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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searche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o increase the safety of roads and traffic 

by using collected information from external sources and vehicle itself (such as C-ITS vehicle 

(CV) and autonomous vehicle (AV)). In particular,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one of 

the heading technologi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confidence 

level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low because the damage and casualties occur frequently. As

a way to overcome this, cooperation between road and traffic infrastructure and Connected 

Automated Driving (CAV) is being introduced and gradually increased. However, due to 

sporadic research, the information platform is insufficiently established and the evaluation 

system for adequate information provision i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effectiveness measures for evaluating the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platform which is limited to the urban roads were established as promptness, accuracy, and 

safety.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safer road and traffic 

environment and the delay of technology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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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C-ITS (CV), 자율주행(AV) 등 외부에서 연계 또는 차량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를 이용

하여 도로 ‧ 교통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 기술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연

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포함한 자율주행차 관련 인명사고의 발생

으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임도가 높지 않게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도로 내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의 협력기술(CAV)이 도입되고 있으며, 점차 증대하

고 있다. 그러나 산발적 연구진행으로 인해 정보 플랫폼에 대한 정립이 미진하고, 적절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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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유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도로에 한정된 자율협력주행 정보 플랫폼의 평가

를 위한 효과척도를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으로 정립하고, 각 척도별 평가지표를 포함한 분석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 교통 환경의 구성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연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자율협력주행, 평가, 동적정보, 플랫폼, 도심도로

서론

자율주행차는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CMU)의 자율주행 연구팀인 내브랩(NavLab)에서 만든 자율주행시스템

인 ’테르게이터(Terregator, Figure 1)’와 쉐보레 밴을 개조한 자율주행차 ‘내브랩1 (Nav Lab1, Figure 2)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SAMSUNG Newsroom, 2017). 테르게이터는 영상(비디오 카메라), 소나(거리측

정), 스캐닝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현재 자율주행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후 경로 계획 및 매핑 

능력 등을 포함하여 점차 진화된 기술이 적용되었다. 반면 내브랩은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자율주행 모드를 시연한 

최초의 자율주행차로, 느린 속도로 이동하였으나 당시의 컴퓨팅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이라 평가받고 있다(Robot Newspaper, 2016).

 

Figure 1. Terregator Figure 2. Nav Lab1

source: Results of google search (Robot Newspaper).

이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은 구글의 X-project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 및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카네기멜론대학과 

함께 기존 모델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하였으며, 2009년부

터는 도요타의 일반 차량을 개조한 무인 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여 시험주행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는 알파벳에서 운

영하는 웨이모를 통해 상용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구글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차량을 개발한 대표적 사례로는 테

슬라가 있다. 테슬라는 2014년 AutoPilot이라 명명한 자체 자율주행기술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속도 및 차로유지 

및 차로변경이 가능한 자율주행 Level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시스템은 현재 상용차 중 가

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만큼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수가를 고려하여 자체 보험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위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상기 두 기업이 선두에서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기술을 리딩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평가

받으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2월 14일 발생한 자율주행차가 원인을 제공

한 첫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6년 5월 7일 테슬라의 모델 S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하여 운전사가 사망하는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Figure 3과 같이 2018년 3월 18일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교차로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부분이 확대되

고 있다(Segye Ilbo, 2018). 미국 자동차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에서 시행한 자율주행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의 73%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고 있으며, 6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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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자율주행차와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전후의 최신 기술에 대한 관

심도가 가장 높은 젋은층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불안감이 2017년 대비 급증(49→64%)하였으며, 장년 및 노년

층으로 갈수록 이와 같은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3. First accident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source: Results of google search.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안감 해소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한 미래차 관련 3대 전략을 발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를 위해 차량센서 일변도의 기존 기술 개발 방향에서 최근 도로인프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자율협력주

행기술’이 그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다. 여기서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신호기 및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 및 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도로교통체계를 의미

한다(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et al., 2019). 자율협력주행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체계

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 기술이 동적 공간 데이

터 저장소 또는 동적정보(Local Dynamic Map, LDM)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율주행차가 주행중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도심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LDM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을�위한�관련�사항�검토

