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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 글로벌 시장 규모
▶

자율주행차 시장, 2025년 2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자율주행차 산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었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
했으며, 2019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음. 자동차 제조업체와 IT 기업들이 자
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2022년에는 180억
달러, 2025년에는 2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그래프 1]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2018년 기준 자율주행차 투자액 42억 3,300만 달러 돌파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는 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 시장조사기관 씨비인사
이트(CB Insight)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자율주행차 관련 투자 건수는 37건이며 총
투자액은 42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2018년 자율주행차 산업 대형 투자
기업명

투자처

투자금액

1

Cruise

Softbank

22억 5,000만 달러

2

Zoox

Series B

5억 달러

3

SenseTime

Series C

12억 2,000만 달러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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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차 세부 시장 규모
▶

네덜란드, 자율주행차 준비지수 1위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조사한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27.73점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함. 네덜란드는 기반시설 부문에서 1위, 소비자 수용성
부문에서 2위, 정책 및 입법 부문 3위, 기술 및 혁신부문 4위를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음. 그 뒤는 싱가포르가 26.08로 2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스웨덴이
각각 24.75점과 24.73점으로 4, 5위를 기록함. 한편 한국은 20.71점으로 10위를 기록하
였음

[그래프 2] 국가별 자율주행차 준비지수

(단위: 점)

자료 : KPMG

▶

중국, 가장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 중
중국의 자율주행차 시장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
면, 2035년 자율주행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국가는 중국으로, 총 57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아울러 2030년에는 전체 주행 자동차 중 자율주행차 비중이 13%로
증가할 전망이며, 2040년에는 66%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임
[표 2] 중국 자동차 유형별 이용 비율 전망
2018

(단위: %)

2030

2040

자율주행 개인승용차

0

2

11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0

11

55

일반 개인승용차

90

65

29

일반 모빌리티 서비스

10

23

5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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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트렌드
▶

미국 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 단계 설정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는 자율주행을 0~5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로 나누
어 설명함. 레벨 0은 100% 운전자가 조작하는 자동차이며 레벨 1~2는 일부 기능에서 자
동화가 가능한 수준임. 레벨 3부터 자율주행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차량 시스템
이 운전의 주체로 간주됨. 레벨 4~5는 완전 자율주행 범주에 들어가는데, 레벨 4는 운전
자가 비상 시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이며 레벨 5는 아예 운전대가 없
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을 뜻함

[표 3]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단계

운전자 주행

자율주행

레벨0

운전자가 완전히 자동차를 조작하는 단계

레벨1

자동브레이크와 속도 조절 등 일부 기능만 보조 받는 단계

레벨2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부분 자율 단계

레벨3

일정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의 대비가 필요한 단계

레벨4

운전자의 제어가 불필요한 자율주행 단계

레벨5

운전자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단계

자료 : SAE International

▶

2030년, 레벨 5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될 전망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Sullivan)은 2018년부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가 도입되며, 2021년부터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도입 및 상용화 될 것이라고 전망함.
아울러 레벨 4 자율주행차는 도입과 동시에 레벨 3 및 5 자율주행차의 점유율을 상회하
면서 자율주행차 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2030년까지 4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완전 자율주행 상태를 뜻하는 레벨 5 자율주행차는 2026년부터
시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2030년 1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점점 늘려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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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출하량, 2020년에 9,150만 대에 육박할 전망
자율주행차 운행의 필수 시스템인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ssistance Systems)의 출하량은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

르면, 2012년 ADAS 출하량은 1,62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간 성장률

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인지하

24%로 2020년에는 9,15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고 상황을 판단 및 기계장치를 제
어하는 기술
●

라이다(LiDAR)

▶

라이다기술 관련 산업, 시장 잠재력 가장 높아
스태티스타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장 시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라이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

기술(LiDAR)을 뽑았음. 라이다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임.

