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독·일·영 주요국 자율차 전략을 직접 듣는다!

자율주행차 선도기술 및
표준 국제 컨퍼런스
국내최초로 자율주행차 전략 수립에 참여한 주요국 전문가 초청강연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일시

2019년 2월 25일(월) 13:00-18:00

장소

엘타워 5층 매리골드

프로그램

시 간

내

13:30 - 13:35

개회사 (자율주행차 표준 포럼 운영위원장)

13:35 - 13:40

환영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13:40 - 13:45

축 사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Key Note
: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장 스토리

13:45 - 14:10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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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45

일본의 자율주행 시스템 전략 : 일본 범부처 자율차 전략혁신 프로그램(SIP)

14:45 - 15:20

미국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현황과 추진 방향(DOT TRB)

15:20 - 15:30

Coffee Break

15:30 - 16:05

영국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과 자율셔틀 표준

16:05 - 16:40

독일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표준 현황과 전략

16:40 - 17:05

한국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과 로드맵, 자율주행 긴급대응장치 표준

17:05 - 17:20

Coffee Break

17:20 - 18:00

<주제토론>
레벨3 이상 고레벨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전략과 표준의 역할

18:00

폐회사

Mr. Satoshi Hiyama, Honda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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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자율주행 셔틀버스 표준(LSAD) 원안작성자
–영국 워릭(Warwick) 대학교, ISO TC204 WG14
영국대표
–포브스지 2018 유럽 30세 이하 주요인물 30명에 선정
–TechWorks UK’s Young Engineer of the Year
2017 선정
–OmniCAV 프로젝트, StreetWise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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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Steve Shladover (Berkeley PATH)

- Dr. Siddartha Khastgir (University of Warwick)
- Dr. Thorsten Leonhardt (Audi)
- 유시복 박사 (KATECH)

Dr. Steve Shladover, Berkeley PATH (미국)

※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Program) : 일본 범부처 전략혁신 프로그램

Dr. Siddartha Khastgir, University of Warwick (영국)

- Mr. Satoshi Hiyama (Honda)

–세계최초 군집주행(버클리 PATH의 사업, 1980년대)
–ISO TC204 WG14 미국대표
–TRB ITS 위원회 위원장(2004-2010), 차량-고속도로
자율화 위원회 위원장(2013~)

–일본 SIP 자율주행차 표준 위원
–ISO TC22 AD ad-hoc committee, A member of
AD committee of JSAE

3

용

   : 미국 국립학술원 산하 교통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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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horsten Leonhardt , Audi (독일)
–아우디의 법규제, 시험, 표준화 대외업무 담당자
–ISO TC22/SC33(Vehicle dynamics and chassis
components) 의장
–독일 VDA의 자율주행 작업반 위원, VDA의 자율
주행 로드맵 위원

유시복 박사,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
–자동차부품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장 (2014~2018) , ISO TC204 WG14 한국대표
–2016년 국가전략 프로젝트 자율주행차 부문 예타 기술총괄(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경찰청 4개부처 공동)
–ISO 11067 CSWS, ISO/CD 20901 EEBL, ISO/PWI 23793-2 Emergency Fallback 프로젝트 리더
–2018년 자율주행차 기술로드맵 위원장(산업부, KEIT), 2017년 자율주행차 표준화 로드맵 위원장(기술표준원, KI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