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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알고리즘 작성 및 Unreal Engine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현
하나고등학교

박수경, 권능주, 김도현, 소현우, 심규민, 안민, 장민정, 정진용

Coding Self-Driving Algorithms and Embodying Simulation
through Unreal Engine
박 수 경, 권 능 주, 김 도 현, 소 현 우, 심 규 민, 안 민, 장 민 정, 정 진 용*
Sukyoung Park*, Neungjoo Kwon, Dohyun Kim, Hyeonwoo So, Gyumin Shim, Min An, Minjeong Jang, Jinyong Jung

요약
본 연구는 자율 주행의 구동 원리를 차선 선택, 라이더 처리, 조향부 설정, 신호등 처리와 같은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주행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곡선 트랙 주행 도중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랙별로 발생한 횟수와 잘못 인식한 조향
점의 위치를 분석하여 최적의 상수 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쳤다. 더 나아가 Unreal Engine을 활용한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고 직접적인 시뮬

주행 알고리즘 작성 및 Unreal Engine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현

주행 알고리즘 작성 및 Unreal Engine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현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Keywords: 자율 주행 자동차, 주행 알고리즘, Unreal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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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법을 택하였고, 이때 사용하는 검출 임계치를 달리하여 멈추는 거
리를 조절하였다.

본 연구팀은 소형 자율 주행 자동차 모델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구동 원리와 알고리즘 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
율 주행 과정을 크게 차선 선택, 라이더 처리, 조향값 설정, 신호등 처
리와 같은 핵심적인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관한 분석

그림 1. 원 검출 코드

과정을 거쳤으며, 주행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곡선
트랙 주행 도중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집중하였
고, Unreal Engine을 사용해 가상환경을 제작하여 문제 해결 방안
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Ⅱ. 주행 알고리즘 분석
2.1. 신호등 처리
신호등을 인식할 때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이
미지에서 open CV에 내장된 HoughCircles 함수를 통해 원을 검출
하고, 각각의 원을 HSV로 색 공간 변환을 하여 색상을 인식하게 된
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원이 인식되면, 지속해서 인식되
는 프레임 수만큼 카운트한 후, 임계치를 넘어서면 자동차의 움직임
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붉은 원이 일정 프레임 이상 검출되어
적색신호임을 인식하면 멈추고, 다시 녹색 원이 검출될 때 출발하는
* 박수경 (하나고등학교, psk8387@naver.com)
권능주 (하나고등학교, aurora_jjang@naver.com)
김도현 (하나고등학교, dohyun4316@naver.com)
소현우 (하나고등학교, shu7185@naver.com)
심규민 (하나고등학교, solargm04@naver.com)
안 민 (하나고등학교, anmin6749@naver.com)
장민정 (하나고등학교, minjrv0801@naver.com)
정진용 (하나고등학교, jyjeong04@naver.com)

그림 2. 색상 검출

하고 주행해본 결과, 범위가 너무 작아 다음 차선을 보고 차가 대응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40과 480의 중간 지점인 360지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점을 차선 인식 범위 값으로 설정하였다.

3.2 추세선 그리기
자율 주행 자동차가 카메라를 통해 받아오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차선에 따라 점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차
는 화면에 x축과 평행한 가상의 선을 긋고 차선과 그 가상의 선이 만
나는 교점에 점을 찍는다. 본 연구팀에서 사용한 코드에서는 이 점을
양쪽에 각각 7개씩 찍도록 코딩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나는 가
장 근사한 선을 긋고 그 선의 적절한 y 값을 찾아 점을 찍어 나타낸
것이 파란색 추세선이다.

그림 3. 신호등 처리

2.2. 라이다 처리
장애물 인식을 위한 라이다 처리에 있어서는 차체에 전면, 후면
8

라이다 총 2개의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라이다가 최대
2m 거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현재 차체 크기와 도로가 50cm X
50cm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후방 20cm 내에 물체가 있을 경우 정
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추세선

Ⅲ. 차선 선택
3.1 차선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림과 같이 추세선을 하나만 그리는 이유는 주선을 찾아서 그 주
선의 추세선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선은 가장 밑에서부터
먼저 보이는 선을 의미한다.

카메라를 통해 자동차가 인식하는 화면은 가로가 640px, 세로가
480px인 화면이다. 이 화면에서 보이는 차선을 픽셀 단위로 분석하
여 자율 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된다.

3.3 차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기
차가 중앙에 위치하여 주행하게 하려면 x축에 평행한 가상의 선을
그어 추세선과 실제 차선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이 가상의 선을 y축 어느 좌표에서 그을 것인지가 우리가 두 번째
로 설정해야 하는 값이다. 이 값을 360으로 잡았을 때의 화면을 그
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4.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는 화면

첫 번째로 차선을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범위를 설정하였다. 차선
을 볼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240까지이고 그 중간값은 240이다.

그림 6. 가상의 선이 y=360에 있을 때

240까지 차선을 보겠다는 것은 480부터 240까지 차선을 보겠다

가상의 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점의 x 좌표의 값이 가상의 선과 실

는 것을 의미한다. 차선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값을 0으로 하고

제 차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의 x값보다 작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기

실행한 경우 차선이 없는 곳까지도 차선 분석을 시도하여 매우 비효

울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차는 왼쪽으로 가야 한다. 예시로 들었

율적이었다. 그래서 중간값인 240 값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주행

던 360이라는 값이 너무 멀면 차가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너무 가

해본 결과, 카메라를 통해 보았을 때 굳이 240까지 하지 않아도 차

까우면 차가 너무 느리게 판단하게 된다. 이 값은 차의 속도에 의해

선을 인식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그 값을 400으로 설정

서도 판단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속도와도 관련이 있는 값이다.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값을 대입한 line(360)은 360에
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현재 차선과 만나는 x 좌표의 값이

Ⅳ. Unreal Engine 환경 구현
4.1. 개발 동기

고 이 값이 center_x값보다 크면 오른쪽 차선이고 작으면 왼쪽 차

앞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선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e의 값을 구하기 위해 차를

점으로 차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에 놓고 중앙 위치 차선의 x 좌표 값을 출력하였더니 130이 나

속도, 카메라 위치, 화각 등의 요인들을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고자

왔다. 결론적으로 e= line(360) - center_x -130이라는 식을 도출

하였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하기에

할 수 있었다.

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를 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
약을 고려하여 Unreal 게임엔진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로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4.2. 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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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의 속도를 70으로 설정하고 주행 결과 360이라는 값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주행 코스의 타일들을 3D
로 구현하기 위해 실제 타일의 치수를 측정하고, 이를 포토샵으로 구
현하여 이미지로 변환한 뒤, 가상환경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
구에서 이용했던 코스의 검은색 타일은 1개당 가로와 세로가 각각
그림 7. e = line(360) - center_x - 130

3.4 Steer 값 조정하기
실제로 차가 중앙에 위치하기 위해 크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가

50X50(cmXcm)인 정사각형 모양이고, 가로의 왼쪽에서부터, 세로
의 하단에서부터 각각 12cm, 36cm가 되는 지점에 폭이 2cm로 일
정한 흰색 라인을 그려 제작하였다.