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

조사에 따르면, 2050년 라이다기술 시장 규모는 980억 3,6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자율주행차 실
현에 필수적인 기술임

예측됨. 그 다음은 레이더기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규모는 337억
9,100만 달러로 예측됨. 아울러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을 뜻하는 V2X(Vehicle to

●

Everything communication) 시장도 330억 3,47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레이다(Radar)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그
전자기파가 대상 물체에서 반사

[그래프 3] 자율주행차 기술 별 시장 규모 예측(2050)

되어 돌아오는 반향파를 수신하
여 물체를 식별하거나 위치, 속도
등을 탐지하는 장치
●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과 사물 간 유무선 통신을
뜻하며, 차량을 중심으로 유무선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

HMI
(Humanmachine Interface)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을 뜻하
며, 기계를 동작시키기 위한 입출
력 장치를 의미함. 운전자에게 편
의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최
첨단 시스템

자료 :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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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트렌드
●

▶

MaaS(Mobility as a Service)

MaaS, 자율주행차 도입 활발할 전망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장 활발한 산업 중 하나임. 최근 아마존(Amazon)

자전거, 승용차, 버스, 택시, 철
도, 비행기 등 모든 운송수단(모

등의 물류 운송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버(Uber)나 그랩(Grab)

빌리티)의 서비스화를 의미. 이용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주도하고 있음.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자들은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서 모빌리티 검색·예약·결제 서

따르면, 2018년 650억 달러를 기록한 모빌리티 산업 시장은 2030년 2조 2,000억 달러

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은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도입은 더욱 촉진될 전망임

구매하는 대신 공유 또는 구독할
수 있게 됨

[그래프 4] 모빌리티 산업 규모 성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모빌리티 서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도입 추진현황

① 로봇택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자율주행 도입 검토가 가장 활발하나 분야는 로봇택시임. 스태티스
타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 로봇택시 산업 규모는 1억 1,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
라고 전망했음. 현재 웨이모(Waymo)는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를 시
작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임. 테슬라(Tesla)도 2020년부터 로봇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의 차량 호출서비스 디디추싱(Didi Chuxing)도
상하이에서 로봇택시 시험 운행을 진행 중임
②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혼잡한 구간에서 활용되며 교통체증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음. 뉴욕시는 브루클린 내 공업단지에서 첫 상업용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
작하며, 텍사스 주 브라이언 시내에서 원격으로 조정 가능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
다고 발표함.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
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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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기술 업계, 자율자동차 안전 규범 확보
자동차 및 기술업체들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자율자동차 관련 안전규범 확보하고 있음. GM과 포드, 토요타
등의 기업은 ‘자율주행차 안전 컨소시엄’을 설립하였으며, 인텔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하여 안전 지침을 발표하였음

① GM·포드·토요타, ‘자율주행차 안전 컨소시엄’ 설립

제너럴모터스(GM, General Motors)와 포드(Ford), 토요타(Toyota)는 자율주행차 보급 확
대를 위해 ‘자율주행차 안전 컨소시엄’을 설립함. 해당 컨소시엄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
대되기 전에 운전자 개입이 없는 4, 5단계 자율주행차의 시험, 개발 및 배치를 위한 안
전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컨소시엄의 목표는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 법 제정을 이끌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임
② 인텔, 자율주행차 안전 지침 발표

인텔(Intel)은 자동차 업체 10개사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실용화에 필수적인 안전 지침
인 ‘자율주행용 안전제일(Safety First Automated Driving)’ 프레임워크를 배포하였음. 이
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기술한 것으로, 각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제 생산 시 어떠한 안전 기준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지침 구성에 참여한 기업은 앱티브
(Aptiv, 구 Delphi), 아우디(Audi), 바이두(Baidu), BMW, 콘티넨탈(Continental), 다임러
(Daimler),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Fiat Chrysler Automobiles), 히어 테크놀로지
(Here Technologies), 인피니언(Infineon), 폭스바겐(Volkswagen) 등 총 10곳임
[표 4] 인텔 자율주행차 안전 지침
1. 안전주행(Safe operation)

7. 운전자와 차량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between the
vehicle operator and ADS)

2. 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

8. 안전 평가
(Safety assessment)

3. 운전자 제어권 이양
(Vehicle operator-initiated handover)

9. 데이터 기록(Data recording)

4. 보안(Security)

10. 피동안전계통 시스템(Passive safety)

5. 사용자 책임
(User responsibility)

11. 교통 및 안전 계층에서의 움직임
(Behavior in traffic)

