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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왜 필요한가?
경우
해준다.

표준은 기술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차량내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사이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며,
산업에서의 호환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혼선을 피하게

특정 공급자의 독점을 피하게 해준다.

이러한 정의는 표준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의 및 필요성이다.
공공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그러나 산업에서는 이러한

특히 자율주행차(Automated Vehicle), 전기차, 수소차(Fuel

Cell Electric Vehicle)등 미래 신 산업분야에서 표준은 국가 인프라 구축 및 표준 특허와
연관된 산업 경쟁력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표준은 국가 및 기업의 경쟁이며,

후발

주자에게는 장벽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표준화는 대략 6 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차량제어,

차량내 통신 및

ExVe(Extended Vehicle), 인간공학, 기능안전 및 사이버보안, 협력주행, 정밀 지도등이다.
이러한 표준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AI 등 미래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표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 범위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등의

유럽과

일본,

경쟁은

이러한 자율주행차 표준화의 전통적인 리더는 독일,

미국이다.

한국,

중국등은

후발주자이다.

독일은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분야등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정밀지도(HD
Map)등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자율주행 기술에 앞서 있는 미국은

다양한 표준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소차의 표준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자. 수소차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37 건의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표준화 부분은

17 건이 진행중이다.

한국의 경우 기술은 리더의 입장에 있으나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활발한 반면, 표준화 역량은

떨어지는 것이다. 일본 및 미국등은 표준화 부분에 역량을 쏟고 있다
몇가지 결론을 언급하고 싶다.
공표준에서는 쉽게 놓칠수 있다.

첫쨰

표준뒤에는 특허가 있다.

둘쨰 현재 특허 수준은 한국이 우수하다.

상호 협의를 해야 하는 표준 역량은 상당히 낮다.
표준은

연구개발에

선행하는

방향으로

간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신사업의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누가 승자가 될것인가.
글로벌 기업을 이기기 위해

특히 ISO 같은

기반이

그러나

셋째 이제

되는

것이다

고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도 표준분야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

미래

시장은 표준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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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Car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Standard
Why do standards need ? Standard makes distinction between technology and
functions.

In the case of automated vehicle, standard makes distinction between AV

function and driver`s role to avoide confusion.

The original aim of standardization in

the industrial field is to secure the compatibility of products an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customers willing to buy products are not confined to purchasing things from a
specific supplier.

Specially In the area of future car industry,

national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dustry competition.

very important to nation and company.

standard is related to

So international standard is

For late starter, the standard is the barrier of

entry.
In the case of automated vehicle, there are 6 parts of standard.
(Vehicle control, in-vehicle network and entended vehicle, ergonomics, functional safety
and cybersecurity, V2X and collaborating-ITS, HD-map )
Now

AI and future IT technology are converged to traditional vehicle technology and

new standards are developed and expanded to new industry area.
more fierce.

Competition will be

Now the leaders of standardization are German, Japan, USA, France.

The

late starters are Korea, China etc. German is the leader of functional safety and Japan is
the leader of HD-map area. Also USA is the leader of various standard area because of
strong domestic market.
In the case of FCEV, totally 37 standards are developed,

17 standards are in progress.

Korea is leader in technology, but is not leader in standardization. Why ? The capability
of R&D is high, but the capability of standardization is low.

Developed countries focus

on standardization
There are some important messages. First, patents are behind standard. In the case of
ISO standard,

patents issue is very important.

capability of patent is high,
important issue.

Second,

in the case of KOREA,

but the capability of standardization is low.

Finally in the future,

standard

will lead market.

the

It is very

That is why KOREA

must focus on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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