정했을 때, 픽셀 차이는 300 이상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조향은 자
율 주행 자동차의 아커만 구조를 이루는 랙 앤 피니언과 양옆에 고
정된 나사들로 인해 최소회전반경 270mm가 한계이다. 즉, 픽셀 차
이가 조향 차이보다 훨씬 크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teer 값
의 e의 계수가 1이 넘지 않도록 0.5로 설정하였고 주행하면서 상수
를 여러 번 바꾸며 시도한 결과 상수의 최적값은 –15임을 구하였다.

3.5 no line found 개선방안
기존의 코드와는 다르게, 대회 당시 사용했던 알고리즘에서는 조
향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자율 주행 자동차가 여러 가지 곡선 구간에서 필연적으
로 no line found가 뜬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대회의 코스를 활
용하여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자율 주행 자동차가 no
line found가 뜬 시점으로부터 몇 초간 상수 steer 값을 유지하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았다. No line found가 뜬

그림 8. 코스 3D 구현

시점이 곡선 구간이 아닌 직선 구간에서도 일어나 갑작스러운 라인
아웃이 발생한 예도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o line found가
몇 회 이상 일어나는지 곡선, 직선, S자 각각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
을 찾아내었으며, 이 값을 대입하여 no line found가 특정 횟수 이
상 일어나면 상수 steer를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다음 문제점은 no
line found가 발생하면 그것이 좌회전 시 차선 이탈인지 우회전 때
차선 이탈인지 판별하여 두 가지 경우에서 각각 다른 상수 steer 값
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판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
였다. No line found가 일어나기 직전에 직진보다 우측 조향점을 잡
았는지, 좌측 조향점을 잡았는지 판단하여, 직진 steer 값보다 크다
면 우측 steer, 상수가 작다면 좌측 steer 상수를 부여하여 자율 주
행 자동차가 주행하도록 하였다.

Ⅴ. 제작 과정
다음 작업으로 해당 시뮬레이션을 Unreal Engine에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고, 그중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었던 방법을 토대로 Unreal Engine 환경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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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첫 번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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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이었던 방법으로, 가상환경 내에서 실제의 것과 같은
차량을 제작하고 각 조향 부, 엔진, 바퀴 등이 내부적으로 연결된 알
고리즘을 통해 실제 구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하였을 때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구현
하려면 실제 자동차 내부에서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 필요
한 부품들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로 작성해둔 Python 알고
리즘을 가져온다고 해도 내부 라이브러리와의 상호작용이 완벽하
게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에 차선책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5.2 두 번째 시도
Unreal Engine의 맵 속에서 어떤 한 직육면체에 개체를 넣고 그
직경을 조절한 것을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했을 때, Unreal Engine
기본 모듈 중 하나인 내비게이션 모듈을 개체에 적용해 해당 개체가
맵에 있는 구조물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활용해 코스 외에 나머지 공간에는 투명한 벽을 세우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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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도착점을 x, y, z 좌표로 지정하였다. 직교 좌표계 상에서 움직
임이 가능한 경로에 대하여 최단 거리로 주행하도록 경로를 설정하
는 방법이었으며, 추가로 내비게이션 모듈 설정 창에서 개체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려는 시도
였다. 그러나 구동을 하는 과정에서 차가 코스의 정중앙에 오지 않아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5.3 세 번째 시도
결과적으로 실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영화 촬영 시 사용하는
카메라 릭 기법을 활용한 구성이다. Unreal Engine 상에서 만들어
둔 코스 위에 레일을 설치하고 이 위를 카메라가 지나가는 방법을 사

그림 9, 10, 11. Unreal Engine 구현

용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레일 내 중앙에 맞춰 전진하지 못하
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코스를 주행하면서 받아오는 이미지는 실제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주행 시 가져오는 이미지처럼 130도의 화각
을 가지도록 하였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

Ⅵ. 결론 및 제언

다. 이렇게 받아온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컨트롤러 내
에서 이미지를 돌려보았으며, 실제 Python 코드상에서 차선을 어떻

6.1. 결론

게 인식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어떤 선을 잡는지 확인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 처리, 라이더 처리, 차선 선택, 그리고 Steer

할 수 있었다. 실제 연구에 사용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카메라에서

값 설정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코드 값들을 계산

얻어온 이미지의 경우 광각카메라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이기 때문

해 주행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또한 실행하는 동안 곡선 주행 과

에 컨트롤러 내에서 왜곡 보정을 하는데, 가상환경에서 구현한 자율

정에서 필연적으로 No Line Found가 뜨는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

주행 자동차에서 출력한 이미지의 경우 왜곡이 보정되어 나오기 때

를 해결하기 위해 No Line Found가 곡선, 직선, s자 코스에서 몇 번

문에 이중 보정이 일어나 오히려 왜곡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 적절한 값을 찾아내었으며, 이 값을 대입하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 컨트롤러의 왜곡 보정 코드를 주석처리 하여

여 No Line Found가 특정 횟수 이상 발생했을 때 상수 steer 값을

완전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였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탈선 방향을 고려해 No Line Found
가 뜨기 직전에 어느 조향 점을 잡았는지에 따라 다른 상수 steer 값
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No Line Found가 뜨지 않는 것을 Unreal
Engine 환경을 통해 실험하였다.

6.2.1 Unreal Engine에서의 한계 1
자율 주행이라 하면,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며 스스로 차선의 위
치를 확인하고 중앙을 맞추어야 하는데,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반
드시 중앙을 지날 수 있도록 레일을 고정하여 속도 및 화각, 카메라
의 위치 등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 주행 자동차
컨트롤러에서 재생하였을 때 중앙을 맞추고, 방향을 트는 것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center_x의 값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행 알고리즘 작성 및 Unreal Engine을 통한 시뮬레이션 구현

6.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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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Unreal Engine 구현 문제점1

6.2.2 Unreal Engine에서의 한계 2
실제 세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주행하였을 때 저장하는 이미
지에는 저장 당시의 시간, 전/후면 라이다, 속도 등이 이미지의 이름
으로써 명시되어 이미지를 불러올 때 컨트롤러에 반영되는 것이다.
반면, 가상환경인 언리얼 엔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움직이고 이
미지를 받아올 때는 속도와 라이다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실
제 주행 경우와 다르게 통신 지연의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보
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Unreal
Engine에서의 실험을 통해 제작한 코드는 실험을 통해 라이다를 사
용할 수 없고 통신 지연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전
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13. 임의로 설정한 속도와 전·후면 라이다값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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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위한 차선
인식 알고리즘 개선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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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e Recognition
Algorithm for Stable Curv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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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의 자율 주행 자동차 알고리즘에서는 차선의 곡률이 심한 S자 코스나, U턴 구간에서 차선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차선 인식 알고리즘의 개선안을 제안하여, 곡선 커브 구간에서의 주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에서 부족
했던 점이나 단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였다. 여러 가지 개선안들의 결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들을 기존의 알고리즘과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위한 차선 인식 알고리즘 개선 방안 고찰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위한 차선 인식 알고리즘 개선 방안 고찰

