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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301동 113호

• 전화번호 : 02 – 880 – 1942

• 홈페이지 : http://vdcl.snu.ac.kr

• Doctoral students : 19

• Master students : 7

• Part-time students : 5

Alumni

• Doctors : 32

• Masters : 50

• Hyundai-Motor : 22

• Hyundai-Mobis : 14

• KATECH : 1

• Faculty : 4

• Researcher of Institute : 6

• Automated Driving
- Perception and Localization
- Decision and Planning
- Control

• Vehicle Dynamics Control
- Integrated Chassis Control
: Stability Control
: Maneuverability Control



인지 및 측위 : 주변 상황 인식 및 자기 위치 파악

• 다양한 센서(GPS, LiDAR, Camera 등)를 이용하여 주변 인식 및 위치 파악

<Perception Sensors on Bumper Position>

<Sensor Configuration> <Localization based on Commercial Sensor>

<Perception based on Commercial Sensor>



판단 : 주변 상황 및 자기 위치 정보 기반으로 향후 경로 계획

• Human Driving Data 기반 Safety Decision
: 센서를 이용한 주변 환경 예측
: 차량 상태 예측 및 충돌 위험성 예측 및 판단

<Driving Data based Lane Change Space Decision>

<Driver Models in Unsignalized Intersection>

<Target Prediction based on RNN Training and Validation>

<Human Driving Parameters for Pedestrian Safety Motion Planning>



경로 계획 및 제어 : 최적의 경로 생성 및 차량의 움직임 제어

• Data learning based driver intension inference
: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가속 / 감속 제어
: 차량 동역학 특성을 고려한 자세 제어

<Automated driving at urban road>

<Lane Change Yield Intention Inference>

Reachable Set of Ego Vehicle

Stochastic Particle Generation of Surrounding Vehicles

<Path planning and lane change control>



Vehicle Dynamics Control

- Lateral Stability Control
- Maneuverability Control

: Driver steering effort reduction

<Braking Stability improvement by ABS>

<Stability control with torque vectoring>

<Crosswind compensation with motor-driven 
power steering>



Vehicle Dynamics Control

• Integrated Chassis Control
- 노면 환경 변화에 대한 lateral stability 성능 비교
- 통합 제어를통한 제어 가능한영역 증가

<Performance comparison of Integrated Chassis Control>

Dry asphalt, 𝜇 = 0.85

Wet road, 𝜇 = 0.3



Technical Challenges 1) Black ICE Safety 

• Robust Autonomous Driving in Bad Driving Environments

<Bad Environments> <Virtual Lane Generation>
<Contingency Motion Planning on 

Slippery Road>



Technical Challenges 2) Driver Intention Inference

• LSTM-RNN based motion predicting of surrounding vehicles in multi-lane turn intersection

<Prediction results for multi-lane turn intersection> <Diagram of LSTM-RNN based motion predictor>



Technical Challenges 3) Computation Efficiency

• Robot Operating System(ROS) 를 활용한 HW/SW Platform 구성
- Computation efficiency 및 개발 편의성 증가

Test Architecture for Modulation



연구 환경 : 자율주행 차량 및 시험장

- 내연기관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
- 승용차 / SUV / 상용버스

ATSC MDPS

Computer

Ultra Sonic 
Sensor

CCD CameraScanner

Camera X 4

LIDAR X 1

Low-Cost GPS Computer X 2 Autobox

ATSC

MDPS

Smart Motor

EMS

2006 ~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 서울대학교 VDCL 자율주행 기술 개발 이력

Highway 자율주행 Urban 자율주행

2016 2018 2020

상용차량 자율주행



연구 환경 : 자율주행 차량 및 시험장

•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을 위한 시험 환경 구축 운영

도심 환경을재현한자율주행용테스트트랙 (시흥 스마트캠퍼스)

자율주행심야셔틀 ‘마중’사업 실증운행
자율주행실험지원 시설

서울대-시흥시자율주행시범사업협력



미디어 / 보도자료

- MBC 뉴스데스크 (2016.05.21)
- [단독] 무인자동차 고속도로 시험주행 첫 성공 (국내대학 최초 자율주행 면허 취득)

- 국회의원회관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 및 자율주행차량 시승식 (2019.03.12)



미디어 / 보도자료

-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자율주행 시연 및 일반 시승 행사 (2019.11)

-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시승 행사 (2020.07)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로드맵

- 도심 환경 실도로 자율주행 기술 검증 및 실증 사업 운영 -> 모범사례 구축 및 전국 지자체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