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886년 칼 벤츠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이래로 자동

차는목적지까지빠르고안전하게도달하기위하여발전

을 거듭해 왔으며, 1900년대 이르러 미국 포드사의 대량

생산 기술과 접목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자

동차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 탑승자에게 보다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안전

함을제공하기위한기술들이집중적으로개발되고있다.

특히 차량의 안전 시스템은 과거의 주로 개발된 에어백,

안전벨트와 같이 자동차 사고 이후에 탑승자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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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주는수동안전시스템으로부터, 인공지능/로봇기술

들의발달에따른능동안전시스템혹은운전자보조시

스템(Advanced Driver’s Assistant System, ADAS)으로

중심이이동하고있다[1]. 이러한 차량의능동안전기술

과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 4차산업혁명의물결과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알고리즘과 사물인터넷 기술

의발달, 그리고반도체성능의발달과함께급속도로발

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기차등의 환경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2-4].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각 차량 제조사의 최고급

차량에만 장착되었던 능동안전/편의 기술들은 Euro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북미

IIHS(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한국

KNCAP(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등과

같이최근각국가별차량안전도평가기술의지표가됨

에 따라, 소형차급 차종에도 다양한 능동안전 기술이 탑

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동안전기술 산업의 발달은 자

연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연계되어 최근 차량 제조

업체뿐만아니라, 부품사, 그리고구글/우버/네이버와같

은 IT 업체들과 삼성/LG/인텔과 같은 비 차량제조 반도

차/부품사들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강점의 기

술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이미 자율주행과 차량 IT 기술의 전시장이 된

지오래이며, 모바일제품의각축장이었던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도 통신회사 및 IT 업체들이 차량

과연관된 IT 기술을발표하기시작하였다. 본논문에서

는최근붐이일고있는자율주행의기술, 트랜드와동향

에대하여알아보고, 자율주행이우리사회에미칠수있

는 경제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한다.

2. 자율주행 관련 연구
자율주행의 필요도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2010년대

에 이르러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정의에 대하여 소비

자/개발자등 자신이 아는 지식에 따라 생각하는 정의가

각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정의의표준화를위하여자동차에연관된기관에서는자

율주행의 정의를 정립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NHTSA에서는자율주행의기능을크게 5개로구분하여

Level 0부터 Level 5까지 정의를 해두었다[5].

Autonomous Driving
Level

Details

Level 0 No automation

Level 1 Functional Specific Automation

Level 2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Level 3 Limited Self driving Automation

Level 4 Full Self driving Automation

Level 5 No Steering / No Pedals

<Table 1> Autonomous Driving Level[5]

2.1 주행 위치 인식
인간이목적지까지도달함에있어서의과정을떠올려

보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생성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

하여 향후 택해야할 경로를 선택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생성한 뒤,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인식하여 향후 경

로를 선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위

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위성 감지기들을 이용한

GPS(Global Position System)와 차량 내부의 관성센서

를 활용한 내부 위치인식 알고리즘인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이용한다. GPS/INS는 항공과 선

박 등의 항해기술 개발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다가,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샤용 되고 있다. GPS는 지구 궤도상을

움직이는 다수개의 위성으로부터 수신기가 신호를 받아

위치를인식하는센서이고, INS센서는가속도를기반으

로적분을통해차량의위치를인식하는센서로가격/사

용상 편의적인 측면에서 차량 위치 인식에 널리 사용되

어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차량에사용되는 GPS 센서

의경우, 정상적으로동작하는경우에도 10m 이내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며, 특히 도심지와 같이 높은 건물들이 있

는경우, 신호가건물에반사되는멀티패스상황이발생

하여 현재 위치와 전혀 다른 위치를 인식할 수 도 있다.

INS는 GPS 와 달리 외부환경에 강인한강점을 갖지만,

초기치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자율주행 차량의 구현을 위

해서는 자차 위치의 인식 정도에 있어서, 20cm 이하의

오차정도가필요한데, 현재차량에사용되는 GPS와 INS

로는자율주행차량의정확도를얻어내는것이불가능하다.