비교하여 향상된 차선 인식 알고리즘에 따른 곡선 주행의 개선 여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심 소재이다.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제
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동일화시켜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고, 연구 과정은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통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곡선 주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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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 주행 자동차는 자신의 위치와 도로 위의 많은 요소를 예측

II. 본론
2.1. 속도와 조향의 관계 이용

하고 계산함으로써,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중

속도 값을 조향 값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하여, 직선 주로에서는

심 요소에서 차선 인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능력이다. 기

최고 속도로 주행하되, 차선의 굴곡이 심해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

존 자율 주행 자동차 모델은 원본 카메라에서 관심 영역(Region of

지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우리의 자율 주행 자동차 모델에 적절

Interest, ROI)을 설정하여, 해당하는 영역의 차선을 인식하여 검출

한 최저·최고 속도를 각각 45, 90으로 주행하도록 하였는데, 최저·

한 뒤, 그레이 변환 후, 명도의 급격한 변화량을 분석하여, 캐니 엣지

최고 속도 값은 차량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차량 모델에

이미지(Canny Edge Image)로 변환하여 차선을 인식한다. 인식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최저 속도에 최초로 도달

차선을 토대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한다.

하는 조향 값의 크기에 따라 [그림 1]의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일

기존의 자율 주행 자동차 모델이 차선을 인식하여 곡선 주행을 할
때, 불안정한 모습과 하드웨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관찰해냈

반적으로 곡선 코스를 주행하는 동안 출력되는 조향 값의 범위는
40º ~

60º이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최초로 도달하는 조향 값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차선 인식 과정에서 곡선 구간 주행 시, 생

의 범위로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기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세 가지의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제안

주행 코스는 [그림 2]와 같다.

하였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개선된 차선 인식 알고리즘들은 기존 알
고리즘과의 곡선 주행의 안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안정
적이고, 이상적인 곡선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시뮬레이션 된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적정 값을 찾기 위해 충분히 반복과정을 거쳐 알고
리즘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림 1. 속도 값 정의

* 김태호 (동산고등학교, taeho0319@naver.com)
김용진 (동산고등학교, parkjunghee658@gmail.com)
박민제 (동산고등학교, alswp6676@naver.com)
박영준 (동산고등학교, junizzang123@naver.com)
이기훈 (동산고등학교, lkh040910@naver.com)
임수홍 (동산고등학교, dlatnghd0406@naver.com)

2.2. 관심 영역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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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고리즘에서의 추세선을 설정하는 관심 영역은 고정되어있
었다. 그런데 [그림 5]와 같이 곡선 주행에서 관심 영역에 대한 추세
선을 인식할 때, 실제 차선이랑 오차가 생긴다. 또한 [그림 6]과 같
이 곡선 주행 후, 곡선 차선과 직선 차선이 만나는 지점을 추세선으
로 인식할 때, 추세선의 위치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뒷바퀴가 차선에
걸려버리거나, 조향 값이 갑자기 증가하여 차선을 이탈할 수 있었다.

그림 5. 추세선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전
그림 2. 시뮬레이션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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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트랙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곡률 반경에 대한 속
도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그림 3]와 같이 나타냈다. 범례는 최저 속
도에 최초로 도달하는 조향 값을 의미한다. 그래프의 결과를 보면,
곡선 주행이 끝난 뒤에 모든 경우가 정상적으로 최고 속도에 가까워
졌지만, 곡선 트랙을 진입할 때,
40º,

우는
경우가

40º ~

60º 범위에서 감속한 경

45º 일 때, 두 가지 경우였다. 그중에서도

45º의

40º의와 비교해서 속도 값의 변화가 완만했기 때문에 비

교적 안정적으로 곡선 주행을 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그래프를 분석해보았을 때, 최저 속도에 최초로 도달하는 조향 값
을

45º로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했다.

그림 6. 추세선이 급격하게 변화한 후

즉 차량이 곡선 구간을 이동할 때, 실제 차선에 대한 오차 범위를
따라서 주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선 주로일 때와
곡선 주로일 때, 추세선을 잡아주는 관심 영역을 다르게 재구성해주
어, 곡선 주행 시, 생기는 오차를 최소화하여, 추세선의 변화를 부드
럽게 바꿔주는 알고리즘을 고안해보았다.

그림 3. 곡선 주행 거리에 따른 속도 값 변화 그래프

최저 속도 값에 도달하는 조향 값의 크기에 따른 곡선 주행에서의
속도 값 변화([그림 2])를 분석하여, 기울기의 변화가 곡선 주행에 알
맞은 경우를 반영한 코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결과를 반영한 코드

그림 7. 관심 영역 재구성 알고리즘 코드

심 영역을 따르지만, 조향 값이 일정 값 이상이 될 때, 관심 영역을 기

값이

값을 기준으로 더 작다면 왼쪽 차선, 더 크다면

오른쪽 차선으로 인식하는 구조이다.

존보다 높고 넓게 잡아주어 추세선 위치를 교정함으로써, 자율 주행
자동차 모델이 곡선 주행 시, 실제 차선에 인접한 추세선에 따라 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그림 7]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관심 영역의 위치나 범위의 크기에 따라 추세선
이 변화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적절한 값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래
서 곡선 주행에서의 추세선과 실제 차선이 일치하는 정도를 파악하

그림 10. 기존 차선 방향 인식 알고리즘

여 적정 값을 찾아주었다.
표 1. 관심 영역의 범위의 크기에 관한 결과
재조정된 관심 영역

결과

기존보다 작을 때
( < 120)

관심 영역의 크기가 작아, 추세선과 실제 차선과의
차이가 컸다.

기존과 동일할 때
( = 120)

관심 영역의 크기가 적당하지만, 추세선을 제대로
잡을만한 정보가 부족했다.

기존보다 클 때
( > 120)

관심 영역이 기존보다 커서, 추세선을 잡을 정보가
충분하였다.

[표 1]의 결과를 수용하여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X좌
표 280에서 420까지의 범위를 곡선 주행에서의 관심 영역으로 설
정했을 때, 곡선 코스의 추세선이 실제 차선에 가장 근접되게 교정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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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존 알고리즘의 차선 방향 인식

하지만, [그림 12]와 같이 곡선 주행상황에서 회전하고 난 뒤, 직선
주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차선 하나로만 인식하게 되는
데, 차선의 위치가 중앙 쪽에 걸쳐있어, 실제 오른쪽 차선을 차량이
왼쪽 차선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림 8. 추세선 교정 전

관심 영역이 고정되어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나타
난 추세선의 모습이다.

