거리의 자율주행에 성공, 2020년까
지 자율주행 관련 기술 상용화 계획이며, 현재 독일 내

4.2.2. 독일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전략

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자율주행을 공격적으로 실

독일의 경우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주도적으

행 중에 있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3사는 자율주행차의

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벤츠의 경

필요한 핵심 기술인 정밀 지도의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

우 하드웨어적 기술과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의 구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동으로 노키

자동차로 평가 받고 있다. 2013년 9월 S500 Intelligent

아의 ‘Here’를 인수하는 등 핵심 컨텐츠와 기술력 확보

Drive 연구차량으로 100km 시범자율주행에 성공,

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상용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쉬와 컨티넨탈을

데 이어, 2013년 8월 S-클래스 차량으로 만하임-포츠하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행보는 핵심부품

임 구간(90km) 무인주행 테스트에 성공했다. 150만 유

과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선도적

로의 연구비를 지출하며 2014년 80km까지 달릴 수 있

이다. 먼저 보쉬는 현재 자율주행차용 센서를 시장에

는 자율주행차 Future Truck 2025를 선보이며 주행에

서 공급하고 있는 동시에 2017년 미래형 자율주행 자

서도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 냈다. 특히, 인식기술에

동차를 위해 온보드 컴퓨터를 선보였으며, 보다 완성도

있어, 카메라와 라이더를 조합한 인식 방법으로 합리

있는 컴퓨터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인

적인 가격에 가장 효과적인 인식률을 보이며 가장 안정

공지능 기술과 머신러닝을 적용한 자율주행차용 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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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선보일 계획이다. 콘티넨탈의 경우 BMW와

요타 그룹이 경쟁사와 특허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

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차세대 차량 접근 기술을

이 있다.

공개하였으며,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에 친환경과 자율주행차에

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통신사와 협업하여 텔레매틱

가장 혁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업체는 바로 닛산이다.

스 및 플랫폼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핵심 부

닛산은 과거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Leaf

품사들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를 개발에 미국에 진출했고, 실제로 뉴욕시의 Yellow

의 한정된 부품생산 및 공급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

cab에도 다수 적용되는 등 전기차 부분에서도 가장

시키고, 자율주행차 시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닛산의 개방적이고 선도적

제품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업에 힘쓰고 있다.

인 개발전략은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다. 2013년 8월 MIT, Stanford, Oxford, 도쿄대 등 대

4.2.3. 일본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전략

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Leaf’ 자율주행차를 공개하였

일본기업들 역시 독일과 흡사한 형태로 자동차 제조

고, 2018년에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자동차

사 위주로 핵심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의 협업관계 구축

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완벽한 시내주행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상대

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외

적으로 약한 소프트웨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협업관

에도 닛산은 미 항공우주국(NASA)와 함께 스스로 주

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버전의 Leaf를 연구개발하며,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토요타의 경우 다양

HMI(Human Interface)와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한 방면에서의 자율주행차 개발전략을 구축해 오고 있

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화성에서 주행이 가능한 자율

다. 독일기업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서도 약점 보완을

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위해서 마이크로 소프트와 컨넥티드 카 개발을 위한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분야로의 진출을 진행하고

‘Toyota connected’ 설립하여 텔레매틱스 서비스 공

있는 기업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특성상 필요한 최첨

동개발에 착수 하였다. 2013년 1월 자율주행용 시험 모

단 소재와 동력제어 기술 등의 차세대 융합개발 사업으

델 AASRV(advanced active safety research vehicle)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개한 이후 2014년 안전거리 유지 및 차선유지 기능이

이외에도, 인터넷 기업 DeNA와 자동차 기술 개발업

결합된 AHDA(automated highway driving assist)

체 ZMP는 합작사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가 탑재된 자율주행차 5년 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있고,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 6개사와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등이 가능한 자동

덴소, 파나소닉 등 6개 부품사는 3D 지도 등 자율주행

차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토요타는 2015

에 필요한 공동 기술 개발에 합의하여 본격적으로 자

년 1일 고급세단 크라운의 모델에 최신 버전에 세계최

율주행차 생태계와 벨류체인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초로 차량 간 통신과 교통인프라와 통신이 가능한 ITS
시스템 버전을 탑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요타

4.2.4. 중국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전략

는 자율주행관련 특허 보유수가 약 1,800개로 앞도적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자동차 제조기