이러한 GPS와 INS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자율주행

차량들은 대부분 지도와 센서 기반으로 위치 인식을 수

행한다[6]. 지도기반의 위치인식은 Landmark로 구성되

어 있는 정밀한 지도를 기반으로 주행중인 차량에 장착

되어있는 센서가 주행 환경상의 Landmark를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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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식한 Landmark가 가지고 있는 정밀 지도상의

Landmark와비교하여, 주행하는차량의정밀위치를인

식한다[3]. 이러한지도기반의위치인식을수행하기위해

서는 우선 Landmark로 이루어진 고정밀 지도가 필요한

데, 지도의 경우 위치인식의 절대 지표(Reference)가 되

어야하는데, 이러한 정밀 지도를 만드는데 고가의 계측

장비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

하고자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등의기술들을이용하여자율주행지도를업체별로개발

하였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도로의지도를구축하는데

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게된다[4]. 이를극복하기위

해많은연구소와회사들이공동연구및개발을통해지

도를 개발하는데, 일례로 최대 지도 개발회사인 유럽의

Here사를독일의 ABD (AUDI, BMW, DAIMLER) 컨소

시엄이 인수를 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용 지도를 개발하거나, 지도의 통신 규약을 정하는

ADASIS　포럼[7]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율주행을 개발

하는 연구소/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용 정밀 지도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국토 지리원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지도를개발하여공개하는등, 차량의능동안전및자율

주행을 위한 센서와 인프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2 주행 환경 인식
자율주행차량이목적지까지도달하기위하여, 수행되

는 과정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은 전역경로

상의자차의위치를인식한뒤, 전역경로를추종하며주

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행 경로 상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를 하는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러한 장애물의 인식은 다양한 차량용 센서를 통하여 이

루어진다.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센서는

레이더/카메라/라이더등의환경센서와 V2X와같이외부

와의 통신 센서을 통한 주행환경 인식이 가능하다.

현재 많은 차량 시스템에 양산되고 있는 Level

1/Level 2 수준의 ADAS의경우레이더와카메라기반으

로 구현이 가능하였으나, Level 3이상의 자율주행의 경

우, 주행환경에대한고정밀인식과지도기반위치인식

이필요하게된다. 이러한고정밀센서로최근스캐닝타

입의 라이더 센서가 자율주행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벨로다인의 64/32레이어 센서가 자율주행 시스템 개

발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라이더 센서는 고해

상도/고정밀의 성능적인 장점을 갖는데 반해, 크기등으

로 인하여 차량에 장착하는데 단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벨로다인에서는 VLP16 이라는 소형

라이더를 제안하였으며, 발레오에서는 Scala1403이라는

라이더센서를자율주행용라이더로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캐닝타입의 라이더는 태생적으로 크기와 장착

성 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라이더 센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에는 회전부가 없는 고정형

(Solid State) 타입의 라이더를 개발하기위해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쿼너지와 벨로다

인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위하여 MEMS나 Optical

Phase Array 방식의 고정형 타입의 라이더를 개발하고

있다[8,9].

2.3 주행경로 판단 및 제어
자율주행은 전역경로를 주행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함

과동시에주행중인식이된환경을기반으로다양한행

위판단및경로생성기법을통해지역경로를생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행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은 인공지

능을 활용한 기법들이 많이 활용되는데, A* 알고리즘이

나강화학습방법의하나인Markov Decision Process와

같은기법을이용하여차량의행위결정및주행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최근에는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강화학

습의 종류인 Deep Q Network (DQN)등을 적용하여 경

로생성을보다인공지능알고리즘과결부시켜개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된

차량의 경로를 기반으로 종/횡방향 제어를 수행한다. 특

히 최근차량의종/횡방향의제어를위하여장착되는전

자식 제어가 가능한 ECS(Electric Stability Control)와

EPS(Electric Power Steering)가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

되어 차량 제어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Details

Radar

- RAdio Detection And Range
- High Accuracy for distance/velocity
- Robust to weather/surroundings
- Main distance sensor for ADAS

Camera

- Recognition of target class
- Lane detection
- Main vehicle/pedestrian/lane detection sensor
for ADAS

LiDAR

- LIght Dection And Range
- High Resolution/Accuracy
- High price
- Difficult to install
- Sensor for level 3/4 autonomous driving

<Table 2> Perceptio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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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자율주행의 역사
1980년대에 국내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 “전격 Z작전”

(미국명 Night Rider) 자동차는 지속적인 인류의 꿈이었

다. 1910년대부터개발된초창기의자율주행은통신기술

의발달과함께현재 V2X의개념을도입한통신기반의

정보 전송을 통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왔다[10].