그림 12. 오른쪽 차선을 왼쪽 차선으로 인식한 상황

기존 알고리즘의 원리에 따라서 차선 방향을 오인한 예시[그림
12]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선 방향 인식 원리를 다
르게 재구성한 알고리즘을 [그림 13]과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9. 추세선 교정 후

[그림 9]는 [그림 8]과 똑같은 차선이지만, 관심 영역이 곡선 주행
일 때, 재구성되어 실제 차선과의 오차가 줄어든 모습이다.

2.3. 추세선 기울기 이용
기존 알고리즘에서 추세선이 차량 모델을 기준으로 왼쪽 차선인
지, 오른쪽 차선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그림 10]과 같이 추세선의 특정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위한 차선 인식 알고리즘 개선 방안 고찰

python의 If문을 이용함으로써, 직선 구간에서 주행 시, 기존의 관

그림 13. 차선 인식 개선 알고리즘

추세선의 기울기가 차선 방향에 따라 음수값 또는 양수 값으로 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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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세선의 기울기가 음수 값이라면 왼쪽 차선,
양수 값이라면 오른쪽 차선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구축하였다. 개선

이 연구에서 고찰된 차선 인식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

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선이 카메라의 중앙 쪽으로 위치하여도

해 향상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추세선의 기울기는 차선의 위치랑 관계가 없으므로, 차선이 애매한

차선 굴곡에 따른 조향 값 변화를 감지하여, 속도 값에 영향을 주어,

위치에 존재하더라도 차선 이탈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다.

커브 주행에서 감속되어 차선 정보 인식률을 높여 안정적인 곡선 주

[그림 14]와 [그림 15]는 [그림 12]에 대한 정보이다.

행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직선 주행에서의
관심 영역과 곡선 주행에서의 관심 영역을 구분화하여, 기존 알고리
즘에 있었던 실제 차선 추세선과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차선 인식 정보의 오차율을 줄여 안정적인 곡선 주행이 가능했
다. 마지막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곡선 주행 시, 때때로 발생하는
차선 방향 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선 방향 인식 원리를 다른

그림 14. 차선 방향 인식이 개선되기 전

[그림 14]는 오른쪽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인식하는 오
류가 확인되었다.

방식으로 발전시켜 올바른 차선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곡
선 주행 중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고,
안정적인 곡선 주행이 가능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3가지의 알고리
즘 시뮬레이션 결과치는 실질적 모델링의 주행 결과와 다를 수는 있
어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곡선 주행이 가능하여진다는 결괏값에 도

16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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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이 고려된 차선폭을 이용한
차량의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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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distance between lanes in consideration of
perspective, for determining the direction to drive a vehicle
김 마 린, 방 수 현, 임 정 환, 장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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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율 주행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차선을 인식하여 차체의 중앙이 인식된 차선들로부터 떨어진 정도, 회전한 정도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어한다.
그러나 차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선을 차선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본 원리의 토대가 되는 차선 인식에 대해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여러 차선 중, 중앙에 가장 가까운 차선을 선택한 후 직선 차선의 기울기 변화를 비교하여 유효한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을

원근법이 고려된 차선폭을 이용한 차량의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원근법이 고려된 차선폭을 이용한 차량의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환경은 원근법에 의해 실제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이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이는 차량별로 고유한 값을 지니며 이에 대해 고찰한다. 위 알고리즘은 차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환경에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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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행 알고리즘에 따르면 차
선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본적인 주행 원리는 카메라와 라이다를 통
해 인식된 이미지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미리 작성된 알

므로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한 차선 인식에 관한 변수
들을 제거하는 과정(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고리즘에 의해 차량의 운행을 제어한다. 이때 작성되는 알고리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알고리즘을 수행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
경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는 원근법에 따라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온다. 따라서 실제 차선의 모
습과도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이를 알고리
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정을 위해 필요한 차량의 유형별 고유한 값에 대해 고찰하고 차선
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유효한 차선을 계산해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작하여 실험을 위한 차에 적용하였고, 시험 도로
주행을 완료하였다.

그림 1. 요철이 존재하는 시험 도로

2.1.2 Weird 함수의 정의
앞선 문단에서 앞, 뒤 카메라로 인식되는 이미지를 처리 및 적용하
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행 알고리즘은 오로지 앞
카메라를 통한 상황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frontLines 배열의 값(앞

Ⅱ. 주행 알고리즘
2.1 차선 인식 장애 해결 알고리즘
2.1.1 장애 제거 알고리즘의 필요성
실제 도로에서 실제 차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요철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음영을 가진
방지턱, 각종 쓰레기나 장애물들로 인한 차선 인식에 어려움 또는

* 김마린 (하나고등학교, kimmarin0420@naver.com)
방수현 (하나고등학교, rogella8989@gmail.com)
임정환 (하나고등학교, ldihkn3@gmail.com)
장현욱 (하나고등학교, joseph.hw.chang@gmail.com)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차선 정보)을 분석하여 위에서 설명한 차선 인
식에 관한 변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인식되는 각 차선에
대하여 인접한 점들의 기울기(좌표 간의 차를 이용)를 비교하여 분
석한 뒤, 그 편차가 특정 임곗값보다 크다면 앞서서 언급한 장애 상
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특정 임곗값보다 작다면 정
상 상황이라고 인식한 뒤 다음 과정을 이어간다.

2.1.6. Weird 함수의 반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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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단에서 구한 임계값을 기준으로 불량차선을 판단한다. 편차
가 임계값보다 크다면 불량차선으로 인식할 수 있기에, 이 상황에서
는 True를, 다른 상황에서는 False를 반환한다.

2.2.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그림 2. Weird 함수

2.1.3. frontLines의 전처리

2.2.1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의 목적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의 목적은 주변의 도로를 인식해 도로에

윗 문단에서 frontLines의 값을 처리한 방식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직

을 작성할 수 있다. 즉 인식된 차선의 개수만큼 반복하여 각 차선의 y

선도로에서조차 차량의 주행 방향이 잘못될 경우 도로에서 벗어날

값(인식된 이미지의 수직 성분)중 가장 작은 값들을 저장하는 temp

수 있기에 주행 방향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를 지정하고 이를 오름차순 처리한 arr 배열을 입력받는다.

직선, 곡선, 수직 도로 등 실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도로에서 차선
을 침범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알고리즘은 제작하는

2.1.4. 배열을 통한 상황 판단

것이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의 목적이다.

입력받는 배열은 2차원 배열로써, 인식된 차선의 각 점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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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arr의 각 인자들에 대

2.2.2 우회전/좌회전 결정

하여 인접한 인자들 간의 기울기를 비교한다면, 인식되는 차선

주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차량이 우회전할 것인지, 좌

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두 배열(l, l2)를 정의한 뒤, 각각의 배열에

회전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카메라에 보이는 화

frontLines[idx]의 인접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인접한 기울기들

면의 중앙과 화면의 중앙에 가장 가까운 차선의 거리를 비교한다.