1. 도심도로�자율주행에�어려움을�주는�상황�및�구간

고속도로는 차량의 이동속도가 빨라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이를 처리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시

간이 극히 짧다는 것이 극복해야 하는 한계이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활지(터

널 제외)에 위치하여 있고, 기하구조가 단순하며 움직임의 자유도가 높은 이동체 및 이동자(이륜차 및 보행자 등)가 

없거나 극히 적다. 따라서 고성능의 센서와 처리 프로세서를 갖춘 경우 대처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용화된 반자율

주행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자율주행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반면 도심도로는 자율주행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구간과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Figure 4와 같이 자차 위치

(자율주행차의 자기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GNSS는 빌딩숲 및 고가도로 등의 영향으로 음영구간이 존재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로공사구간이 존재하며, 전방에 위치한 SUV차량만으로도 전방 시야가 차단된다. 또한 

인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무단횡단자, 최근 더욱 급증한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출현하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와 킥보드, 신호기 고장으로 수신호로 교차로를 운영하는 상황, 딜레마존이 항상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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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등으로 인해 사람 운전자 또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 및 구간을 자율주행에 어려움을 주는 

‘자율주행 핸디캡’ 상황 및 구간에 대한 극복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기술의 실

용화는 불가능하다.

Figure 4. Handicap of autonomous vehicle on urban roads

source: Kim (2018)(Reconstruction).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 센서의 인식범위(약 100-200m) 및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 LDM이다. 이

는 현재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LDM 및 V2X기반 도

로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발(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9)되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보다 핸디캡 상황 및 

구간이 많은 도심도로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2. 관련� ISO 동향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전체 산업의 국제표준을 담당하고 

있다(https://www.iso.org/). 기술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SC),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구성되어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ITS 관련 국제표준을 담

당하고 있는 TC 204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ITS 서비스에 대한 인

터페이스, 메시지셋, 프로토콜, 정보교환 규격, 시험방법, 아키텍처 및 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대한 표준을 다루

고 있다. TC 204의 표준화 범위는 Figure 5와 같으며, 여기서 동적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WG는 WG 18 

(Cooperative systems) 이며 여기서 제정한 표준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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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tandard area of ISO/TC204

source: ISO (2019).

Table 1. List of WG 18 work items

Standardization themes  ISO number  Contents 

1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ITS 
applications in a global context 

ISO 17419 Standardization of ITS application classes and 
management

2 ITS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objectives 
for selection of communication profiles

ISO 17423 Standardization of requirements when applications 
select communication interface

3 State of the art of Local Dynamic Maps 
concepts

TR 17424 Reports collating existing Local Dynamic Map 
(LDM) concepts

4 Definition of a global concept for Local 
Dynamic Maps 

ISO 18750 Stipulations for defining Local Dynamic Map 
(LDM) concepts

5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context of 
co-operative ITS architecture (s) 

ISO 17427-1 Standardiza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gents in cooperative ITS

6 TR’s re to C-ITS deployment support TR 17427-
2 to 4, 6 to 10

Reports (TRs) on support for actual dissemination 
based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tities stipulated in ISO 17427-1

7 Data exchange specification for in-vehicle 
presentation of external road and traffic 
related data

TS 17425 Standardization of system for providing data 
about road traffic on on-board equipment using 
the same format as roadside VMS

8 ITS station facilities for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etween ITS stations 

TS 17429 Stipulation of shared functionality for the transfer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etween ITS stations

9 Contextual speeds TS 17426 Specification of systems for presenting speed limit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factors such as 
location, weather, and traffic conditions

10 Using V2I and I2V communications for 
applications related to signalized intersections 
(SPaT, MAP, SRM and SSM) 

TS 19091 Definition of V2I/I2V messages and related data 
structures and data elements for applications 
related to signalized intersections

11 Using I2V communications for applications 
related to in-vehicle information (IVI) 

TS 19321 Stipulations concerning data structure dictionaries 
for applications providing in-vehicle information

12 Test architecture TS 20026 Stipulations concerning the architecture of 
validation test suites for cooperat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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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WG 18 work items (continued)