인 격차로 기술을 축적 중이며, 2위 역시 토요타의 계

술의 격차를 극복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보다 실

열부품사인 덴소가 800개의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토

용적이고 공격적인 개발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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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추격 전략과 흡사하게 중국 정부는 전폭적

최초의 컨넥티드 카를 공개한 바 있다. 통신장비 및 전

인 지원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자국의 IT, 인터넷

자제품 회사인 화웨이 역시 동시에 여러 자동차 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주도로 새로운 국면의 협업관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하였고, 엔

구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이 발전을

터테인먼트 기업인 LeTV가 베이징 자동차와 에스턴 마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은 알리바바,

틴사와 동시에 무인 전기 스마트 카 개발에 착수하는

바이두, 텐센트를 필두로 한 IT기업들이 빠르고 공격적

등 많은 회사들이 복잡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바탕으로

으로 리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두는 BMW, 베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카세어링

이징 자동차 및 체리자동차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개발

업체인 Didi는 카세어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해 왔으며 2017년 4월 19일 상하이 모터쇼에서 자율주

차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고, 웨이라이 자동차, 유샤 자

행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아

동차, 중신통신, 샤오펑자동차 역시 자율주행차 개발에

폴로(Apolo)’ 의 지식재산권을 무료로 공개했다. 또한

몰두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 역시 상하이 자동차와 2016년 말 세계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업체 중에는 민간업체들의 움

<표 5> 중국 기업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기업

스마트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협업내용

바이두

지난해 9월 BMW와 협력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자율주행차 주행기술을 실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바이두는 BMW 차량에 바이두지도, 음성식별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 지난 2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인 ‘카 라이프(Car life)’를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폴로(Apolo)’ 공개

알리바바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알리바바는 ‘커넥티드카’ MOU를 체결하고 10억 위안의 스마트 자동차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상해자동차는 자동차 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자동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지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

텐센트
폭스콘
하모니오토

텐센트는 폭스콘, 하모니오토와 손잡고 ‘인터넷+스마트카’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스마트 카 운영체제를 개발, 폭스콘은 첨단 모바일 단말기와 스마트 자동차를 디자인, 생산, 제조할
예정, 하모니오토는 첨단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

치루이 자동차

통신망 공급업체 버타이와 인터넷 자동차 서비스 회사와 연합하여 자동차 공유 합작회사를 설립, 2016년에
스마트 전기 자동차를 출시

화웨이
장안 자동차

화웨이는 장안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 자동차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자동차 통신설비,
모바일 동영상, 이동단말기, 칩,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등 영역에서 업무 협력을 진행

화웨이
동평 자동차

화웨이는 동평 자동차와도 MOU를 체결하고 지능형 자동차, IT/ITC 정보 서비스등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동펑 자동차와 차량 내 정보 서비스인 Wind Link를 성공적으로 개발

베이징 자동차
LeTV

베이징 자동차그룹은 ‘2015 상하이 모터쇼’에서 제작 발표회를 열고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LeTV와
함께 스마트카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

유사 자동차
웨이라이 자동차
중싱통신

2017년 소규모 양산형 자율주행차 ‘유샤 X’ 출시 예정
한정판 NIO EP9를 출시 하였으며, 2017년 양산형 ES8을 출시 예정
2017년 11월 3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 중심 스마트 카 출시 예정

샤오펑 자동차

민영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2017년 내 제품 출시 예정

치디엔 자동차

OEM 방식으로 2017년 연말 자체 브랜드의 ‘즈쳐 우싱’ 출시 예정

출처: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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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이 돋보이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지리자동

핵심기술에 개발에 있어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 받고

차와 체리자동차이다. 2010년 볼보자동차를 인수한 지

있다. 2017년 4월 현대 자동차는 뒤늦게 그룹 내 ‘전략

리자동차는 2017년 로터스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연구본부’를 설립하여 ADAS(Advanced Driving

기술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현재 볼보가 지니고

Assistant System)와 같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

있는 우수한 자율주행차 기술력을 내재화 시켜 다양한

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 자동차에 적용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 다른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다수의 KT, Naver,

업체인 중국의 치루이 자동차는 유저의 니즈를 반영하

삼성, CJ, Nexon과의 협업 관련 프로젝트 및 협력 관

여 자동차를 제작해주는 방식을 통해 오픈 플랫폼을

계 구축은 모두지지 부진한 실정이다. 국내의 비 자동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차 기업 중에는 엘지전자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부품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산업에 있어 중국은 다수의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을 효시로 삼성전자가 미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래 핵심 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에 전장부