그러던중 1980년대에이르러, 로봇/센서/인공지능/반도

체기술등의발달과함께통신기반의자율주행이아닌,

차량에장착되어있는센서기반의자율주행기술들이선

보이게되었다. 독일 Bundeswehr Univ. Munich의 Ernst

Dickmanns이메르세데스벤츠와함께영상기반의로봇

자동차를개발하여약 60kph 가량의속도로실도로를주

행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유레카가 지

원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자율

주행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기에 이르렀다[11].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지원

으로메릴랜드대학등이라이더/카메라센서등을기반으

로 자율주행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네기 멜

론 대학은 1995년 운전자의 개입을 극소로 하는 Navlab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12].

2004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자율주행의 급격

한 발달을 불러온 Darpa Grand Challenge를 열게 된다

[13]. 작전무인차량을개발하여, 모하비사막일대를주

행하는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대회미션에모두실패하였다. 이로부터 1년뒤인

2005년 Darpa Grand Challenge가 캘리포니아/네바다주

일대 212km를 주행하는 대회를 다시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에서스탠포드대학교와폭스바겐그룹이주축이된

Stanely가 1등을차지했으며, 뒤를이어카네기멜론대학

교와 GM이 주축이 된 Boss가 2등을 차지 하였다[14].

이로부터 3년뒤인 2008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은 기존의 2번의 무인 경주 대회를 발전시켜, 일반 도심

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Darpa Urban

Challenge를 개최하였다[15]. Urban Challenge는 국방기

술개발을 목적으로 무인/탐지 등에 목적이 맞추어졌던

기존의 Grand Challenge와 다르게탑승자가있는도심지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대회였고, 전대회에서 1, 2등을했던스탠포드대학과카

네기멜론 대학이 순위를 바꾸어 카네기멜론 대학이 1등,

스탠포드 대학이 2등을 차지 하였다. 이 대회가 끝난뒤,

스탠포드 대학의 Darpa rally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Sebastian Thrun 교수가 구글 X의 디렉터로 부임하여,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

가 되었다. Sebastian Thrun 교수 뿐만 아니라, Darpa

Challenge에 참여했던 미국 내 우수한 연구진이 자연히

구글로 흡수되어 현재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자율주행 연구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3.2 자율주행 산업체 현재 동향
산업계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주체는 크게 구글/

우버와같은 IT업체와, 벤츠/포드/델파이와같은차량제

조/부품사,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삼성/LG/인텔, 그리고

통신회사인 SKT/KT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이나 IT

계열의차량비제조업체의경우, Level 4 이상의완전자

율주행을목적에두고개발을진행한다. 즉, 자율주행차

량자체를개발하는데그목적이있다기보다는차량내

인포테인먼트나차량공유, 무인택시등과같은자율주

행이가능한차량을이용한서비스차원에서자율주행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율주행이나 ADAS보다

는,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는 Level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여 차량 제조업체나 센서/반도체등

을생산하는전장부품업체는 Level 4 이상의완전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하지만, 현재와 완전 자율주행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ADAS의 개발을 우선시한다. 2015년

벤츠 S클래스에최초탑재된 Intelligent Drive, 2016년 제

네시스 EQ900에 탑재된 Highway Driving Assis, 테슬라

의 오토파일럿등과 같이 현재 기술로 성능의 보장이 가

능한 수준의 ADAS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과 동

시에완전자율주행을병렬적으로개발하여현재와미래

를 갖추는 형태를 취한다.