Standardization themes  ISO number  Contents 

13 Guidelines on the use of C-ITS standards for 
hybrid communications 

AWI TR 21186 Guidelines for using mixed multiple communication 
media with cooperative ITS

14 ITS-Station security services for secure 
session establishment and rapid authentication 
data dictionary of vehicle-based information 
for C-ITS applications communication 
profiles for secure connection between 
ITS-Station and vehicle 

PRF TS 21177
AWI TS 21184
PRF TS 21185

Stipulations concerning required items for secure 
connections between in-vehicle ITS communication
station and vehicle information systems

15 Position, velocity and time functionality in 
the ITS station

AWI TS 21176 Stipulations concerning the architecture of 
validation test suites for cooperative systems

source: ISO (2019).

자율협력주행 혹은 C-ITS에서 활용하는 동적정보에 대하여 규정한 표준은 Table 1의 TR 17424 (ISO, 2015) 및 

ISO 18750 (ISO, 2018)이 있다.

3. TR 17424: Local Dynamic Maps concepts

TR 17424는 ISO 24102-6에서 정의한 ‘경로 및 흐름 관리를 위한 ITS 스테이션’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을 포함하

여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및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통신방식을 기준으로 정보의 흐름을 Figure 6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LDM을 4개의 Layer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형을 기반으로 도로 형태부터 자차 상태

와 함께 다른 차량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타 정보와 함께 융합(fusion)되어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돕도

록 구성하고 있다.

Figure 6. Driver warning of dangerous situations via Car2X-communication and local dynamic maps

source: ISO (2015).

Figure 7은 도심 교차로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LDM을 시각화 한 결과이다. 여기서 초록색 선은 참조선

(reference tracks)으로 방향별로 차량이 이동 가능한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구간의 동일 차선에서 

주행하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차량은 차량 괘적이 동일한 반면, 차량의 주행경로에 따라 별도의 주의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임으로 별도의 참조선을 차량의 방향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실제 자율주행차량이 이동하기 위

한 주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경로별 정보를 담기 위한 가상의 이동 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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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isualization of the static map content of the LDM at an urban intersection

source: ISO (2015).

4. ISO 18750 (KS X ISO 18750): Local Dynamic Map

LDM은 국제표준(ISO 18750 (ISO, 2018) 및 KS X ISO 18750 (KS, 2019), 이하 내용은 KS X ISO 18750 내용

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에 따르면 “LDM 데이터 객체,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LDM 데이터 객체(LDM-DO)의 처

리를 위한 인터페이스들로 구성된 개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LDM-DO는 정의된 시간 간격 안에 있는 정의된 

지리적 위치와 같은 정의된 위치에 존재하는 실제 객체(차량, 도로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가장 단순한 

경우 LDM-DO가 제공하는 정보는 단지 유형, 지리적 위치 그리고 유효한 시간간격이다.” 상기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면 정밀전자지도를 기반으로 랜드마크(위치 참조시설), 교통정보, 기상정보, 자차정보를 차로 수준으로 매핑

하여 관리(저장, 관리, 제공)하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LDM은 유럽의 SAFESPOT과제(SAFESPOT Integrated Project(2007))에서 처음 컨셉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gure 8과 같다. 정적(Static)정보부터 동적(Dynamic)정보까지를 대상으로 정보를 4개의 Layer로 구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M은 고속도로에 적용하여 Table 2와 같이 구축 ‧ 

시험한 바 있으나, 실 적용 및 실시간 데이터 저장 ‧ 관리 ‧ 제공까지에 대한 실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도심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LDM 데이터에 대한 정의 또한 시행된 바 없다. 따라서 도심도로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도심도로에 적합한 정보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 후 실제 적용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ure 8. Concept of local dynamic map (LDM)

source: SAFESPOT Integrated Proje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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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LDM layer for highway

Information range Provider Information Renewal cycle

Static 
information

Layer 1
precision electronic 
map (static)

Map provider <Only Layer 1 information>
-Road electronic precision map (road shape)

<month 

<Common information of Layer 1/2>
-Road facilities (signs, VMS, etc.)
-Road control information 

(variable lane information, etc.)
-Buildings (rest areas, etc.)