6. 차량 제어권 이양
(Vehicle-initiated handover)

12. 안전장치(Safe layer)

자료 :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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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 선도기업

●

Nvidia

1) 엔비디아(Nvidia)
▶

기업 간 협력 및 동맹 형성 활발
GPU 개발 업체인 엔비디아(Nvidia)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GPU는 동시다

기본 정보

발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와 라이더, 카메라, 센

∘ 설립년도 : 1993년

서 등이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특히, 자율자

∘ 국적 : 미국

동차는 그 몸체가 되는 자동차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CPU 기술이 모두 중요하게 작

∘ 직원수 : 10,000명 이상

용되는 산업으로, 여러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엔비디아는 주요 자동차 제조 기

∘ 매출

업들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업체들과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18) 117억 달러
자율주행차 관련 최근 활동

[표 5] 엔비디아 협력기업

∘ 2015년 자율주행 사업
분야

착수

기업명

∘ 2017년 메르세데스

분야

토요타(Toyota)

벤츠와 자율주행 부문
폭스바겐(Volkswagen)

협력
∘ 2019년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닷에이아이(Drive,Ai)
소프트
웨어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동차

오토파일럿’ 공개

제조

기업명

오로라이노베이션
(Aurora Innovation)
바이두 아폴로(Baidu Apollo)

아우디(Audi)

센서 및

소니(Sony)

볼보(Volvo Group)

하드웨어

파나소닉(Panasonic)

테슬라(Tesla)

보쉬(Bosch)
공급업체

유니티(Uniti)

콘티넨탈(Continental)

자료 : Nvidia

▶

상업용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 발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콘티넨탈은 CES 2019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오토파일럿(Nvidia Auto Pilot)’을 기반으로 한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함. 엔디비아 드라이브오토파일럿은 레벨 2+ 자율주
행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인식과 AI 기술 등이 탑재되어 있음. 향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당 솔루션을 활용해 성능과 안전 측면에서 기존의 ADAS 제품보다 한층 발전 된 정교
한 자동운전 기능 및 지능형 조종석 지원, 시각화 기능 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엔비디아는 2020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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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이모(Waymo)
●
▶

웨이모, 2018년 자율주행기술 개발 관련 1위 기업으로 선정

Waymo

시장조사 기관 나비간트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2019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
기본 정보

순위를 발표하고, 웨이모(Waymo)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평가기준은 전략과 실행력

∘ 설립년도 : 2009년

이며 기술 자체보다는 상용화 및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선정함. 자동차 제조업

∘ 국적 : 미국

체로는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폭스바겐, 다임러-보쉬(Daimler-Bosch), 토요타, 닛산

∘ 직원수 : 11.5만 명

(Nissan) 등이 10위에 들었으며 앱티브와 인텔-모바일아이(Intel-Mobileye), 바이두 등도

∘ 기업가치

10위권에 들었음

: (‘18) 1,800억 달러추정
자율주행차 관련 최근 활동

[표 6]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 순위

∘ 2018년 자율주행차 사용

1

Waymo

6

Volkswagen Group

2

GM Cruise

7

Daimler-Bosch

3

Ford Autonomous Vehicles

8

Baidu

4

Aptiv

9

Toyota

5

Intel-Mobileye

10

Renault-Nissan Alliance

서비스 ‘웨이모 원’ 출시
∘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허가 취득
∘ 2019년 디트로이트에
레벨 4 자율주행차 생산
공장 설립

자료 : Navigant Research

▶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 시작
구글(Google)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부문 웨이모는 2018년 12월, 애리
조나 주 피닉스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 ‘웨이모원(WaymoOne)’을 출시함.
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비상시를 대비해 운전자가 상주하는 부분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임. 2019년 7월에는 캘리
포니아 주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
였으며, 약 6,200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짐

▶

디트로이트에 레벨 4 자율주행차 생산 공장 설립
웨이모는 2019년 중순부터 디트로이트에 레벨 4 자율주행차 생산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
고 발표함. 이로써 해당 공장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만 생산하는 세계 첫 대형 공
장이 될 것으로 보임. 해당 공장의 설립으로 디트로이트 지역 최대 400개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13 -

