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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기술을 통한 유비쿼터스 모빌리티의 실현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도로 위에서 사망합니다.[1] 매년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과 부상으로 6,000억 달러, 그리고 경제적 
비용으로 2,7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2]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사고의 원인 중 94%는 인간의 
실수입니다.[3] 자율 주행 차량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율 주행이라는 새로운 연결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자율 주행의 도입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자율 주행 차량의 
시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 성공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달려 있습니다. 

이 eBook에서는 엔지니어링 팀이 직면한 기술 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주행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채택한 공통적인 모범 사례로서 시뮬레이션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이점을 집중 조명하고, 그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https://www.cdc.gov/injury/features/global-road-safety/index.html
[2]  “The Economic and Societal Impact Of Motor Vehicle Crashes, 2010.”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015년 5월(개정).  

https://crashstats.nhtsa.dot.gov/Api/Public/ViewPublication/812013
[3]  “Critical Reasons for Crashes Investigated in the National Motor Vehicle Crash Causation Survey.”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015년 2월.  

https://crashstats.nhtsa.dot.gov/Api/Public/ViewPublication/812115 
[4]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the-trends-transforming-mobilitys-future

배경 및 하이라이트

From basic connectedness to complex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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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자신의 개인 
프로필을 활용하여 외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능을 수행함

운전자가  차량의 
기본적인 기술적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함

모든 탑승자가 차량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비스 및 기능에 있어서 

사전 알림을 받음

모든 탑승자가 
커스터마이즈된 제어 

장치, 자체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및 광고를 접함

매우 복잡한 작업을 
예측하고 수행하는  
AI가 모든 탑승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함

커넥티드 카의 글로벌 보급 확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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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차량의 수요와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의 소비자가 앞으로 자율 
주행 차량에 탑승할 의향이 

있음

80%

가 자율 주행 비행기, 기차, 
차량 또는 선박에 안심하고 

탈 의향이 있음

76%

자율 주행 차량의 운전이 
인간보다 낫다고  

(또는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72%

미국 교통부 추산에 따른 
10년간 교통량 감소율  

(35만 명의 인명 피해 방지)[2]

94%

미터톤(연간)의 CO2 배출 
감소(LA) [3]

270만

개인 소유 차량 대신 자율 주행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베를린에서  

연간 절감되는 교통비[3]

$1.6b

증가하는 자율 주행 차량의 수요

소비자의 인식[1] 예상되는 결과

배경 및 하이라이트

[1]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Ansys는 2020년 3월 Atomik Research와 MRS 인증 조사원 팀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에는 영국, 미국, DACH(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중국 및 인도의 18세 이상 성인 16,037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문 조사 결과는 https://www.ansys.com/autonomous-survey를 참조하십시오.

[2]  https://www.nhtsa.gov/sites/nhtsa.dot.gov/files/documents/13069a-ads2.0_090617_v9a_tag.pdf, https://www.zdnet.com/article/how-autonomous-vehicles-could-save- 
over-350k-lives-in-the-us-and-millions-worldwide/

[3]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0/how-autonomous-vehicles-can-benefit-urban-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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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업계는 무궁한 기회를 품고 있지만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자율 주행차 기술을 통합하는 
비용의 추정치는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이르지만,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먼저 센서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검증에 
드는 추가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합니다.[3] 

출시 기간

2030년까지 판매되는 차량의 45% 이상이 자율 주행 차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4]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앞으로 10년 
안에 ADAS 및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성공의 척도였던 기존과는 
달리, 신규 모빌리티 기업에게는 출시 기간의 단축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안전 
자율 주행 차량이 주행 중에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수억 마일을 주행해야 
합니다.[1]

복잡성
현대의 차량에는 거의 1억 줄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이보다 
10배 많은 10억 줄의 코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의 많은 요소 중 
하나에만 오류가 발생해도 손상, 부상 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자율 주행의 대중화를 위한 준비와  
엔지니어의 역할

e-모빌리티가 직면한 과제

[1]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478.html
[2] https://spectrum.ieee.org/transportation/self-driving/accelerating-autonomous-vehicle-technology
[3] https://qz.com/924212/what-it-really-costs-to-turn-a-car-into-a-self-driving-vehicle/
[4]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the-trends-transforming-mobilitys-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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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시스템의 정의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  
•  다양한 안전 분석 방법(HARA, FTA, FMEA, HAZOP 등) 
•  ISO 26262(기능 안전), ISO/IEC 15408(SOTIF) 및 ISO/SAE 
21434(사이버 보안) 규정 준수

•  노미널 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위험(고장이 없는 경우 발생) 
•  사이버 공격