Layer 2
plans and 
prospects
(semi static)

Road operating agency <hour

<Only Layer 2 information>
-Temporary control information 

(construction, disaster, etc.)
-Rest area open/closed hours

Dynamic
information

Laye 3
traffic information
(semi dynamic)

Road operating agency/
Vehicle detection system

-Accident
-Delay/Congestion information
-Traffic condition information
-Local weather, etc.

<min

Layer 4
information via 
V2X
(dynamic)

Vehicle -Vehicle location information
-Vehicle driving information
-Vehicle status information
-Vehicle information

<sec

sourc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9).

5. LDM 평가체계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R&D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LDM의 개발 및 테스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축한 LDM은 자율협력주행 또는 C-ITS 차량의 

운행 중 안전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각 연구개발시에 반드시 평가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체계

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신뢰도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통신 환경, 정보를 

받은 차량의 자동 제어 부분 등 차체 거동과 관련된 부분 등으로 평가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체계로 제한된 것에 대한 이유는 ISO와 함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인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ETSI) C-ITS 및 자율협력주행과 관련된 표준의 이론적 근거와 지침

을 제시하고 있는 ETSI TR 102 863 (ETSI, 2011)에서 찾을 수 있다. 상기 문서의 평가(evaluation) 부분에 따르면 

LDM (동적정보)을 업데이트(갱신 등)하는 방법은 구현의 문제이므로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LDM 평가 관련 학술연구인 Hideki et al.(2015)의 논문에서 LDM 평가를 위한 시스템 정의 및 평가지표가 제시

되어 있다. 국내 LDM 관련 연구 또한 Hideki et al.(2015)의 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제시

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Equation 1과 같다.

Response time = Warning-message output time - Sensing time 

= Communication delay time + API processing time + Operations processing time (1)

차량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차량에게 전달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응답시간(response time)을 산출하는 식으

로 이와 같은 식만으로 LDM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논문 또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뮬레이

션을 통해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위험정보 감지(충돌 감지)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

는 반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LDM 내부 프로세싱에 발생하는 부하 및 부하 발생에 따른 정보 손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보의 손실율(네트워크상에서 이동중에 손실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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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평가가 최근 연구에는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에서 

응답시간, 손실율을 기준으로 LDM 정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6. 기존� LDM 평가체계의�한계

이와 같이 도로 ‧ 교통 정보를 담고 있는 LDM의 핵심이 LDM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신뢰도 보다는 정보의 이

동중에 손실없이 빠르게 전달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LDM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간과

되고 있는 것이 현 연구 체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도로를 대상으로 LDM을 구축하는 방법을 기존 고속도로 LDM을 기준으로 도심도로에 

필요한 정보가 추가되는 형태로 검토하여 제시하였으며, LDM 정보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때 정보의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은 기존에 이루어진 바 없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신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 목표치 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및 결과은 기존에 제시된 바 없으나 도로 ‧ 교통분야에서 반드시 검토 및 수립해야 하는 분야라 판

단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이므로 상대적으로 참고문헌 및 연구동향이 부족하며, 검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협력주행 분야에서 도로 ‧ 교통분야가 주도권을 이끌어 가기 위한 핵심 부

분이라 판단되며, 이에 실험적으로 본 연구를 제시하였다.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을�위한�정보�플랫폼�구성

1.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을�위한� LDM 정의

도심도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자율주행 핸디캡 상황과 구간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LDM을 활용하여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 LDM인 Table 2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LDM

은 ‘자율주행을 위한 LDM 및 V2X 기반 도로시스템 개발’ 과제의 성과물로 도출되어 고속도로 자율주행 지원을 위

한 정적/동적 정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동적 정도에 따라 

4개의 Layer 개념별 정의된 LDM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9)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존 LDM은 개발 배경 및 이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 LDM의 데이터 범위 측면에서 도심도로에 적합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정적/동적 정보 중 도심도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개

념 정립 및 데이터 프레임/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특히, 도심도로를 자율주행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차로 관련 정보(신호, 이동체 등) 및 도로