▪

2019 GIP 품목별 보고서

시장규모

시장 트렌드

품목 선도 기업

국가별 동향

시사점

3) 바이두(Baidu)
●
▶

바이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플랫폼 ‘아폴로’ 개발 박차

Baidu

바이두(Baidu)는 2017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플랫폼 아폴로(Apollo)를 처음으로 발표한
기본 정보

이후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시켜왔음. 2017년 최초로 아폴로 1.0 버전을 출시하

∘ 설립년도 : 2004년

였으며, 2018년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아폴로 3.0을 출시함. 2019년

∘ 국적 : 중국

초에는 복잡한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능을 끌어올린 아폴로 3.5를 출

∘ 직원수 : 약 46,000명

시하였으며,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을 목적의 종합 솔루션 아폴로 엔터프라이즈(Apollo

∘ 매출

Enterprise)를 출시하였음. 2019년 7월에는 오픈 플랫폼과 엔터프라이즈를 모두 포함하고

: (‘18) 1,023억 위안

있는 아폴로 5.0을 공개함

(약 145억 달러)
자율주행차 관련 최근 활동
∘ 2017년 인공지능

[그림 1] 바이두 아폴로 플랫폼 개발 로드맵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공개
∘ 2019년 아폴로 5.0 공개
∘ 2019년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허가 획득
∘ 2019년 내 자율주행
택시 운행할 계획

자료 : Statista

▶

우한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서비스 허가 획득
바이두는 2019년 9월, 우한시에서 상용 서비스 가능한 자율주행 차량 우행 허가증을 획
득함. 중국 우한시에서는 ‘국가 스마트 인터넷 연결 자동차 테스트 시범구’ 운영을 시작
하였으며, 바이두는 해당 구의 총 28km에 이르는 도로망에서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았음

▶

2019년 내에 자율주행 택시 운행할 계획
바이두는 2019년 하반기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시범운영할 계획
임. 바이두는 지난해 10월, 창사시 정부와 ‘자율주행 도로 구축’을 위해 협력하면서 인프
라를 구축해왔음. 바이두는 창사시에서 100만 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
로 함. 아울러 물류차량과 환경위생 차량도 자율주행차량으로 교체하고 시운영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14 -

▪

2019 GIP 품목별 보고서

시장규모

시장 트렌드

품목 선도 기업

국가별 동향

시사점

2. 자율주행차 유망 기업
▶

2018년 자동차산업 스타트업 투자 규모 275억 달러
자동차 산업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8년 자동차 산업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275억 달러에 육박함. 이는 2017년 212억 달러 대비 30% 성장한 것이며,
유니콘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래프 5] 자동차산업 스타트업 투자 규모

(단위 : 억 달러)

자료 : Statista

▶

자율주행차 선도 기술 선정

① Aurora Innovation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 5억 3,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② TuSimple (자율주행 트럭) - USPS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 시험 운행
③ Pomy.ai (자율주행 및 차량 공유 서비스) - 토요타와 협력관계 구축
[표 7] 자율주행 분야 유니콘 기업
지역

기업가치

기업명

주요 내용

(단위: 달러)

Aurora Innovation

20억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Zoox

30억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Quanergy Systems

20억

라이다 센서 및 소프트웨어 개발

TuSimple

10억

자율주행 트럭 개발

Pony.ai

20억

자율주행차 및 차량 공유서비스 제공

AIWAYS

20억

전기차 개발

Momenta

10억

대상 지각, HD 지도 및 경로 계획 소프트웨어

XPeng Motors

40억

인공지능형 전기차 개발

미국

중국

자료 : CB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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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로라이노베이션(Aurora Innovation)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

기본 정보

오로라이노베이션, 5억 3,000만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오로라이노베이션은 2019년, 아마존(Amazon)이 포함된 투자라

∘ 설립년도 : 2017년

운드에서 5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오로라이노베이션은 구글과 테슬라

∘ 국적 : 미국

(Tesla), 우버(Uber) 출신의 엔지니어가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

∘ 직원수 : 100-200명

션 개발과 각종 센서 및 제어기를 비롯한 시스템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 최근 투자 금액