자율주행연구의대표적인선두주자인구글의경우, 딥

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 기계학습 기반의 컴퓨터

과학 영역의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개

발하였다. 이를통하여전세계최초로 2012년 미국네바

다주에서자율주행시험주행면허를취득하였으며 2016

년 12월 피아트 크라이슬러사와 협력을 통하여

WAYMO[16]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ㅓ 자율주행 차량

기반의 무인 택시 사업에 본격적인 참여를 알렸다. 구글

은초창기에많은부품사가개발한센서등을사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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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상/라이더등의 센서와 정

밀 지도, 그리고 TPU(Tensow Processing Unit)를 통해

자사에 최적화된 부품/알고리즘 솔루션을 활용한다.

[Fig. 1] Waymo Autonomous driving car[16]

테슬라의경우오토파일럿이라는시스템을자사차량

에 적용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의 경우 통신을 통하여

시스템의 버그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주는

OTA(Over the air)라는 방식을 활용한다. OTA 방식은

핸드폰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하듯새로운버전의기술

이이 개발된 경우, 기존에 신규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채

판매된차량에도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통해신규기능

을 부여하거나, 기존 기능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신만으로 기능

을추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테슬라의경우, 기존의

차량 제조/부품사와는 다르게 생산하는 차종이 2종류로

한정적이고, 연간판매대수도 2016년도기준으로 84,000

여대로, 소품종 저생산으로 인한 관리의 용이성으로 인

하여 OTA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벤츠는 2014년 Bertha Project[17]를 통해자사의자율

주행기술을발표하였다. 독일Mannheim에서 Pforzheim

까지이르는 104km정도를자율주행으로운행할수있는

차량을 개발하는 Bertha Project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라이더 센서를사용하지 않

고, 스테레오 카메라의 성능을 극대화 하여 자율주행에

위치인식과 환경인식 등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기술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선행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

여 2016년 출시된 Benz E 클래스에 전 속도 구간에서

Level 2 수준의 자율주행과,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BMW의경우, 편의를위한자율주행과ADAS 기능이

자사의 컨셉인 Fun driving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제조사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BMW 7시리즈의 발표와 함께 각종 능동 안전/자율주행

신기술을 대거 장착하였다. 2016년에 발표된 BMW 5시

리즈에서는 Level 2수준의 자율주행을 모두 탑재하였으

며 , 이와 별개로 북미 실리콘벨리와 미시건 연구소에서

Level 4 이상의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Fig. 2] Historical Route of Benz Autonomous 
Vehicle[17]

아우디의경우, 최근 2017년에런칭한 A7/A8에 Level

3 수준의 자율주행을 탑재하였으며 60km이하의 주행의

경우 완전한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

였다. 특히 일반 양산차량 최초로 스캐닝 타입의 라이더

를 장착하여 고정밀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법규가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의 Level 3이상의 자율주행을 최초로

양산하였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와 모비스, 만도등이 서

로협력하여자율주행개발에집중하고있다. Level 2 수

준의자율주행인Highway Driving Assist(HDA) 시스템

을 2015년 제네시스 EQ900에 장착되었으며, 이를기반으

로다양한 ADAS 솔루션들을제공하고있다. 특히현대/

기아자동차는 2017년 CES에서 전기차인 아이오닉을 기

반으로라스베가스에서 Level 4 수준의자율주행을시연

하였으며, 최초의국내자율주행임시시험면허취득, 네

바다주에서 자율주행 시험 면허를 취득하는 등, 국내외

환경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4월에 열린 서울 모터쇼에서 IT 업체 최초로

참여한 네이버의 경우, 딥러닝과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의알고리즘을적용한자율주행기술을선보였으며특히

자율주행기술의기반이되는실내로봇주행기술개발

을함께 발표함으로써, IT업계가갖는 인공지능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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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발표하였으며,

SKT는 경부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KT는 버스와

트럭같은 대형 차량의 자율주행 개발을 발표하는등 IT/

전자업체들역시자율주행에대한연구를지속적으로진

행하고 있다.