빠르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며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품 생산 및 공급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있다. 실제로 2014년 1월 BMW 와 전기차 제어기술 공
동발표하고, 2015년 2월 오스티와 전기차 배터리 업체

4.2.5. 한국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전략

MSBS를 인수하였으며, 12월 부회장 직속 ‘전장 사업

한국형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주체는 크게 현대기

팀’을 신설하고, 2016년 7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중국

아차를 필두로 하는 전통 자동차 회사와 삼성전자와 엘

BYD에 5000억 지분투자 및 8월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전자와 같이 자율주행차 관련 전장 부품 및 핵심부

부품 사업 부문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 협상을 진행하였

품을 생산하는 전자회사 그리고 KT, SKT와 같은 통신

다. 또한 2016년 말 9조원에 하만카돈 인수를 발표하였

회사가 있다. 현재 현대 자동차가 일본 덴소에 이어 자

고, 자사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율주행차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에 속하고 있지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주요부

만, 핵심 특허나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이나 응

품의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또한 2017년 현대자동

용능력은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현대 모

차에 뒤이어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주행

비스의 경우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승인을 취득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에 박차

으로는 인정받고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자율주행차 관

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랩을 설

련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회사를 설립하고 국제표준에

립하여 구글, 바이두와 같이 자율주행차 주행 알고리즘

맞는 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의 덴소나 독일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다음 카카오 그룹이 자사의 플

컨티넨탈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2012년 초 ASCC(Ad-

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택시, 대리 운전과 같은 서비스

vanced Smart Cruise Control)를 기반으로 고속도

와의 결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하고 약 2년간 5만km 시험 주

하지만 한국 제조사들의 전반적인 전략은 소극적이

행을 실시는 해왔지만, 국내에서 공식으로 허가를 받

며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은 것은 2016년 이었고, 최근에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과의 협업은 전무하고, 기존의 독

해 시스코와 손잡고 차량 안의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

일 내연기관 회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행기술이

하는 ‘차량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나 제어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추격 전략을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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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이 전통적인 개발 전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

략과 함께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

내 자동차산업의 제휴를 통한 신사업 발굴은 매우 부

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혹은 인수합병이나 자회사 설립

진한 실정이다 (백서인, 2017).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

을 통한 역량 강화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

차 관련 정책과 주요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 결과는

자동차가 뒤늦게 우버, 구글 등과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다.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의 주요 대기업인 SKT나 삼성,

첫째, 자율주행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엘지등은 되려 현대차 보다는 수십년전부터 자율주행

서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 융합을 실현해야 하고 이

차개발에 착수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을 선호

를 위한 기반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 자

하고 있다.

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의 표준 선점을 통한 신시장

미국이나 중국은 IT 업체들의 주도로 플랫폼 선점과

과 관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폭넓은 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업

부족하다. 백서인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체 간에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15건의 자본제

와 삼성전자, 네이버와 NC 소프트 등은 이미 2010년부

휴, 25건의 합작투자, 30건의 생산제휴 및 28건의 기술

터 공동으로 스마트 카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프로젝

제휴가 체결되어 보다 빠른 협력과 융합이 진행되고 있

트를 다수 진행해 왔는데 이중 공식적으로 성사된 것은

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이 가장 소

없었으며, 2016년 말에 이르러서야 SKT나 네이버가 비

극적이며, 협업관계도 가장 적다. 연구 결과를 통한 각

자동차 회사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시장의 진출을 공식

국의 지원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 자율주행차의

발표 했다. 이만큼 한국은 정부의 정책적 측면 (R&D

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신기술, 센서기술, 제어 기술

지원, 세제 혜택, 규제, 표준제정)이나 민간의 기업전략

의 융합 연구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 되고 있으

측면에서 모두 매우 소극적이고 뒤쳐져 있으며, 전형적

며 국가의 정책이 기업의 강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미

인 추격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의 경우 IT 업체의 주도하여 국가가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표준을 제정하며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5. 결론

있고, 기업 역시 자동차 자체로의 수입보다는 플랫폼과
서비스에 집중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

자동차업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계열화나 내재화 전

울이고 있다. 또한 구글과 같은 기업은 단순한 기업단

략은 자동차산업의 기술이 복잡 다기화 되면서 효력을

위의 산업발전과 이익창출을 넘어 전반적인 산업의 표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제는 어떠한 세계 자동