하고 있음. 오로라이노베이션은 2018년 현대자동차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 6억 달러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피아트-크라이슬러와도 협력하여 상업용

주요 활동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

∘ 2019년 5억 3,000만

라이다 기술업체 블랙모어 인수
오로라이노베이션은 자율주행차 개발의 필수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라이다 기술 개발업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체 블랙모어(Blackmore)를 5억 1,3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라이더 기술은 레이

∘ 2018년 현대자동차와

저 광선을 이용한 레이더로, 차량 주행 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부품임. 블랙모

협력관계 구축

어의 라이더 기술을 현재 GM과 포드, 웨이모 등에 활용되고 있음

●

TuSimple
기본 정보

2) 투심플(TuSimple) – 자율주행 트럭
▶

USPS, 투심플과 협력하여 우편물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 도입

∘ 설립년도 : 2015년

US포스탈서비스(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는 2019년 6월, 투심플(TuSimple)과

∘ 국적 : 미국

협력하여 우편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럭의 시험 주행을 마침. USPS는 텍사스

∘ 직원수 : 401-500명

주 댈러스에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이르는 1,000마일 도로를 이동하는 자율주행 트럭

∘ 최근 투자 금액

테스트를 수행함. 이번 시범 주행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음.
USPS는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여 낡은 트럭들을 교체하고, 트럭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

: 2억 1,500만 달러

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주요 활동
∘ 자율주행 트럭 기술 및
시스템 개발
∘ 2019년 USPS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트럭
이용한 우편물 운송 시범
운영
∘ 2019년 2억 1,500만
달러 투자 유치

▶

2019년 총 2억 1,500만 달러 투자 유치
투심플은 2019년 9월, 만도(Mando)가 포함된 기업으로부터 1억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함. 투심플은 올해 2월 9,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니콘기업에
등극하였으며, 올해만 총 총 2억 1,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아울러 지난 8월에
는 미국 화물배송 서비스 업체 UPS(United Parcel Service)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양
사는 현재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 트레일러의 운행을 시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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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니닷에이아이(Pony.ai) – 자율주행 솔루션
▶

기본 정보

Pony.ai, 안전한 자율주행 솔루션 구축 목표
Pony.ai는 2016년에 설립된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전 세계에 안전하고 신뢰할

∘ 설립년도 : 2016년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Pony.ai는 미국과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기

∘ 국적 : 중국, 미국

업으로, 2017년 최초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광저우에

∘ 직원수 : 401-500명

Pony.ai 인공지능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베이징시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 면허를 획득

∘ 최근 투자 금액

하였음

: 5,000만 달러
▶

토요타와 협력관계 구축

주요 활동

Pony.ai는 2019년 9월, 토요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개발 및 보급에 나서
∘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

기로 했다고 발표함. 양사는 토요타의 Lexus RX 차량과 Pony.ai의 운전 시스템을 모두

기업

활용하여 베이징 및 상하이 도로에서 실시되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협력할 방침임

∘ 2019년 토요타와
협력관계 구축
∘ 2019년 광저우 지역에서

▶

광저우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PonyPilot’ 실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Pony.ai는 직원 및 일부 관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저우에서 자율주행 차량호출 서비

운영

스 ‘PonyPilot’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PonyPiolt은 상업시설과 사무실, 호텔, 도서관, 주거
지역 등을 포함하여 50km2 넓이의 공간에서 실시됨.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
량을 호출하고, 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Pony.ai는 다양한
도로환경과 날씨, 교통 상황 등에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해나간
다는 방침임. 아울러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2] PonyPilot 모바일 프로그램

자료 : Pon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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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정책 현황
[표 8] 주요 선진국 자율주행차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주요 내용
⦁2020년까지 10위권 기업을 양성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선진대열 진입 목표
⦁혁신 시스템 개선 및 자주적인 개발 진행

공업
정보화부

(‘17)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규획(시행)

⦁기초 산업기술 강화 및 산업체인 구축
⦁신에너지차·스마트카·친환경자동차의
기술체계 구축 및 산업주고 고도화
⦁산업 간 융합 가속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중국