사이의 차이를 각각 저장한다. l2배열에 위치한 데이터 중 가장 큰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은 가로 640픽셀이다. 즉, 화면의 중앙은 x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한 뒤, 그 사이의 차이를 구하면 편차를 구

좌표가 320인 픽셀들의 모임일 것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 320에서

할 수 있다.

frontLines[idx][0][0] (가장 가까운 차선의 가장 차량과 가까운 점
의 x좌표)를 뺀 값이 양수라면 오른쪽 차선이, 음수라면 왼쪽 차선

2.1.5. 임곗값 설정
임계 값의 설정에 따라 차선 인식 장애 판단 알고리즘의 성능이 크
게 좌우되기에 적절한 임곗값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

이 차량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차선을 따라 올바른 방
향으로 주행하기 위해 전자의 경우에는 좌회전을 해야 하고, 후자
의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이를 적용한 예시다.

구에서는 실험적으로 최적의 임곗값을 찾을 수 있었다. 제공된 시
뮬레이터를 통해 각각 7개의 차선 데이터(좌진입 직선, 좌진입 좌
회전, 우진입 좌회전, 좌진입 우회전, 우진입 우회전, LR, S자)에 대
하여 불량차선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임계값에 대하여 weird
함수에서True와 False가 반환되는 비율을 비교하여 True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값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정수 8이 가장 적합한 임계
값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4. 카메라 화면의 예시

위 그림에서는 왼쪽 차선의 점이 오른쪽 차선의 점보다 중앙에 더
가깝기에 frontLines[idx][0][0]는 왼쪽 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또
한 왼쪽 좌표의 점이 중앙보다 -x방향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회전
을 해야 한다.

그림 3.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불량차선 인식 과정

그림 5. 우회전/좌회전 결정 알고리즘 코드

2.2.4 steer에 따른 이동속도

명한 논리를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stat’ 변수에 ‘r’을, 좌회전
해야 한다면 ‘l’을 저장한다.

2.2.3 회전 정도 결정
차량이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에는
각 방향에 따라 바퀴를 어느 정도로 회전시켜야 하는지 되는지 결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변수는 steer 변수로, steer의 절댓값이 클수록 바퀴
가 더 많이 회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steer의 부호는 우회전과 좌회전
을 결정하는데, 이는 앞서 구한 stat 변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steer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쪽
차선의 실제 중앙점을 예측한 뒤 그 중앙점을 향하도록 steer의 절

그림 7. 이동속도 결정 코드

댓값을 정하는 것이다.

원근법이 고려된 차선폭을 이용한 차량의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이를 구현하는 코드 자체는 위 그림과 같이 매우 간단하다. 앞서 설

안전성을 고려하여 얼마냐 큰 각도로 도냐, 즉 steer의 절댓값이 얼
마나 크냐에 따라 이동속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많이 회전하는 상태
에서 너무 빠르게 이동할 경우 다시 방향을 꺾기 전에 차선을 이탈하
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방향을 계속 바꿔야 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하
그림 6. steer 결정 코드

드웨어에 무리를 가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steer의 절댓값이 40보다 큰 경우에는 속도를 40으로 고정

dif에는 실험적으로 화면에 나온 두 차선의 차에 가장 가까운 점의

한다. 또한 steer의 절댓값이 95를 넘지 못하게 설정하였다. 마지막으

거리를 측정한 결과를 입력한 것이다. 원근법 때문에 선이 멀리 있

로 이전 steer 값과 현재 계산된 steer 값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

을수록 차선의 거리가 달라진다. dif에 a:b 꼴의 것들이 여러 개 있

이전 steer 값을 현재의 steer로 사용되게 했다.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가 y좌표, b가 차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
다. p1은 인식된 점 중 중앙에 가장 가까운 점의 2차원 좌표 (x, y)
를 의미한다.
이 코드대로라면 중앙에 가장 가까운 점의 y좌표를 정수로 반올
림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실험값을 갖고 온
다. 그리고 이를 2로 나누어 그 중앙값, 즉 도로의 중앙과 차선의 거
리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stat이 r이냐 l이냐에 따라 중앙값에
서 빼거나 더한다. 이를 통해 현재 도로의 중앙 x픽셀값 (mid)를 예
측하는 것이다.

2.3. error 처리
2.3.1 무(無) 차선 인식 error 처리
앞 문단에서 각 차선에서 인식하는 수직 방향의 값들을 크기별로 정
리한 배열을 만들었다(temp). 그리고 이를 y값을 가장 작은 값에서부
터 큰 값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배열을 새로 생성하였다.(arr). 차
선이 인식되지 않으면 이 배열이 들어오지 않는다. 즉, arr의 성분의 개
수가 0개일 때는 차선 인식 자체에 error가 발생한 경우이다.

도로의 중앙을 예측한 뒤에는 mid에서 320을 빼고 보정값을 곱
한다. 이 역시 실험적으로 나온 값으로 이 보정을 해줌으로써 필요
한 만큼 차량이 꺾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적으로 정한 보정값은
0.8로 결정하였다.
우회전/좌회전 결정 알고리즘과는 달리 회전하는 정도를 결정하
는 알고리즘은 짜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야 했
다. 우회전/좌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없이 대략적인 값
만 알아도 판단이 가능했지만 회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
치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실험적으로 구한 상수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8. 차선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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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별도로 차량의 행동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먼저 error

Ⅲ.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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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컨트롤러에 차선 없음을 출력하여 사용자가 알
수 있다. 차체의 행동 모드에 따라 기존 counter 값이 0일 때 특정 값

3.1 결론

으로 변환한다. counter 값이 특정한 값보다 작다면 이전 행동 모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차선의 기울기 값을

에 따라 자율 주행차의 행동을 정의한다. 차선이 인식되지 않은 상황

이용하여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제작하였다. 특히 불량차선을 인식

에서도 차량이 운행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steer 값을 유지하

하며 분류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의

고 counter를 줄여나가면서 출력한다. 좌우 모두 동일하게 같은 방식

성능 및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제작한 자율 주행

을 따라 차체의 행동을 제어한다. counter가 특정 값 이상이라면, 다

알고리즘을 차량에 적용하여 7개의 코스(좌진입 직선, 좌진입 좌회

시 차선을 인식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속으로 후진한다.

전, 우진입 좌회전, 좌진입 우회전, 우진입 우회전, LR, S자)를 주행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었다.

2.3.2 weird에 따른 error 판단
3.2. 제언
3.2.1 코너 진입의 한계
Formula 1, DTM(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 Wrc(World Rally
Championship)과 같은 최상급의 레이싱 분야에서는 차량에 따른
서킷의 레코드 라인이 존재한다. 레코드 라인이란 차량의 접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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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 한계 및 기어비의 관계를 고려하여 코너에 진입하는 각도,
미션의 단수, 차량의 속도를 표시한 레이스 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량은 위에서 나열한 차량들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
그림 9. weird 함수에서 정의한 오류

며, 일반적인 차량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공통점은 존재한다.
코너 진입에 따른 차량의 위치선정은 동일하다. 즉 우측 코너라면 코

또한, 다른 error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함수 weird를 정의하였다.