준과 규제 제정에 관여하는 Rule maker로써의 기능을

차업체도 막대한 비용과 높은 위험으로 인해 자율주행

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자국 자동차 회사의 주

차 관련 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

도로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집중하는 전략이 주

기 어려워졌다. 각국 정부지원 역시 이러한 비용부담과

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나

위험을 완화시켜 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투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

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

루어지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정

부의 경우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면서 지원정책

부의 정책은 철저히 민간지원에 포커스 맞추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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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를 실현하고 있었다. 일본의

은 강한 정책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정부의 4

경우 기본적으로 독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과거 부족

차 산업 관련 정책은 세계 주요국중 가장 늦게 수립 되

했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타국가의 이종업

었다. 독일처럼 철저히 기업의 개발을 장려하는 규제 철

체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토요타의

폐의 노력도 없었으며, 독일 제조사나 미국의 구글 같

경우 마이크로 소프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실리콘 벨

이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자율주행차의 대한

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자율주행차 개발에 힘쓰

강한 개발 의지 역시 없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

고 있었고, 닛산의 경우 자국 대학뿐만이 아니라 해외

현재 최대 전략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꾸

대학과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까지 진행하며 빠르게

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서도 중국 시장에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목표 지향점은 흡

대한 전략적인 공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

사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아래 IT 업체와 자동차

으로의 산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 간의 협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

중국 특유의 산업 발전 유도 정책을 통해 선진기술의

서서 중국정부와의 표준 통일, 자국 기업간의 협력관계

내재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민

구축에 힘을 써줘야 한다. 일본처럼 핵심부품이나 관련

간 기업은 미국 못지 않게 빠르게 자율주행차 시장을

산업에 협력업체들이 함께 진출하여 새로운 벨류체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오고

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소프트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뚜렷한 정책적 특성이나 기

웨어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가 절실하다. 이미 핵심 부

업의 전략이 없었다. 정부정책의 경우 철저히 민간위주

품은 일본의 덴소와 독일의 컨티넨탈이 과점했고, 주행

의 성공모델에 젖어 있어, 주도적으로 자율주행차에 관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 등은 구글이 선점했다. 가장 큰

련된 연구개발진흥정책 이나 표준 이슈 그리고 규제 완

전략시장인 중국은 자국정부의 보호주의와 자국 게임

화의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 하는데 실패했다. 대표적인

업체 인터넷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및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

협업과 출시로 인해 점령당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고 있었으며, 그 외 기업은 2016년 전까지 이렇다 할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이나 엘지와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가전과 핸드폰,

제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주변 부품 집중개

한류라는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발,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사와의 협업을 통한 자율주행

고 민간 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실

차용 컨텐츠 시장 진출, 그리고 삼성이 집중적으로 진

패했다.

출하는 바이오 메디컬 부분과 융합을 통한 모바일 헬

둘째, 자율주행차 산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국

스케어 등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

의 정책 및 시장 현황을 고려하고 자원과 기업의 핵심

고 있는 그래핀을 활용한 소재개발도 좋은 자율주행차

역량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전방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성장을 위해서

처럼 강하고 큰 시장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탄탄한 기

는 민간 기업 간의 보다 대의적인 협업관계 구축이 필

술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방

요하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

향 역시 한국의 현실에 맞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기

책 역시 서로 다른 업종간의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전

본 방향이다. 미국형 시장/민간 주도형 정책을 설정하

략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당국가와의 표준통일, 규제 완

고 운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 중국과 같

화에 힘써야 한다. 현재 지원체계는 4개의 부처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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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실행하고 있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

국의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해외 우수 인력유치를 위한

이 존재한다. 현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유인 책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 코딩교육,

의 미래 국가 핵심동력산업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자금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깊

이 부분에서 역시 미국이 현재 가장 활발한 인재와 지

이 있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핵심

식의 교류와 유입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은 중국이

부품, 핵심인력, 그리고 법제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부족한

상응하는 인력정책, 유망 핵심 부품 및 벨류체인 분석,

지식과 인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한국의

그리고 사회 및 법 제도를 개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

경우 인재정책 부분 역시 추상적으로만 설계되어 있고,

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기업 역시 소극적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셋째,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융