⦁품질 향상 및 국제적 기업 양성
⦁국제협력 강화

공업
정보화부, (‘18) 스마트 네트워크
공안부,

자동차 도로 테스트

교통

관리 규범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에 대한 법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세칙 마련하여
공공도로 개방 및 자율주행 차량의 번호판
발급 가능

운송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부

지원하기 위한 법안

(‘17) 자율주행 차량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가 차량
시범 운행에 관한 법안

안에 있지 않아도 자율주행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
⦁자율주행차와 통신 가능한 신호등 1,000개
설치에 9,000만 유로 투자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

독일정부

(‘17) 도로교통법
개정안

●

Automated Driving)
교통 전문가, 법률 전문가, 정보
과학자, 공학자, 철학자, 소비자
대표, 협회 및 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윤리, 법학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레벨3,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운전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 구비 필수
⦁주행 기록 데이터 기록 장치 장착 필수

자율주행윤리위원회
(Ethics Commission on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독일

교통
디지털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에 대한 법안

인프라부

(‘19) 자율주행차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세칙 마련하여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

공공도로 개방 및 자율주행 차량의 번호판
발급 가능

윤리
위원회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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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中 공업정보화부,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규획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7년 ‘자동차 산업 중장기 발전 규획(시행)’을 발표하고, 2020년
까지 글로벌 10위권 기업을 양성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선진 대열에 진입하는 것
을 목표로 함.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제자동차DA(운전보조), PA(부분적인 자율주행),
CA(조건 자율주행)시스템의 신차 장착률이 50% 이상, 커넥티드 운전 보조시스템 장착률
은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
행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임

① 혁신 시스템 개선 및 자주적인 개발 진행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및 신에너지 활용 차량 및 기술 개발 강화
지원. 기술표준과 테스트 평가, 인프라 및 국제 협력 등의 산업 지원 플랫폼 개발 촉진
② 기초 산업기술 강화 및 산업체인 구축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요소를 통합하고, 고급 제고 장비를 개발하여 산업 전체의
시너지효과 기대
③ 신에너지차·스마트카·친환경자동차의 기술체계 구축 및 산업주고 고도화

첨단 자동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신에너지차량 및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카 등의
산업 구조를 형성하여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산업구조 형성
④ 산업 간 융합 가속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자동차기업 및 관련 인터넷 기업 등과의 협력으로 자동차 금융, 중고차, 정비 등의 자동
차 후시장 발전 촉진하고, 협업 가능한 생태계 구축
⑤ 품질 향상 및 국제적 기업 양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육성하여 국제적인 기업 양성
⑥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개발을 준수하고, 서비스보증시스템을 개선하여 국제운영
능력 및 국제협력 강화
▶

2018년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 발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 교통운송부는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대한 법안을 마련함. 이에 각
지방정부는 지역에 맞는 세칙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위해 공공도로를 개방하
고 시험주행용 차량의 번호판을 승인 및 발급할 수 있음. 현재 중국 14개 도시에서 자율
주행차 도로 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베이징 남서쪽 슝안신구
(Xiongan New Area) 신도시와 베이징을 잇는 100km 길이의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 전
용 도로를 설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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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

인프라 수자원 관리부, 자율주행 차량의 시범 운행에 관한 법안 개정
네덜란드 인프라 수자원 관리부는 2017년, 자율주행 차량의 시범 운행에 관한 법안을 발
표하고, 네덜란드 내에서 원활하게 자율주행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지금까
지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차량 안에 탑승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시범 운행이 가능했지만,
2019년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사람이 원격 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자율주행차 연동 신호등 교체에 9,000만 유로 투자
네덜란드는 자율주행차의 도입에 앞서 총 9,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하여 네덜란드 전
역의 1,000여대의 신호등이 자율주행차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3) 독일
▶

자율주행차 도입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독일정부는 2017년,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
함. 향후 레벨 3과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
면서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임. 레벨 3,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시에는 돌발 상황 시 이용자가 즉각 제어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 하며, 주행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치를 필수로 탑재
해야 함

▶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 발표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소속 자율주행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자동화 및 커넥티드 주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자율주행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보고서는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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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남방국가 정책 현황
[표 9] 신남방국가 자율주행차 정책 및 투자 현황
국가

기관

기술(정책)