자율 주행 하드웨어 개발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센서(레이더, 카메라, 라이더, 초음파) 설계, 패키징  및 배치

•  광기계 상호 작용을 포함한 이미터(emitter) 및 리시버 설계의 최적화

•  규정 준수

•  인간과 기계 간 상호 작용(Human-Machine Interaction, HMI) 구성 
요소의 복잡성과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평가 

•  복잡성이 증가해도 유지되는 견고성

•  인지 알고리즘 실행을 평가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주행 테스트-문제 찾기-수정' 반복
•  확장 가능한 테스트 및 라벨링
•  예외 사례 찾기
•  인지 알고리즘 개발
•  견고성 테스트
•   다양한 수준에서 테스트: MiL, SiL 및 HiL 
•   ISO 26262 ASIL D와 같은 표준 준수
•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
•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수준까지 요구사항 추적성
•  제어 소프트웨어 보정 및 조정
•  폐루프(closed-loop) 시뮬레이션  
•  차량에 배치  
•  전체 시스템 성능 최적화 

자율 주행 시스템 검증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시나리오 정의, 선택, 생성 및 위험한 경우

•  위험한 경우에 대한 안전 시스템 평가

•  테스트 계획   
•  추적성   
•  실제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 생성 및 자동 생성   
•  기존 게임 엔진 모델을 사용할 때 제한된 센서 기능

•  고충실도 센서 모델과의 호환성 및 통합   
•  트래픽 모델   
•  운전자 동작 변형

•  실제 세계 변동성: 기상 조건,   조명 조건, 인프라, 도로 사용자의 유형

•  실시간 비동기 또는 외부적으로 동기화된 시뮬레이션 실행  
•  실시간 대상의 센서 및 차량 모델   
•   다중 카메라 스트림

•   동기화 화면/카메라

e-모빌리티가 직면한 과제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7자율 주행 및 ADAS

한 선두 자율 주행 시스템 제조업체는 프로토타입 자율 주행 
차량을 실제로 5백만 마일 이상 주행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50억 마일 이상 주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합니다.[1]

자율 주행 업계를 선도하는 이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율 
주행 차량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율 주행을 위한 솔루션, 시뮬레이션

1,000배 더 많은
시뮬레이션은

[1] https://storage.googleapis.com/sdc-prod/v1/safety-report/Safety%20Report%202018.pdf

시뮬레이션 활용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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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활용 고객 사례

BMW: 자율 주행 차량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 체인 FLIR: 안전한 차량을 위한 열 카메라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고객의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실제 자율 주행 차량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세요.

고객 사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열 카메라를 추가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불리한 기상 및 조명 조건에서 물체와 보행자를 
감지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광 
조건에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FLIR는 열 카메라가 
특히 저조도 및 어두운 조건에서 자동 비상 제동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FLIR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가시, 열 및 레이더 센서를 
융합하여 우수한 제동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nsys와의 협업으로 가상 세계에서 열 센서가 
개발되어, 위험한 경우에 대해 신속하고 물리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 주행 차량은 교통 사고를 크게 줄이고 연간 60만 명의 
인명 손실을 방지하여 세계 경제를 7조 달러 가량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 
다양한 도로 여건과 기상 조건으로 수십억 마일을 주행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BMW Group은 Ansys의 
광범위한 퍼베이시브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Pervasive 
Engineering Simulation) 솔루션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율 주행 시스템 검증을 위해 안전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개발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테스트의 필요성을 크게 줄이며 안전한 자율 주행 차량이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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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및 자율 주행을 위한
Ansys의 통합 시뮬레이션 솔루션:

Ansys는 구성요소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고충실도(high 
fidelity) 다중물리(multiphysics)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안전성 인증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기능 안전성 분석의 자동 생성

•  최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프로세스 관리, 워크플로우 
커스터마이즈, 클라우드 액세스 및 고성능 용량을 위한 개방형 환경

•  전사적 배포를 위한 타사 통합 지원 

시뮬레이션 업계 글로벌 리더 Ansys는 자율 주행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솔루션, 기술 지원,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율 주행 시뮬레이션 솔루션

Safety by Design

Safety & Security

Sensors

Safety by Validation

Autonomy
System
Definition

Testing Strategy

Modeling

SiL Simulation

HiL, DiL, ViL, Simulation

Result Analytics

Electronics

HMIs

Vehicle Platform

Perception & Localization

Planning, Control, Features

Supplemental Software

Software Integration

Requirements
& Architecture

Autonomy
Hardware

Development

Autonomy
Software

Development

Autonomy
System

Validation

설계에 의한 안전, 검증에 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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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ZF Group