고,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국적의

합지식을 창조 및 관리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

인재들이 모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논의

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활용이 중요하다. 자율

할 수 있는 조직은 현재 없다. 장단기적 정책 지원과 규

주행차 산업은 4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이고 그 파급효

제철폐,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하

과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기계 및 전

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실행주체인 인재확보와

자 기술 위주로 발전해왔던 대다수의 제조업이 어떻게

육성일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능정보화 될 수

현재 한국은 선진국들의 견제와 후발주자들의 거센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추격의 십자포화 속에서 조선, 기계, 자동차 전반에 있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는 새로운 지식의 융합이 필요하

어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 자동

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를 통해

차 산업이 급격하게 지능화, 지속가능화, 공유화로 변

생산되고 융합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국가정책과 기

화하는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의 적극적인

업전략을 살펴 보면, 결국 자율주행차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넓은 협력관계 구축, 민관의 전

하고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다. 애

략적 협동을 통한 핵심경쟁력 발굴, 그리고 미래형 인

플, 구글, 테슬라는 서로 우수한 컴퓨터 엔지니어, 센서

재 육성과 확보를 실현해야만 한국이 자율주행차 시장

엔지니어를 초빙하기 위해 경쟁 중이며, 독일 3사와 토

에서 또 다른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타 역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인공지능 엔지니어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 자동차를 개발
하고 생산하는데 기계공학, 전자공학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 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다수의 인
문학적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활약이 중요해졌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나 인공지능 전문가 역시 중
추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재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
여 새로운 융합지식을 창조해낼 때 자율주행차와 같은
복잡한 제품의 성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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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기업 전략 결과 요약
정부 정책

기업 전략

-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1980년
부터 자율주행 대회를 개최해 다수의 대학과 연
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함

- 구글: 2009년에 처음으로 개발에 착수, 2010년 첫 모델 공개 후
2012년 미국정부의 첫 자율주행차 시험을 허가 받으며 42만 4331 마
일의 시험주행에 성공하였고, 초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미시간 주
(MI) 앤아버(Ann Arbor)에서 수년간에 걸쳐 약
3,000대 차량으로 차량 간 통신 또는 차량과 인
프라 간의 통신인 V2X 연구를 완료 NHTSA

- 애플: Titan project’에 26억 달러가 투입되어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고용되어 GM, BMW, 폭스바겐과 협업해 애플카 개발과 출시에 힘써
왔으나 개발이 비교적 더딘 상태
- GM: On Star에 인터넷 기반 페이스북, 화상채팅 등 멀티미디어 서비
스 제공, 구글과 안드로이드 OS 탑재 및 On Star 서비스 제공 합의

미국 - 최근 완공된 M-city에서는 4만평의 면적에 실제
도시와 같은 차량, 신호등, 보행자, 지하도, 일반
도로, 고속도로, 비포장 도로, 원형교차로, 철도,
다리 등이 있어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있음

- 테슬라: 모델 S, 3, X에 모두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기
능을 추가한 형태로 지속적 출시

- 이외에도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남부 텍
사스 등에서도 2013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 해오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보행자 사
고예방, 와이오밍에서는 복합 교통사고 예방 및
경제효과, 탬파에서는 러시아워시간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 효율 증가량을 측정하고 있음

- 엔비디아: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토요타, 볼보 보쉬, ZF, 바
이두, 탐탐, 젠린, 히어와 협력하며 정밀지도와 GPU를 개발

- 포드: 2013년 미시간 대학과 개발한 Fusion Hybrid 자율주행차 공개
- 우버: 무인택시서비스 런칭 및 운영을 통한 카세어링 서비스 확대

- 인텔: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모빌아이 인수를 통한 핵심 기술 확보
- 마이크로 소프트, 포드, 토요타등과 차량용 텔레매틱스 플랫폼 개발

-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유레카 프로메테우스’ - 벤츠: 2013년 9월 S500 Intelligent Drive 연구차량으로 100km 시범
자율주행에 성공, 2013년 8월 S-클래스 차량으로 만하임-포츠하임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대한 개발을 꾸준
구간(90km) 무인주행 테스트를 성공하며 가장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
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로 단계별 자율주행 기
를 보유
술 적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 (Dudenhöffer,
2016)
- BMW: 2017년 자율주행차 40대 공공도로 투입예정이며, 모빌아이,
인텔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Next 출시 예정
- ‘관료의 제동(Bureaucratic brake)’이라 불리는 일
독일