주행 중 필요로 하는 정보(주정차 차량 정보, 대기행렬 길이 정보 등)을 수집/가공/제공 하는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Figure 9와 같은 상황극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차로별 소통정보: 차량과 인프라 센싱 데이터 기반 차로별 교통소통정보 추정 및 예측정보 생성/제공

∙ 위험/돌발정보: 정적/동적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험/돌발 정보를 자동 생성하여 차량 및 인프

라 센싱으로 감지하지 못한 위험/돌발정보를 생성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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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신호(현시)정보: 자율주행차가 교차로 통과 시 딜레마존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류부 교차로의 신호

현시 정보를 제공

∙ 교차로 이동체 정보: 자율주행차가 도심도로 주행 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가 센서의 음영지역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가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는 교차로 주변의 이동물체에 대한 전수 인프라 센싱 및 트레킹하여 정보를 제공

∙ 회전차로 대기행렬 길이 정보: 회전차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전용차로 또는 포켓에 over-flow가 발생할 경우 

대기행렬의 끝에 자율주행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센싱을 통해 대기행렬 길이 정보 제공. 해당 정보가 없

을 경우 대기행렬 중앙부로 끼어들기를 해야 하거나 먼거리에서 우회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주정차 차량(위치) 정보: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차로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의 미드블럭 구간에 위치한 주정

차 차량의 위치정보를 인프라 센싱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단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 일부/전체가 주행 불가

시, 해당차량 뒤에서 대기 할지 또는 차로변경을 통해 추월할지 판단하는데 활용)

이를 통해 도심도로 자율주행차 주행 중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교차로 통과’를 LDM을 통해 ‘안전’하게 주

행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차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Figure 9. Overcoming handicap situation with LDM on urban roads

Table 3. Definition of LDM layer for urban road

Information range Provider Information Renewal cycle

Static 
information

Layer 1
precision electronic 
map (static) 

Map provider <Only Layer 1 information>
-Road electronic precision map (road shape)

<month 

<Common information of Layer 1/2>
-Road facilities (signs, VMS, etc.)
-Road control information 

(variable lane information, etc.)
-Buildings (rest areas, etc.)

Layer 2
plans and 
prospects
(semi static)

Road operating agency <hour

<Only Layer 2 information>
-Temporary control information 

(construction, disaster, etc.)
-Rest area open/closed hours

Dynamic 
information

Layer 3
traffic information
(semi dynamic)

Road operating agency/
Vehicle detection system

-Accident
-Delay/Congestion information
-Traffic condition information per lane
-Local weather, etc.

<min

Layer 4
information via 
V2X
(dynamic)

Vehicle/
Road side sensor 
(new infra sensor)/
Processing using other 
information

-Vehicle location information
-Vehicle driving information
-Vehicle status information
-Vehicle information
-Risk/Unexpected information
-Intersection signal (present) information
-Crossing vehicle information (pedestrians, 

motorcycles, bicycles, falling objects, etc.)
-Queue length information
-Parking vehicle (location) information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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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여 도심도로의 자율협력주행을 위해 Table 3의 Bold 및 Italic 표기한 재설정한 LDM을 구성하였다. 

도심도로에 필요한 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준으로 Layer를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차선단위의 소통상태 정보는 Layer 

3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교차로 신호 등화 및 사각지대의 이동체 정보 등 차량센서로는 정보 수집이 어려우나 차량 

주행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Layer 4로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설

정하였다.

2.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을�위한� LDM 플랫폼�구성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해 Figure 7과 같이 센터, 노변장치(RSU, 엣지 또는 지역센터), 차량에 각각 센터 

LDM, RSU LDM, 차량 LDM이 있어야 한다. 센터 LDM이 모든 영역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으며, RSU LDM은 해

당 RSU가 담당하는 영역의 정보를, 차량 LDM은 개별 차량별로 안전한 주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영역 내의 정보로 

구성한다. 동일한 영역은 동일 시각 기준 모든 LDM이 동일해야 하며, 이는 사전에 설정된 갱신주기에 따라 정보를 

유통하여 갱신하게 된다.