너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최대한으로 차선의 왼쪽에 위치시켜 안정

weird 함수에서 판단하는 장애 상황은 장애물이나 다른 요철에 의해

적인 스티어링 및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적용한

실제 차선과 다른 점들이 인식되어 이를 이은 선들이 차선으로 인식된

다면, 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따라서 차선

경우를 판단한다. 위의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행에서 의미 있는

침범과 같은 오작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레이싱 레코드 라

차선만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점, 차선

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인식되어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위의 사진에서 만약 빨간색, 주
황색 점이 인식되지 않고 노란색 점들만 인식되었다면, 차량은 이 프로
그램에서 노란색 점을 이은 선을 차선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서 운
행을 제어한다. 이러한 error가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 weird 함
수를 작성하였다. weird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weird에서 차선 인
식에 장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true가 반환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전의 steer 값을 유지한 채 속도를 특정값으로 설정하여 움직인다.
2.3.3 steer값 차이에 의한 error
이전에 설정된 steer값과 새로 계산해낸 steer값의 차이가 크다면
이는 하드웨어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의 절댓값이
특정값 이상이라면 이를 ‘steer error’라고 판단하여 이전의 steer값
을 유지하여 운행하도록 하였다.
2.3.4 인지하지 못한 error 발생
무(無) 차선 인식 error, weird에 따른 error 등을 제외한 error가 발
생할 수 있다. 인지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counter
에 따른 설정을 달리하였다. counter가 특정값 이하라면 이전의 행
동 모드를 유지하여 속도를 계속 이어나간다. 반대로 counter가 특
정 값 이상일 때 후진하여 error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수정하는 시
간을 확보한다. 확보된 시간을 통해 차체가 차선을 다시 인식하여 문
제를 파악하고 기존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여 차체의 행동을 제어하
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0. Formula 1의 레코드 라인

실제 거리상의 차이는 유효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파악된 상황 ‘L(좌진입)’ 또는 상

한 오토바이도 전고가 약 1,100mm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

황 ‘R(우진입)’이 아닌 경우에는 후진을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다시

히 낮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카메라로 측정한 화면에서의 두 차선

반복한다. 즉 ‘L’ 또는 ‘R’ 상황이 아니면 조건 없는 후진을 하게 되

간 픽셀값의 차이와 실제 거리 값의 차이가 심해져 알고리즘의 판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

단에서 사용될 도로의 중간값이 차량의 유형별로 차이가 상당히 벌

라서 ‘L’ 또는 ‘R’ 상황이 아니라면, 뒷 카메라를 통한 차선 인식 과

어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차량의 유형에 따른 전고의 차

정 및 코너에 적합한 위치(레이싱 레코드 라인)를 고려한 알고리즘

이, 카메라와 라이다를 위치시키는 높이의 차이에 따라 Dif 값에 차

제작이 필요하다.

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공정 과정의 단일화로 각각의 차량 유형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차량에는 다른

3.2.3 weird 함수의 오류 가능성
차선 인식 장애 해결 알고리즘(Lane Recognition Fault Resolution
Algorithm) 단락에서 언급한 Weird 함수는 인식된 차선의 기울기
의 편차를 고려하여 불량차선을 판단한다. 하지만 차량의 이미지 센
서가 인식하는 프레임은 항상 일정하지만, 이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
가 증가한다면, 정확한 불량차선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른 불량차선 인식 프로세스에 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알고리즘, 다른 고유한 값들이 들어가기에 이에 대한 물리적인, 소
프트웨어적인 추가적 해결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이다
의 측정 오차로 생각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초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라이다가 차량의 좌표축과 기울어
진 정도에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dif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정
의 과정에서도 이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공정 과정의 오류의 경
우 이에 대한 오차를 좌표축 변환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한 선
행 연구가 있다.

23

3.2.4 각 차량에 대한 고유 Dif 데이터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차량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차선의 기울기 값을 이용한다. 즉 지면을 기준으로 차량의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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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의 길이는 약 2M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주행상황에 맞게 사
용되려면 라이다의 인식 범위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200M, 카메
라의 인식 범위는 최대 250M이다. 이 두 유형의 차량은 전고의 차
이가 카메라의 실제 거릿값의 차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차량인 버스의 전고는 약 3,555mm이
다. 이는 앞에서 본 승용차나 중형 SUV의 경우와 대략 2배 정도 차
이가 나는 값으로, 이 높이에서 측정한 라이다의 화면상 픽셀 차이와

원근법이 고려된 차선폭을 이용한 차량의 주행 방향 결정 알고리즘

3.2.2 후진 프로세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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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프로세서의 발달과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급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자율 주행능력을 완벽

딥러닝을 활용한 도로 종류 파악

딥러닝을 활용한 도로 종류 파악

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는데, 그중 하나는 딥러닝을 이용해 차선을 인식하거나 GPS를 보완하는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기존 자율 주행 자동차 코드로부터 산출된 주행이 옳은 방향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 검증용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도로 종
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인지하는 도로 종류를 모아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모았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Canny Image를 데
이터 세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구글 Teachable Machine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 이 학습된 딥러닝을 통해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었
다.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부문을 제안한다.
Keywords: 자율 주행 자동차, 딥러닝, 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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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딥러닝이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
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이다.[8] 이 중 심층 신

자율 주행 기능이 포함된 차량이 시중에 속속 등장하면서 자율 주

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은

행 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

닉층들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와 전기차의 결합으로 그 보급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

이다.[8-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 수요가 2009년 146만 1,865
대에서 2017년 179만 8,796대로 평균 성장률이 25.3%에 육박한

이때 입력층으로 들어온 특정 이미지의 내용은 은닉층으로 가면서
특정 함수를 거친다. 그 함수는 다음과 같다.

다.[1] 거기에 리싱크X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전체 자동차 가운
데 60%를, 전체 주행 거리의 95%를 자율 주행 자동차가 차지할 것
이라는 전망하기도 했다.[2] 이와 같은 증가 추세로 자율 주행 자동
차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문제와 윤
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자율 주행’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145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인

이때

는 다음 층의 뉴런을 의미한다.

함수는 로지스틱함

수, 혹은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라고 불린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내에 합성되어있는 함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1차 회귀식으로 다음과 같다.