입 일출 제도 시행하여 민간기업들의 자율주행개
- 아우디: A7은 미국 스탠포드에서 라스베가스까지 900km에 달하는
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거리의 자율주행에 성공
- 2012~2015년 ‘CONVERGE (Communication
- 콘티넨탈/보쉬: 자율주행 핵심부품인 라이다 및 여러 제어장치에 대한
Network for Vehicles on the Road with a Glob핵심기술을 개발 및 보유
al Extension)’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를 투입
하여 자율주행차의 주행과 통신에 보다 광범위 - 이외에도 3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함께 정밀지도 업체인 ‘Here’를 인
한 분야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음
수하면서 자율주행차 벨류체인 보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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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재흥전략’,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등을
통해 로봇 및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집중적인 육
성 및 지원을 발표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고속도로 상에서 제
한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Auto Pilot System’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용 전용번호판을 발급해오고 있으며, 현재 2020
년 동경올림픽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자동차 및
부품업체들과 협력을 추진
-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구성한 협의체
를 주도로 자율주행차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공동 대응 방안등을 통해 제도와 규정, 가이
드라인을 집중적으로 연구

- ‘중국제조 (中國製造)2025’과 ‘인터넷 플러스 (+)’
구상의 핵심 주축산업으로 지정되어 많은 지원
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기업간의 협력을 적극
적으로 지원

중국

한국

- 국방과학기술대학은 2011년 7월, 고속도로
286km 구간을 평균 87km/h, 3시간 22분에 완
주하고 군사교통학원은 2012년 11월, 고속도로
104km 구간을 평균 100km/h으로 완주

- 닛산: 2013년 8월 MIT, Stanford, Oxford, 토쿄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Leaf’ 자율주행차를 공개 하였고, 2018년에 고속도로에서 차
선변경이 가능한 자동차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완벽한
시내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
- 혼다: 구글과 협력을 통해 2020완전 자율주행을 목표
- DeNA와 ZMP는 합작사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음
-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기업 6개사와 덴소, 파나소닉 등 6
개 부품사는 3D 지도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동 기술 개발에 합의
하여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생태계와 벨류체인 구축에 동참

- 알리바바: 상하이 자동차와 컨넥티드 카 개발에 협력
- 텐센트: 폭스콘, 하모니오토와 손잡고 ‘인터넷+스마트카’협력을 전개
- Baidu: BMW, 베이징 자동차, 체리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
며 최근 무료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공개
- 화웨이: 동펑자동차, 장안자동차와 함께 자율주행차용 전자 부품을
개발

- 2017년 민관 협동으로 30여 개의 기업과 연구
소로 구성된 ‘중국 지능연계 자동차산업 기술혁
신전략연맹(CAICV)’을 설립하고 V2X, 정보보안,
상용차, 시험측정, 정책법규, 관리통제 등을 연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디디츄싱: 알리바바, 상하이 자동차등 다양한 업체와 손잡고 자율주
행차 서비스와 카세어링 서비스를 연계 중

-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제22차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제1차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 등
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운행을 거
쳐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원전략을 수립

- 현대자동차: 구글, 우버, 시스코 등과 광범위한 협의체계 구축 및 조
직내 ‘전략기술연구본부 출범’을 통해 ADAS 집중 개발

- 서울-세종간 120킬로의 고속도로에 통신기술과
지능형교통체계를 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상용화 시킬 목표
- 미국의 M-city를 표방하여 2019년까지 K-city를
완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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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타: 마이크로 소프트와 컨넥티드 카 개발을 위한 ‘Toyota
connected’ 설립, 자회사 Toyota Media Service”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역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 중이며,
2020년까지 차선변경 등이 가능한 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

- 이외에도 중싱, 유사, 웨이라이, 치디엔, Letv등 다양한 소규모 자동차
회사와 기타 업종의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생산 개발에 힘쓰고 있음

- 삼성전자: BYD 투자, 하만카돈 인수를 통한 자율주행차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인증 획득
- LG 전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전장부품위주의 진출전략을 수립
하였으며 자율주행인증을 획득
- 네이버: 자율주행차 Lab 설립하고 인증을 획득하여 시범운행 중
- KT, SKT, 카카오는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시장 진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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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계 저명기관의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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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ckinsey & Company, AT kerney,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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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율주행차의 생태계 지도

출처: Vision System Intellige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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