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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머리말
ITU-T FG-AI4AD(Focus group on AI for autonomous and assisted driving)은 자율주행 및 주
행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운전자(AI asa Driver)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포커스 그룹이다. 본고에서는 ITU-T FG-AI4AD의 개요 및 문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자 한다.

2. 개요
2.1 설립 배경
ITU-T FG-AI4AD는 ITU-T SG16 정례회의(2019년 10월)에서 설립되었다. 의장직 및 부의장직은
각각 브린 발콤비(Bryn Balcombe)(ADA Innovation Lab Limited, 영국) 및 장위안(Yuan Zhang)
(China Telecom, 중국)이 수임한다. 인공지능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려면 자
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을 공공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ITU-T FG-AI4AD에서는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1949년
및 1968년 도로교통협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인공지능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그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
방법 및 다양한 지표는 향후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표준의 바탕이 된다.
ITU-T 포커스 그룹은 연구반과는 달리 표준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 대신 기술규격과 기술보고
서(예: 갭분석 등)를 개발한다. 포커스 그룹 참여는 ITU 회원국 국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기존 연구반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더 개방된 논의의 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 시 잠재 표준화 아이템도 도출할 수 있다. ITU-T FG-AI4AD에는 자율주행, 인공
지능, 안전성 평가, 국제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2.2 구조
ITU-T FG-AI4AD는 현재 크게 세 가지의 업무(Work stream)를 수행한다. 지난 제1차 ITU-T
FG-AI4AD 정례회의(2020년 1월 21일~22일, 영국 런던)에서 <표1>과 같이 업무를 분류했다.
특히 WS2(Technical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관련하여 많은 기고서가 제출됐다. 뒤에
설명할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프로토콜 관련 기술보고서 3종도 WS2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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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U-T FG-AI4AD 업무 분류
No.

Work Streams

WS1

Outreach through Participation, Collaborations & Public Engagement

WS2

Technical Specification and Demonstration

WS3

Research Based Guidance & Notices

3. 문서 개발 현황
ITU-T FG-AI4AD는 제2차 정례회의(2020년 5월 4일~5일, 온라인 회의)에서 자율주행 안전데이
터 프로토콜 관련 신규 기술보고서 3종을 채택하였다. 이 기술보고서 3종은 모두 개발 초기
단계로 기술보고서별 에디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전문가와 개발 중이다. 완성된 기술보고서
는 향후 필요 시 ITU-T SG16에서 신규 권고안으로 제안될 것이다. 기술보고서의 완성도 및 성
숙도에 따라 일반적인 ITU-T 권고안보다 이른 시일에 권고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보고
서 3종에 대한 소개하겠다.

3.1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Specification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는 인공지능 운전자의 자
율주행 및 주행보조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의한
다. 동 기술보고서는 ITU-T FG-AI4AD 의장인 브린 발콤비가 직접 제안하였고, 에디터직은 현
재 공석이다.
이 기술보고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차의 표준화된 핵심 성능 및 안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추후 자율주행차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모듈에
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모듈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분석은 해당 기술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별도의 기술보고서에서 다룰 예정
이다.

3.2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Public safety benefits of continual monitoring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Public safety benefits of continual monitoring’ 기
술보고서는 실제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안전 혜택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술보고서는 한 어린이가 혼자 길을 건너다
무인 자율주행차에 치였고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가상의, 그러나 충분히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를 해결하고자 어떠한 자료가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먼저 과연 자율주행차라는 제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
는 하나의 제품이라 가정하지만 자율주행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주행차라는 차체 및 소프
트웨어 운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이 기술보고서는 제조사, 소비자, 사
고, 책임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를 제품의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에 대해 논한다. 즉, 사건 중심의 모니터링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비교, 보험사가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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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 e-콜 시스템, 데이터 윤리 위원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의 법적 프레
임워크 안에서 과연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나아가 이 기술보고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해석을 위해 EU 제품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UNECE 자동차 국제 기준 조화 회의(UNECE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산하 전문가 작업반 WP. 1 및 WP. 29 (Working party 1, Working party
29),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를 여러 관점
에서 조망하고, 바람직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3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Practical demonstrators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Practical demonstrators‘ 기술보고서는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프로토콜을 실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물리적 및 가상 환경 모두에서 실제 적
용한 아키텍처, 시스템 구성 및 실제 시험 결과를 설명한다. 특히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시 차
량 내부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의 한계, 차량과 에지 또는 클라우드가 서로 통신할 때
나타나는 성능 한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러나 ’Automated driving safety data protocol –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 모듈의 알고리즘은 해당 기술
보고서에서 명시하지 않고, 추후 별도의 기술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차 평가 환경을 구축하려면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시 요구되는 라벨링 된 데
이터 집합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평가 환경에는 (1) 시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
확하고 효율적인 시뮬레이터 (2)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성능을 상호 연관시키기 위한 하드웨
어 구현 (3)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기준 등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적용 가
능한 벤치마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고
속도로 주행, 시내 주행 등)를 정의하고 해당 적용 사례에서 명시하는 안전 및 성능 지표를 정
의한다.

3.4 기타 문서
ITU-T FG-AI4AD의 주요 산출물인 기술보고서 3종 외에도 전 세계 자율주행차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기고서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때 제출되었다. 제출된 모든 문서 및 회의록은
ITU-T FG-AI4AD SharePoint collaboration site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포커스 그룹 참여는
ITU 회원국 국적의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보고서 3종과 직접 연관되지 않
은 문서뿐 아니라 ITU-T FG-AI4AD의 작업 범위에 부합되지 않은 문서들도 제출되어 발표되었
다. 그만큼 포커스 그룹이라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율주행차 안전
성 평가를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 맺음말

현재 반자율주행을 위한 주행차선 이탈방지, 차량 간격 유지 같은 ADAS 기술이 발달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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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SAE J3016 기준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된다. 다만 향후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
화하거나 개입이 필요 없는 단계인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려면 무엇보다도 인
공지능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에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부문에 누
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방법 및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ITU-T FG-AI4AD 논의 방향 및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U-T FG-AI4AD는 2년간 총 8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1차 정례회의를 제외한 2020년의 모든 정례회의 및 기술보고서 개발회의가 온라인
(e-meeting)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은 ITU-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원국이므로, 자율
주행 및 주행보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전문가라면 누구나 ITU-T FG-AI4AD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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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TA 저널 제191호
(코로나 이슈로 각 표준화기구의 표준화회의가 연기ㆍ취소됨에 따라 TTA 저널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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