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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완성차업계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계에서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율주행 기술 공통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TA 표준화위원회 및 해외 공적 표준화기구(ITU-T 및
ISO)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화 작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표준화 개발
방향을 예측해 본다.

Ⅰ. 서 론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개입이 없이스스로주행하는자율주행 자동차에대한요구사항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

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1], 해외에서는자율

주행자동차에 대해 ‘self-driving car’, ‘autonomous vehicle’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의 개입 없이 (또는 최소 개입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2]”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수준에 대한 기준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E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6단계 기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3],

현재는 레벨 2 수준의주행보조기술이상용화된수준으로, 운전자의개입

이 불필요한 수준인 레벨 3 및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한 차량이

시험 또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산업부, 과기정

통부, 국토부, 경찰청 등 4개 부처 공통으로 주관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을 통해 융합형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사

업을 진행 중이다[4].

자율주행차량이 대중화되면서 자율주행차 표준화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

점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표준화기구에서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

다. 자율주행차의표준화분야는 표준화기구별로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

스템, 전장, 차량 제어, 차량 내/외부 통신,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차 서비

스, 정보보호와 같은 차량 내부요소 및 도로지도, 교통 시스템과 같은 인

프라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율주행차 분야 중에서도 차량 ICT 관련 기술,

특히 통신, 서비스, 정보보호 표준을 중심으로 국내표준화기구와 해외공

식표준화기구의 표준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내자율주행차 표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국

제 공식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는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예측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려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국내 표준화 현황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 다양한 자율

주행 관련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다[5].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산하 ITS/

차량, 철도 ICT프로젝트그룹(PG905)에서는 주로 차량 간 통신(V2V)과

(TTAK.KO-06.0175/R1) 군집/자율협력 주행에 대한 표준

(TTAK.KO-06.0439, TTAK.KO-06.0531)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는 차량

환경용무선접속(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응용 표준 및 차량 확장 애드혹 네트워크 표준을 개발 중이다.

5G 버티컬 서비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그룹(PG1104)에서는 주로 셀룰

러망을 이용한 차량 통신 기술인 C-V2X와 관련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는 고유표준 개발보다는관련기술을 소개하는 기술보고서

를 다수 개발하였다(TTAR-06.0204, TTAR-06.0203). 향후 추가 활동을

통해 국내 고유 기술을 반영한 표준을 개발 할 것으로 보인다.

응용보안/평가인증 프로젝트그룹(PG504)에서는 차량통신 보안 측면의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V2X보안지침(TTAE.IT-X.1372), 차량 내부 네트

워크 보안 지침(TTAK.KO-12.0346) 등의 표준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프로젝트그룹(PG604), 인공지능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1005)에서도 자율주행 객체 인식을 위한 표준을각각개

발한 바가 있다(TTAK.KO-11.0262/R1, TTAK.KO-10.1208)

2.2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은 2018년 설립되어 한국표준협회에서 사무국을

맡아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8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2020년까지는 ISO/TC 22(도로차량) 및 ISO/TC 204(지능형교통시스템)

의 국내 mirror committee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자율주

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산하에 ICT융합 분과를 신설하여

차량 ICT표준화를 진행 예정이다. ICT융합 분과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에서 분과 사무국을 담당하여 차량통신,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등의 국



내외 표준을 개발 예정이다[6].

2.3 스마트카미래포럼

2018년 설립된 스마트카미래포럼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사무국을

맡아운영중이며현대오토에버, 에릭슨엘지등 90여개회원사가활동중

이다. 포럼은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언, 국

내 외 표준 동향 대응 및 표준화 방안 추진, 스마트카 관련 사업화 방안

및 기술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주간 리포트발간을 통해

자율자동차 관련 산업·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7].

Ⅲ. 국제공식표준화기구 표준화 현황

3.1 ITU-T

전기통신분야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는 ITU-T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화를 진행하는 특정 연구반(Study Group, SG)은 존재하지 않으나,

산하 여러 SG에서 자율주행차 통신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다양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8].

ITU-T SG16(멀티미디어)에서는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아키텍처 및

기능 요소(H.550)’ 및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과 외부 응용 간 통신

(H.560)’등 차량통신관련표준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주도로 ‘자율

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요구사항

(F.VG-AD-Reqs) 등의 자율주행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TU-T SG17(정보보호)에서 진행중인 표준은다수가 한국주도로 개발

이진행되고있으며, 현재까지 ‘커넥티드카보안위협사항(X.1371)’, ‘V2X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X.1372)’, 등 다수의 차량통신 보안 표준을 개발하

였으며, 계속해서 ‘차량 엣지 컴퓨팅 보안 요구사항(X.itssec-5)’, ‘이더넷

기반 차내 통신 보안 가이드라인(X.eivnsec)등의 표준을 개발 중이다.

ITU-T 산하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인 포커

스그룹(Focus Group, FG) 가운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FG는 ‘차량 멀티미

디어(FG-VM)’, ‘자율/보조 주행을 위한 인공지능(FG-AI4AD)’등 두 그

룹이활동하고 있다[9]. FG-AD에서는 차량통신을이용한멀티미디어 전

송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량 멀티미

디어네트워크를 위한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F.749.3)’ 표준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FG-AI4AD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관계된 교통사

고 상황에서 AI의 대처를 다루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FG의 활

동 결과로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프로토콜’과 관련된 3편의 기술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 중이다.

4.2 ISO

ISO에서는 산하의 TC 22(도로차량) 및 TC 204(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서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10]. TC 22는 도로 차량 전반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으며, 산하 SC 31(데이터 통신)에서 차량 ICT중에

서도 차량 통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SC 31에서는 지금까지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표준(ISO 11898 시리즈), 통합 진단

서비스(Unified diagnostic services, UDS) 표준(ISO 14229 시리즈), 차량

용 이더넷 표준(ISO 21111 시리즈) 등 약 150건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차량과 클라우드를연계한 기능인 Extended vehicle (ExVe) 서비

스 및 기존 표준들의 개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TC 204는 지능형교통 시스템을 다루는 위원회로차량뿐만아니라지리

정보, 교통/신호 시스템등자율주행을 위한전반적인분야의표준화를 진

행하고 있다. TC 204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

토콜인 CALM(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s)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고있으며, 협력주행을위한아키텍처표준인 ISO 17427-1 표준 및

후속 기술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ISO와 IEC가 함께 정보기술 분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ISO/IEC

JTC 1에서는 산하 ‘Autonomous and Data Rich Vehicles’ 그룹에서 자율

주행차량 용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그룹 활

동 종료 후 JTC 1산하 SC 42(인공지능)으로 연구 주제를 이관하여 후속

표준화를 진행 할 예정이다.

Ⅳ. 향후 자율주행차 표준화 진행 방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ICT관련 표준화는 차량 내/외부 통신 및

통신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이 수집한 데이터의 처

리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 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향후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ICT분야

신기술을개발하여기술개발에만 그치지않고국가표준및 국제표준화추

진을통한국내 기술의표준선점노력을 지속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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