ZF는 2014년부터 Ansys medini analyze를 활용해 기능 안전 엔지니어링 
해석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일관성과 완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ZF ADAS 프로젝트 팀은 2017년부터 Ansys와 협업을 통해 
커스터마이즈한 medini analyze를 활용하여 TARA(threat assessment 
and remediation analysis), ATA(attack tree analysis) 분석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단독 실행형 제품인 Ansys 
medini analyze for Cybersecurity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Ansys 
medini analyze는 여러 ZF 프로젝트 팀이 ISO 26262와 같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기능 안전 표준에서 요구하는 작업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ZF Friedrichshafen AG의 사이버 보안 관리자 Kamil 
Svancara는 “Ansys medini analyze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분석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하여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등 최대한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안전 및 보안 
•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솔루션 기능자율 주행 시스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효과 및 이점

기능 안전성 분석(FuSa)
•  통합 모델 기반 안전성 분석

•  ISO 26262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안전 표준 
규정 준수 

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  SOTIF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 분석

•  ISO 21448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안전 표준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  전체 전자 아키텍처에서 사이버 취약성 식별

•  아키텍처 및 기능 설계 모델을 사이버 보안 분석 
방법과 통합

기술적 결과

•  ISO 26262를 준수하는 안전상 중요한 E/E 및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  개발 시간 단축으로 ISO 21448 표준 준수 
달성 가능

•  사이버 보안 평가의 간소화 및 가속화

•  고객 요구사항 및 향후 업계 표준의 준수

기술적 이점

•  기능 안전 분석 시간을 30~50% 단축하여 
출시 기간 가속화

•  완전한 엔드 투 엔드 추적성

•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 주행 테스트 감소

•  사이버 공격 피해 위험 감소

Scope of FuSa Scope of SO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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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에서 바깥을 주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은 안전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의 패키징 설계는 차량 개발 프로세스의 초기에, 성능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 차량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행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패키징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며, 이때 차량 출시 
지연과 더불어 약 100만 달러의 비용 손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안전 시스템의 세계적 리더인 Autoliv는 프로토타입 단계보다 훨씬 이전에 
설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기판과 기타 주변 구성요소가 방사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Ansys 시뮬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방지합니다. 
엔지니어는 차량에 사용되는 레이더 시스템을 선택하고 이를 Autoliv 패키징 
지침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의 브래킷 안에 초기 설계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Ansys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계기판, 도료 및 브래킷의 측정된 전기적 
속성을 모델 안의 각 개체에 지정합니다.

자율 주행 하드웨어 개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센서

•  전자

•  HMI
•  차량 플랫폼

솔루션 기능
자율 주행 하드웨어 개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효과 및 이점

레이더
•  주행 환경의 모델링
• 폐루프(closed-loop) 시뮬레이션
•  심층 분석 및 위험한 경우 감지를 위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는 상호 연결된 시뮬레이션 
도구

카메라
•  구성요소 수준에서의 다중물리 최적화(광학, 열, 
구조)

•  고충실도 렌즈 전달 기능을 사용한 신속한 카메라 
배치 연구

•  전체 카메라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비전 성능 분석

라이더
•  격자 안테나의 위상 배열 설계 및 최적화
•   다중물리 최적화 하드웨어(광학, 열, 구조)
•  광범위한 광학 재료 속성 라이브러리(IR 포함)
•  신속한 라이더 배치를 위한 3D CAD 환경 내의 
광학 시뮬레이션 연구

•  위험한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완전 물리 기반 
라이더 모델

초음파 센서
•  Ansys Multiphysics — 압력-전기-기계-음향의 
결합

•  진동 음향(센서만 및 장착 성능)
•  조명 시스템
•  복잡한 시스템의 견고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고급 Ansys optiSLang 최적화

•   모든 물리 영역에서 무결성을 보장하는 다중물리 
워크플로우

•  전체 ADAS 조명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
•  Ansys SCADE 모델 기반 코드 생성기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대량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

기술적 결과
•  레이더: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시스템 동작 
분석, 다양한 추상화 수준에서의 센서 반환 
분석, 필요한 물리적 테스트의 양 감소, 다양한 
시뮬레이션 도구 간의 데이터 확장성 및 상호 
교환성

•  카메라: 물리적으로 정확한 이미지
•  라이더: 물리적으로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
•  초음파 센서: 임피던스, 진폭, 최대 전압 대 
주파수, 근접장 압력장, 음향 신호 강도 및 자유 
공간 지향성, 설치 조건으로 인한 지향성 변화