3.3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
최근 모든 산업계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

공지능, 그중 딥러닝의 발달은 자율주행기술에도 크게

영향을주고있다. 특히, 딥러닝은카메라센서의획기적

인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며,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들은

산업체뿐만아니라, 연구소등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

는데, U.C. 버클리의 BDD(Berkeley Deep Drive, BDD)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BDD는 현재 개발중인 자율주행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딥 러닝을

결합하여, 인식/판단/제어등의성능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의 단점인 연산 속

도를보완하기위한 Processing Unit의 개발역시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Drive PX 시리즈를

2015/6년 CES에서 발표하며, 차량용 고성능

GPU(Graphic Processing Unit)의선두주자입지를굳히

고있으며, 인텔과삼성등도자율주행차량및머신러닝

을위한 고성능반도체부품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반도체-알고리즘-차량 제어

등다양한분야를아우를수있어야하기때문에다양한

업체사이의 합동 연횡도 눈에 띄게 느는 추세이다. 세계

최대영상센서개발업체인모빌아이와미국부품사델

파이의자율주행공동개발, 인텔의모빌아이를인수[18],

엔비디아와 다양한 차량 제조사들의 공동 연구 등 장벽

을 깨는 공동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하여 실리콘 벨리를 중심으로

많은스타트업업체들이생기고있다. 특히 GM에 1조원

가량에 인수된 크루즈 오토나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갖는 Zoox, Drive ai, nuTonomy, Phantom AI뿐만 아니

라 이미 조단위의 투자를 받는 패러데이 퓨처스, Next

EV등다양한스타트업회사들은자율주행을위한센서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자율주행 및 ADAS 서비스를 개

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자율주행 차량의 파생효과 고찰
자율주행차량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새로운산업과인간의삶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평균적인

미국의 운전자들이 하루에 차량 주행 시간이 약 46분정

도된다는기사에서나타나듯[19], 자동차는우리에게필

수불가결적인요소이지만실제로, 적게는 1000만원대에

서크게는 1억원이넘는차량의가치를극대화하여이용

하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 자율주행 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차량의 낭비를 없애는 차량 공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개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무인택시와 같은

차량 공유화가 진행된다면, 도로상의 차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이는 현재 많은 차량

으로유발되는도로혼잡상황들이해결될수있는전기

를 마련하게 된다. 도로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단거리임

에도불구하고교통량으로인하여장시간이걸렸던출퇴

근시간이획기적으로줄어들게된다. 반대로, 같은시간

을 사용할 경우, 조금 더 먼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도심 밀집화 현상

을완화시킬수있으며, 지방분산의효과를가져오는것

이가능해진다. 또한도심지내의차량주차공간등이사

라지게 됨도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현재 급등하고 있는

도심지의 부동산의 가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토지 활용면에서도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할 수 있다. 차량의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손실도

줄일수있게되며, 현재차량용에너지를제공하는화석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래 차량용 에너지로 예측되는 다

양한형태의에너지산업들도재편될수있게된다. 자율

주행 기술은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있게되며, 이에따른의료산업및보험산업에도큰

영향을미치게된다. 현재운전자가차량운전면허를취

득하고, 보험 계약자가 되어 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하

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차량 자체가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차량 제조 업체가 자동차 안전 보험의 주체가

되어 보험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구조가 생

성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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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많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2020년경 Level 3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적용하기위하여많은연구를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사를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자율주행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해결해야

할기술적인난제들이많다. 특히, 최근에 ADAS 및부분

적인기능의자율주행기능들이탑재되는차량이많아짐

에 따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심하게는 사

망사고까지도발생하고있다. 무엇보다도이러한기능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ADAS와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능이 동작할 경우,

센서등과같은차량내부의고장상태모니터링기능및

운전자알림기능등에대한연구가추가적으로진행되어

야보다안정적인자율주행의기술을사용할수있을것

이다.

또한기술적인난제뿐만아니라, 법률적난제와윤리

적난제도함께해결되어야소비자가접할수있는자율

주행의 기술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운행시

운전면허취득의주체와사고가발생했을경우사고책

임의 주체, 차량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의 주체등 법률

적인문제와더불어, Trolly Problem과같이사고발생시

어떠한 행위로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자율주행 차량이 실현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은

단순하 차량 제조업의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있

는 산업이므로, 국내에서도 경제/법학 등 다양한 연구자

들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현재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 연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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