식, 자율 주행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차선 인식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딥러
닝을 활용한 방안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와 딥러닝을 융합거나[4] 네비게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더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비용함수라

이션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딥러닝과 차선 인식을

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식(2)에 존재하는 값

활용하거나[5] 차선변경을 위한 매끄러운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딥

는 함수를 정해야 한다. 데이터 분포에 따라 정확한 회귀선을 그려야

러닝을 활용하거나[6] 딥러닝을 사용하여 차선 자체를 인식하는 방

하므로 각각의 데이터와 회귀선 간 거리가 가장 짧은 선으로 회귀선

법을 제시하기도 한다.[7]

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이 두 요소 사이의 거리를 재는 함수를 비용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 주행할 때
Canny Image만을 활용한 차선 인식으로 결정된 차선이 실제 눈에
보이는 방향과 맞는지 교차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딥러닝을 이용하
고자 한다. 즉, 보조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딥러닝 교차검증 시스템을
제작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형 프로세서를 통해서도 매
끄럽고 빠른 연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위해 관련 방안을 제안한다.
* 정영찬 (선덕고등학교, ingabbang@gmail.com)

함수(Cost Function)이라고 한다.

와 를 결정할 수 있

각각의 요소 하나만을 생각할 때 식(3)으로 따질 수 있다. 식 (3)은

Ⅲ.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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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사분면에만 존재하는 데이터에 한하여 양수의 거릿값을 표현한
다. 각각의 요소들의 y좌표 값과 함수 값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 부분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도로 형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로 종류를 나누
었다.
표 1. 도로 종류 구별

이때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는 제곱한다.
다음과 같은 비용함수를 통해 그 비용함수의 거리가 가장 적은 구
간을 계산해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편미분과 값 대입을 통해 계

직진

곡선 좌회전

직각 좌회전

직각 우회전

곡선 우회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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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그대로 활용될 수 없다. 오차율이 높아질 우
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예로 모든 데이터를 원근 왜곡법을 이용

과정을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과정

하여 실제 도로로부터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의 이미지(Bird-view

을 통해 비용함수의 거리가 가장 적은 구간을 계산한다. 기울기가

Image)를 산출하고, 그 이미지를 Canny Image화 시켜 오차율을

양수면 왼쪽, 음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최솟값

줄인다. 그 과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이때

에서의

와 를 각각

(Local Optima)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값으로 학습률(Learning Rate)을 계산할 수 있다.

Canny Image화 시킨 이미지들을 각 항목에 따라 데이터 세트로

지금까지의 과정은 출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입력만 가지고 그 추

제작한다. 각 데이터는 딥러닝이 구별하기 힘든 도로 종류일수록 더

세를 계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논문은 입력(도로 사진)과 출력(도

많은 데이터 세트를 준비한다. 각각의 데이터 수는 다음 [표 2]를 참

로 형태)이 모두 결정되어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시킬

고하면 된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한 것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다. 입력한 정
보로 산출된 출력층의 결과물과 이미 알고 있는 정답과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값들에 각각의 차이(bias)를 두어, 즉 역으로 경사 하
강법을 실시하여 다시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 되돌아가는 연산을
거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입력을 바꾸어가며 반복한다. 이런 과정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들을 정립해 평균적인 차이값을 계산하면 되
지만 연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니 배
치(Mini-Batch)방식을 활용한다. 각각의 데이터를 몇 개의 미니 배
치로 묶어, 컴퓨터가 각 미니 배치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평균 차이값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미
니 배치 수만큼 반복하여 최종 평균 차이값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미니 배치 확률적 경사 하강법(Mini-Batch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이라고 불린다.

그림 1. 원근 왜곡된 도로 사진
Figure 1. Perspective Distorted Road Photographs

도로 종류를 구별하고 이 데이터를 구글 티쳐블 머신(Teachable
Machine)을 이용하여 케라스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딥러닝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차선이 한
개만 인식되는 경우 곡선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인식하거
나, 좌회전 도로임에도 우회전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Canny Image로 데이터를 학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Canny
Image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보다 변형 전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더 잘 도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딥러닝의

딥러닝을 활용한 도로 종류 파악

내용을 파이썬 코딩으로 구현하여 도로 종류를 구별할 수 있었다.

학습 수를 증가시키거나 데이터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딥러닝
의 정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 Canny Image로 변형
Figure 2. Transform to Canny Image

또한 Canny Image와 원근 왜곡법을 거쳐 발생하는 화질 저하가

표 2. 도로 데이터 수

딥러닝의 학습률을 떨어뜨려 구분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 종류

데이터 수 (단위 : 개)

곡선 좌회전

27

곡선 우회전

29

직각 좌회전

24

직각 우회전

21

직진

14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개선도 제안된다.
또한 연산속도가 다소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 알고리즘이 효율적으
로 동작하도록 기존 자율 주행 자동차 코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딥러닝을 운행하기 위해 자율 주행 자동차로부터 들어오는 이
미지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하므로 주행 시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 이

이와 같은 데이터 세트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Teachable Machin

러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에 적용한다. Teachable Machine에 각각 ‘Right Angle Left’,
‘Right Angle Right’, ‘Curve Left’, ‘Curve Right’, ‘Straight’로 항
목을 구분 짓고 데이터 세트를 적용해 학습시킨다. 이때 Epoch는
5000, Batch는 16, Learning Rate는 0.00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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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제어기를 통한 자율 주행
차량의 승차감 개선

하나고등학교

이정로

Ride Quality Improvement via Multiple Controls on Steering
이 정 로* Lee, Jeong R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사양 환경에서 PID를 주 제어로 삼고 보조 제어기를 추가하여 원만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
축 가속도 측정장치를 이용해 Jerk를 평가하였으며 5개의 3종 타일을 이용하여 양방향 시범 운행을 하였다. 저사양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간
단한 제어기를 설계하고 최소한의 자원만을 사용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PID 제어기를 포함한 만큼 여러 차례의 시험 운행을 거쳐 안

다중 제어기를 통한 자율 주행 차량의 승차감 개선

다중 제어기를 통한 자율 주행 차량의 승차감 개선

정적인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Keywords: 다중 제어, 자율 주행, 승차감, 가가속도, 튜닝, 저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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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관찰에서 사용된 MPU-6050 칩은 XYZ 축에 대한 가속도를 반환
하며 이를 미분하여 Jerk를 얻을 수 있다.

저사양 환경에서의 자율 주행은 간단한 제어 알고리즘을 따라야
만 성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행의 효율 혹은 소요 시간 등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완만한 주행을 통해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얻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저사양 모델 차량의 승차감 평가 기준을 정하고 시험
운행을 통해 제어기 튜닝 과정을 거칠 것이다. 원활한 승차감 평가를
위해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할 것이며 조향은 다중 제어기를 거칠 것
이다. 본 연구는 평면 도로와 신호등, 차단기 등의 장애물을 상정하
는 대신 조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2. MPU-6050 장착 후 모델 차량의 전면부와 후면부

Ⅱ. 3축 Jerk 승차감 평가
Ⅲ. 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Controller

그림 3. 보조 제어기 간략화된 조향 제어 순서도

그림 1. MPU-6050 칩

모델 차량에 사용된 임베디드 보드의 저사양 환경에 따라
PID(Proportional-Integral-Differential) 제어방식[1]을 택하였다.