난양

(‘17)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 및

주요 내용
⦁자율주행 연구 및 테스트 센터

대학

연구 센터 설립

⦁볼보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 자율주행 버스 테스트 중
⦁자율주행 테스트 도시 선정하여 자율주행
시범 운행 중
⦁자율주행 차량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싱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포르

⦁자율주행 차량 관할 기관으로 도로교통국

교통부

(‘17) 도로교통법
개정

지정
⦁차량 모니터링 및 운전자 경고 장치 탑재
필수
⦁자율주행 차량 방해에 대한 벌칙 마력
⦁향후 5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그 후 기간
연장 혹은 별도의 입법을 진행할 예정

자료 : EC21rnc 수집 및 가공

1) 싱가포르
▶

NTU,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연구 센터 설립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은 자율주행차 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연구 센터를 설
립함. 난양기술대학은 볼보와 협력하여 캠퍼스 내에서 세계 최초의 전지 자율주행 버스를
테스트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풍골(Punggol)과 뉴타운인
텡아(Tengah), 남서쪽에 위치한 공업도시 주롱(Jurong) 지역을 자율주행 테스트 도시로
선정하여 NTU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 중임

▶

싱가포르교통부, 도로교통법 개정
싱가포르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는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도
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함. MOT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 운행에 운전자가 반드시 필요
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로교통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을 자율주행차
량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자율주행 차량에는 시스템 오작동 시 통제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 및 경고 시스템을 장착해야 하며, 자율주행 차량을 고의로
방의했을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하였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향후 5년 간
효력을 갖게 되며, 그 후에는 기간 연장 혹은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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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Kinsey&Company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해 인프라 구축은 필수’
▶

●

소속

McKinsey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 오면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자율

&

주행차 활용 방법은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과 자가용 운전이 가장 대표적임. 맥킨지앤드컴

Company

퍼니(Mckinsey&Company)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

Tyler Duvall

비스는 미국 내 이동거리의 9%를 차지할 것이며, 2040년에는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

Eric Hannon
전문가

자율주행차 운행 위한 단계적 인프라 구축 필요

망되었음. 이에 각 나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Jared Katseff
Ben Safran
Tyler Wallce

▶

기존 도로 재정비 및 유지보수
국제평탄성지수(IRI,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에 따르면, 현재 미국 도로의 41%
만이 운전하기 좋은 도로인 것으로 나타남. 질이 좋지 못한 도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
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 정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앞서 도로 재정비에 나서야 하며, 이
는 성공적인 심 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음. 아울러 재정비가 끝난 후에는 꾸준한 유지보수
로 도로의 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도의 제작과 신속한 업데이트
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승차공유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승차공유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교통체증을 비롯한 미래의 교통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임.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정비를 해 놓는 것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임
① 차량지원 시설: 자율주행차의 충전 및 수리, 주차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
② 대기 시설: 승객 대기 장소 구축은 교통체증 감소를 위해 필수적
③ 도로 경계석 정비: 현재 도로경계석은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 후에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정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변경
④ 환승 시설: 자율주행 교통수단 간 환승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구축 필요

▶

완전 자율주행 세상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언젠가 도래할 것임.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
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음. 각 도시는 신호체계나 디지털 교통 관
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야 하며, 교통 체계에 대한 수정도 고
려해야 함. 아울러 도로경계석이나 보호난간을 세우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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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C ‘소비자의 자율주행 기술 인식 향상 위해 기업 간 노력 필요’
▶

●

소속

자율주행 기술은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지만, 실제 기술을 받아들일

IDC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ID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소유자 중 자

Research
직위/
부서

전문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아직 낮은 편

율주행 차량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9%이며,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Manager,
Next

사용할 의향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아울러 향후 12개월 내 이러한

Generation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Automotive

21.1%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래프 6] 자율주행차 이용 의향 조사

Matt Arcaro

자료 : IDC

▶

기업 간 협력하여 소비자 인식 고취 노력 필요
자율주행 업계는 향후 산업을 확장하고, 소비자의 이용을 고취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에게 접근하
는 방식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임. 업계 관계자들은 자율주행 차량
의 설계에서 제작, 테스트 및 검증까지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협력해야 하며,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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