센터 LDM은 기존 교통정보센터 및 C-ITS센터 등과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받아 정보를 최신화 

하며, 기상상황은 기상청을 통해 정보를 갱신한다. 신호현시정보는 신호제어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송받아 교차로

별/방향별로 다음 현시의 녹색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차량에게 전달된다. 교차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교차로에 별도의 이동체 검지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보행자, 이륜차의 위치를 수집하여 센터 LDM의 

Layer 4에 정보를 반영한다.

차량에 전달되는 직접 및 연계수집한 데이터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량 주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과 돌발상황을 예측 생성하며, 차로별 교통정보를 생성하여 원활한 주행을 위한 차로선택

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정보 또한 Layer 4정보로 LDM에 포함되어 차량으로 전달된다.

정보별로 개별 IoT 장치를 관리하고 정보를 전송할 경우 모두 별도의 플랫폼을 갖추거나 해당 장치별 데이터 변

환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보의 갱신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반면, Figure 10과 같은 단일화된 

LDM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모든 정보를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장치가 불필요하다는 강점이 있다. 모두 동일한 전송 표준으로 적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므로 동일한 플랫폼을 장

작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있다.

Figure 10. Formation of LDM platform for Connected Automated Driving in urban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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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플랫폼�평가�방안

1. 적용�가능한�평가�기법

LDM 정보는 도로정밀지도(Layer 1) 기반으로 맵매칭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차량의 운행 및 제어에 활용된다. 따

라서 실제 지도는 없으나, 지도위에 정보를 형상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LDM을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및 

시각화 분석(Visualization Analysis)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의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각화 분석은 데이터 모니터링 및 평가에 강점을 갖는 분석 방법

으로 시각화 된 데이터를 Table 4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Table 4의 시각화 분석방법 중 LDM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음영으로 표기된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및 공간 시

각화 등이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를 시각화 할 수 있으며, 누적연속그래프 등으로 정확도 및 신뢰

도 등을 표출할 수 있다. 지도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간 시각화를 통해 LDM을 통해 제공되는 이동객체의 

위치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플랫폼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Table 4. Information visualization method

Time visualization Distribution visualization
Relationship 
visualization

Comparative visualization Spatial visualization

Bar graph
Cumulative bar graph
Dot graph

Pie chart
Donut chart
Tree map
Cumulative-Continuous graph

Scatter plot
Bubble chart
Histogram

Heatmap
Chernov face
Star chart
Parallel coordinate system
Multidimensional scaling

Map matching

source: https://m.blog.naver.com/three_letter/220394997360.

2. 평가항목�및�지표�도출

LDM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평가와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Figure 11과 같이 구성하였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정확히 수집되고 있는가?’, ‘지연 없이 전달되었는가?’, ‘전

달받은 데이터는 손실없이 전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노란색으로 표리된 부분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센터, RSU, 차량 및 수집장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ure 11. Define assessment and monitoring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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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다시 ‘수집정보의 정확도(직접 수집 및 1차 가공 정보)’, ‘예측정보 생성 정확도(2차 가공 정보)’, ‘데이터 

처리의 신속/정확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수집정보의 정확도 평가는 이동체(차량, 이륜차, 보행자), 신호

현시정보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척도 및 평가방법, 목표치를 도출하였다. 

도심도로의 자율협력주행을 위해 생성하는 차로단위 교통정보 및 위험/돌발정보를 대상으로는 정확도(오차율) 및 

효율성을 평가한다. LDM의 경우 데이터 손실률 및 데이터 처리시간을 기준으로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적절한 시각에 모두 전달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Table 5. LDM evaluation items and MOE

Category MOE Evaluation method (draft) Unit Goal
Acquisition 
information 
accuracy 
(direct 
collection / 
primary 
processing 
information)

Moving 
object 
information

Vehicle Detection rate Number of detected vehicles / Total vehicles 
which are detected

% ≥95

Accuracy of 
detection

The number of other moving objects 
(two-wheel, pedestrians) as the target 
moving object (vehicle)

% ≤5

Detection time The time when the attribute judgment was 
completed (vehicle) - the time when the 
evaluation data was applied (vehicle)

ms ≤200

Two 
wheeled

Detection rate Number of detected two wheeled / Total 
two wheeled which are detected