•  ISO 26262 준수 컨트롤러
•  구조, 광학, 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견고하고 
스마트한 헤드램프

•  MiL, SiL 및 HiL 기능이 있는 완전한 ADAS 
시스템을 위한 폐루프(closed-loop) 
시뮬레이터

기술적 이점
•  자율 주행 차량 센서 간격 채움
•  카메라 인식에 대한 가상 테스트를 수행하여 
개발 속도 향상

•  증강 현실(AR)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의 
가상 테스트 수행

고객 사례: Autoliv,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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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및 군용 무인 항공 시스템 및 차량은 복잡한 항공 우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다루기 위해 항전 적응력(avonics 
adaptive)과 학습 에이전트를 활용합니다. SkyAngels는 일반 인공 
지능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 또는 동물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는 인지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Ansys 시뮬레이션은 SkyAngels가 일반 유인항공기용 
통합공역(non-segregated airspace)을 사전 결정된 인증 경로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 주행 항공기의 컴퓨팅 인텔리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는 적응성과 학습 요구사항 사양 및 검증, 
알고리즘 수렴, 결정론적 행동, 긴급 대응의 부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를 제시합니다. Ansys 
시뮬레이션 툴은 인증된 소스 코드 생성기, 항공 전자 시스템 모델, 안전 
및 사이버 보안 분석의 역할을 합니다.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인지 및 현지화

•  계획, 제어, 기능

•  보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기능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효과 및 이점

인지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기반 견고성 테스트 
•  취약점을 검토하여 근본 원인 식별: 트리거 조건

•  취약점 및 트리거 조건을 나열한 보고서 생성

계획 및 제어 소프트웨어

•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  제어 및 HMI용 코드 개발, 검증 및 자동 생성

•  소프트웨어가 업계 표준 
(예: ISO 26262 ASIL D)을 충족하는지 확인

소프트웨어 통합

•  폐루프(closed-loop) 시뮬레이터 솔루션

•  API 및 미들웨어 
•  자동 코드 생성 

기술적 결과

•  인지 소프트웨어의 식별 실패: 오탐지, 약한 탐지

•  SOTIF 트리거 조건

•  자동 생성된 ISO 26262 ASIL D 인증 코드 
•  적용 범위 분석 
•  추적성 메트릭

•  대상 호환 코드 
•  실시간 운영 체제(RTOS) 통합 

기술적 이점

•  인지 소프트웨어를 더 강력하게 만듦

•  소프트웨어 생성 프로세스 촉진

•  ISO 26262와 같은 업계 표준 준수

고객 사례: Sky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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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 Group의 자동차 브랜드인 Skoda는 Ansys의 물리 기반 카메라 
HiL(Hardware-in-the-Loop)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속 생산 자동차에서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의 견고성을 검증합니다.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면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삽입된 데이터 원본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서 광범위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충실도 시뮬레이션은 확장 가능한 
테스트 및 자동화된 보고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예로, 교외 트랙에서의 
가상 야간 주행은 상향등 지원 기능을 테스트 및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 검증 
시뮬레이션 솔루션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
•  실시간 데이터

•  물리 기반 카메라 HiL 테스트

•   센서

•   확장 가능한 테스트

자율 주행 시스템 검증 시뮬레이션 솔루션

솔루션 기능

테스트 전략

•  모델 기반 안전성 분석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통합 워크플로우

•  중요한 시나리오의 식별

•  견고성 및 신뢰성 분석

월드 모델링

•  OpenDrive 준수

•  맵 데이터 가져오기: OpenStreetMap
•  라이브러리에서 월드 조정

•  HD 맵에서 3D 월드 모델 생성 자동화

시나리오 생성

•  에고 차량(ego car)을 다중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트래픽 모델로 가져오기

•  모든 종류의 교통 상황을 생성하기 위해 AI에 
기반하여 교통 모델 생성

•  스크립트 또는 GUI를 통해 시나리오 생성

•  테스트 계획에서 시나리오 자동화

•  시나리오의 가변성 생성 
•  대규모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생성 
자동화

불리한 환경 시뮬레이션

•  센서: 열 화상 카메라, 센서 케이스용 오클루전 
모델 

•  다음을 포함하는 환경 모델: 열원, 태양광 눈부심 
모델, 안개 및 비 모델 

 SiL(Software-In-Loop) 시뮬레이션

•  개방 루프(open-loop)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모델 적용 범위

•  소프트웨어 구현 검증

•  안전 요구사항의 성능 및 시스템 테스트

HiL(Hardware-in-Loop) 시뮬레이션

•  RTOS 독립성 
•  실시간 대상에서 계산되는 차량 및 센서 모델

•  설계(전체 가상 시나리오 포함)에서 검증 
단계(하이브리드 가상/실제 테스트 포함)까지의 
연속성

•  테스트의 재현성

•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예: 카메라의 경우 야간 
또는 레이더의 경우 복잡한 시나리오)