% ≥95

Accuracy of 
detection

Number of other moving bodies (vehicles, 
pedestrians) as target moving bodies 
(two-wheeled) / Number of other moving 
bodies (vehicles, pedestrians)

% ≤5

Detection time The time when the attribute judgment was 
completed (two wheeled) - the time when 
the evaluation data was applied (two 
wheeled)

ms ≤200

Pedestrian Detection rate Number of detected pedestrian / Total 
pedestrian who are detected

% ≥95

Accuracy of 
detection

Number of other moving bodies (wheel 
drive, vehicle) as target moving bodies 
(pedestrians) / Number of other moving 
bodies (wheel drive vehicles, vehicles)

% ≤5

Detection time The time when the attribute judgment was 
completed (pedestrian) - the time when the 
evaluation data was applied (pedestrian)

ms ≤200

Traffic light 
information

Time error rate {Acquisition signal representation information 
(remaining time information) - Actual signal 
representation information (remaining time 
information)} / Acquisition signal 
representation information (remaining time 
information)

% ≤5

Direction 
accuracy

(The same number of directions of 
acquisition remaining time information signal 
direction information and actual remaining 
time display signal direction information) / 
Total number of directions

% =100

Predictive 
information 
generation 
accuracy
(secondary 
processing 
information)

Traffic information per 
lane

Prediction 
accuracy

Queue prediction length by lane / Actual 
queue length

% ≥80

Predictive 
efficiency

Time to generate traffic information by 
lane-Data input time to generate traffic 
information by lane

ms ≥200

Risk information Trajectory error 
rate

Position within actual target time unit of 
moving object / actual moving object 
position (based on 3D coordinates)

% ≥15

Unexpected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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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DM evaluation items and MOE (continued)

Category MOE Evaluation method (draft) Unit Goal

Data 
processing
Fast / 
Accuracy

Center LDM Data loss rate RSU standard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number of actual delivery 
profiles) /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10

Data processing 
time

Center to RSU message output time - 
Dynamic information input time

ms ≤100

RSU LDM Data loss rate Vehicle standard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number of 
actual delivery profiles) /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10

Data processing 
time

RSU to vehicle message output time - RSU 
message input time

ms ≤100

Vehicle LDM Data loss rate Map Matching Criteria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number of 
actual delivery profiles) / (number of profile 
information to be delivered)

% ≤10

Data processing 
time

When to send all profile information - 
When map matching of LDM transmission 
module in vehicle is completed

ms ≤150

3. 평가체계�방법으로의�대쉬보드�구성

Table 5를 기반으로 구성한 평가시스템 구성안은 Figure 12 및 Figure 13과 같다. Figure 12는 효과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대쉬보드 구성 결과이다. 공간, 시각 및 분포 시각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상단에는 공간 시각화 

분석 결과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하단에는 장치의 상태정보 및 평가 결과를 MOE에 따라 그래프의 형태로 한눈에 

평가결과를 조회 및 상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상세 평가 결과는 장치별로 Figure 13과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Figure 13의 우측과 같이 결과를 화면 모니

터링 이외에도 별도로 출력(5분/30분/1시간/1일 단위)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ure 12. Evaluation and monitoring dashboard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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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DM evaluation result

결론�및�향후연구

도심도로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와는 달리 핸디캡 구간 및 상황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구간 및 상황을 극복

하지 못한다면 도심도로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자율주행기

술은 이용자의 선택에서 외면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산업 또한 저해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최근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 LDM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LDM은 고속도로와 같은 연

속류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구성 및 적용한 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도로에서도 자율협력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도심도로에 적합한 LDM 정보를 정의하였다. 특

히 신호 현시 정보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교차로 이동체(차량, 이륜차, 보행자)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시스템적 구

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정보 플랫폼에 대한 시각화 분석을 활용한 평가체계를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ISO 및 KS 표준으로 정의된 LDM을 이용한 본 과제에서 제안한 LDM 플랫폼을 적용한 자율주행

차량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완벽한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실시

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도심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LDM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를 시

행한 사례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플랫폼 및 평가체계가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

다. 이에 따라 LDM 구현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며, 이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

한 자율주행 기술 구현 및 미래 모빌리티 체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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