DiL(Driver-in-Loop)
•  VR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

•  임베디드 HMI 소프트웨어

•  자연스러운 손가락 상호 작용을 통한 사용자와 
가상 액추에이터 간의 실시간 상호 작용

•  컨텍스트에서 최종 소프트웨어의 유용성 및 
워크플로우 평가

•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에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는 기능

주요 효과 및 이점

기술적 결과

•  논리적 주행 시나리오(파라미터화)
•  오작동 발생 및 트리거 조건 가설과 함께 보고

•  로그: 주요 한계/파라미터 데이터 신뢰성 
분석 온도 예측

•  태양광, 비, 눈, 안개와 같은 환경 이벤트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상세하고 사실적인 환경

•   물리 기반 센서 모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장면 정의의 일부로 포함된 광학 및 재질 속성 

•  파워트레인, 섀시, 서스펜션에 대한 차량 상태 
정보 및 로그 

•  자동 생성된 교통 에이전트 
•  테스트 계획 
•  인식 알고리즘을 통과하여 인식 KPI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카메라, 라이더 및 
레이더의 센서 출력

•  KPI 
•  적용 범위 분석 기능이 있는 MiL(Model-in-

Loop) 시뮬레이션 
•  차량 및 센서 로그 
•  PiL(Perception-in-Loop)에서의 감지

•  손가락 동작 및 히트맵 
•  전체 조종석 사용 경험 
•  반사 연구 
•  HUD 광학 성능 및 품질 

기술적 이점

•  실제 도로 위 물리적 테스트의 필요성이 100배 
내지 1000배 감소

•  인식, 계획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보다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듦

고객 사례: SKODA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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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과 관련된 보안 과제

사이버 보안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내부와 외부의 
연결성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차량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일례로, 이제 해커들은 차량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무시하고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입니다. Ansys 
medini analyze for Cybersecurity는 외부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하고 안전하며 안전한 시스템 수준 
아키텍처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복잡한 작업을 간소화하며, 
사용도 쉬운 모델링 및 해석 툴입니다.

이 솔루션으로 엔지니어는 모델 기반 환경에서 주요 보안 분석 
방법으로 취약점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석 컨텍스트 설정, 자산 및 위협 식별, 공격 트리, 위협 평가 및 
처리를 모두 하나의 통합 툴에서 제공

•  AE J3061, HEAVENS 및 예정된 ISO 21434와 같은 표준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 기능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

•  아키텍처/기능 설계 모델을 사이버 보안 분석 방법과 통합

•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포착 및 관리

•  완전한 엔드 투 엔드 추적성 지원

•  작업 제품/문서 생성 사용자 정의

•  팀 간의 원활한 협업 구현

Ansys medini analyze for Cybersecurity를 통해 
엔지니어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수익 
마진을 극대화하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향후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ys medini analyze for Cybersecurity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ansys.com/en-in/products/systems/ansys-medini-analyze-for-cybersecurity


Ansys 자율 주행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nsys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nsys Korea /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0층 / 02-6009-0500 / info_korea@ansys.com

Arbe Robotics는 레이더 칩셋 솔루션에 하이 채널 카운트를 
통합해야 했는데, 이는 80GHz에서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Arbe Robotics는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Ansy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선택했습니다. 
Ansys 시뮬레이션은 높은 채널 간 절연 및 낮은 삽입 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높은 채널 밀도와 80Gig RF 트레이스를 갖춘 
칩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Arbe Robotics는 인접 채널 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80GHz 트레이스 손실을 크게 개선하는 혁신적인 
독점(특허 출원 중) 팬아웃 웨이퍼 수준 패키지(FOWLP)를 
설계했습니다. 이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단 하나의 RDL(재분배 
레이어)만으로 스트립라인 성능을 넘어서는 패키지 변형을 
개발하여 칩당 4배의 채널을 확보하고 비용을 25% 
절감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도로 주행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 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자율 주행 분야에서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로켓 발사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터치하거나, 다리를 건너거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 보았다면 아마도 Ansys 소프트웨어가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ys는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고객에게 근본적으로  
더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sys가 제공하는  
가장 뛰어나고 광범위한 공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업들은 그 어떤 복잡한 설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엔지니어링을 제한하는 것은 상상력뿐입니다.

Ansys

https://www.ansys.com/about-ansys/startup-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