차량 승차감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가속도와

다른 제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연산량에도 불구하고 직관성과 보편

Jerk(가가속도)이다. 이에 따라 모델 차량의 승차감 또한 MPU-

성 덕분에 이미 많은 디지털/아날로그 기기에 적용되어 있다. PID 제

6050 칩을 이용한 3축 Jerk로 평가할 것이다.

어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작업 공정에
따른 불균일 하드웨어, 배터리 잔여 전력에 따른 모터 출력 변화 등
의 모델 차량 문제에 유동적으로 대응한다.

* 이정로 (하나고등학교, jrlego0331@gmail.com)

3.1. Ziegler-Nichols Tuning

주행할 때 추적하던 차선이 갑자기 사각지대 안으로 사라지며 조향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각 설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위시간 이상 임계범위 이내의 차
선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 기존 경향성을 유지하는 급격한 조향을
P

0.5

PI 0.45

0.54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단위시간은 적분항 초기화 단위시간

/

0.8

PD 0.8
PID 0.6

0.10
1.2

/

0.125

0.075

0.5

의 절반과 같다.

0.125

4.2 활성화 함수

표 1. Ziegler-Nichols Tuning Chart
PID 제어에 있어 적절한 Gain(이득 값)은 직진-직진 코스 시험 운
행 데이터를 Ziegler-Nichols Tuning[2] 차트에 대입하여 얻어내
었다. 승차감을 위한 튜닝인 만큼 직진 코스에서의 안정적인 주행

만약

이 조향정밀도보다 작을 때 주행에 의미 있는 변화

를 줄 수 없다. 또한, 미분항이 조정하지 못한 비정상 변화에 대응하
는 안전장치로

최대 임계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PID 제

어를 거친 값을 특정 임계를 기준 삼아 변형시키는 기능이 인공신경

을 목표로 한다.

망의 활성화 함수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착안, 대표적 활
성화 함수를 적용하였다.
3.2. Saturation
Saturation[3]은 Error의 누적으로 인해 출력에 대한 적분항의 영
향력이 극대화되어 새로운 Error에 대한 비례항의 영향이 줄어드는
32

4.2.1 ReLU

현상이다. 일반적인 Integral Anti-Windup Method인 Clamping
은 타일에 따라 목푯값이 변하는 자율 주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
라서 적분 interval을 단위시간마다 갱신한다.
최소임계는 ReLU[4] 활성화 함수를 통해 구현한다.
3.3. 적분항 초기화

의

절댓값을 측정하여 조향정밀도 이하의 변화를 무시하도록 한다. 모
。

델 차량의 조향정밀도가 1.8 이므로

。

=1.8 이다.

4.2.2 Leaky ReLU

주행 과정에서 적분항의

값을 유지하면 Saturation

이 반복되므로 이미지의 frame 수를 기록하여 단위시간마다
로 갱신한다.
4. PID 이외의 제어

ReLU 함수는 Dying ReLU Problem을 가지기에 경향성을 유지
해야 하는 최대 임계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임계 이상의 값이 나
왔을 때 10%만큼만을 반영하는 Leaky ReLU[5] 함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조향각 이상의
성을 다음 연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림4. 보조 제어기 순서도, 이외 간략화됨

PID 제어기는 다양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차선 인
식을 전제해야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고 하드웨어의 실제 능력을
벗어나는

을 필터링할 수 없다. 따라서 PID 제어기를 거친 값

을 가공하는 보조 제어기 또한 필요하다.

4.1 Conditional Max Pooling
모델 차량의 전면부 사각지대와 좁은 최소회전반경은 급격한
90도 타일을 주행할 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차량은 해당 타일을

을 방지하면서

의 경향

5.1. 결론

5.2.3. 제한적 도로 환경
모델 차량의 주행은 평면 타일 3종류에서만 이루어졌고 차단기와
신호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차단기와 신호등이 포함된다면 제
어 위계 설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평면 타일 또한
차선 인식을 단순화시킨다. 따라서 복합적 환경에서 유동적으로 제
어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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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추세선을 하나만 잡아 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적인 직선 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직선 주행 능력 개선을 위한 추세선 개수 변경 알고리즘을 구상했다. 기존과
는 다르게 frontLines가 2 이상일 경우 추세선을 2개 잡도록 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해 자주차가 오차 없이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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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x좌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이 방법이 임의의 트랙에서 항상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 방법을 통해 더 정확한 직선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자율 주행, 차선 인식, 추세선, 직진 주행, 후진, 곡선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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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 코드는 자동차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쪽 차선 한 개만 이용

II.주행 알고리즘
2.1. 변수 설정

했다. 주행 중에 특정 y좌표 값에 대응하는 실제 차선의 x좌표 값과
자주차가 정 가운데에 있을 때의 x좌표 값의 차이 ‘e’를 구했고, 조향
값(steer)을 e에 대한 일차식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자주차가 오차 없이 정확히 가운데에 있을 때의 x좌표
를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차선이 두 개 이상 인식
되는 경우에는 주 차선을 두 개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안해보았다.
len(frontLines)>=2일 경우에 차량과 가장 가까운 차선과 두 번째
로 먼 차선의 특정 y좌표에 대응되는 x좌표를 구한 뒤 평균을 내어
middle로 정의한다. 그리고 모듈의 내장함수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그림 1. 생성자를 이용한 변수 설정

화면상 정중앙의 x좌표 값(center_x)과 middle의 차를 구해 e에 저

속도(velocity), 조향 값(steer) 등 여러 변수를 다루기 위해서 생성

장하고, steer를 e에 대한 일차식으로 정의했다. 차선이 오직 한 개

자(__init__)을 이용해 초기 변수를 설정해준다. 클래스에서 인자를

인식되는 경우, 즉 len(frontLines)=1인 경우에는 기존 코드의 방식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자를 self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

을 따르도록 했다.

로 각 변수 앞에 self를 붙여준다. 따라서 위 코드의 인자는 순서대로
빨강불 카운트 변수 설정, 녹색불 카운트 변수 설정, 차가 처음에 정
지해 있음을 정의한 변수 설정, 조향 값은 0인 상태로 변수 설정, 속
도가 0인 상태로 변수 설정을 의미한다.

그림 2. 생성자를 이용한 변수 설정

앞에서 설정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자주차의 센서 정보(이미지,
라이다)를 바탕으로 조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각 변수의
뜻은 t: 주행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frontImage: 전면 카메라 캘리(
* 강규리 (한대부고, riverfall1027@gmail.com)
기영욱 (한대부고, 0.wook03@gmail.com)
김민경 (한대부고, minkyoung2550@gmail.com)
성시연 (한대부고, siyeon5081@naver.com)
조서연 (한대부고, winniecho1202@naver.com)

보정)된 이미지 (640X480), rearImage: 후면 카메라 캘리(보정)된
이미지, frontLidar: 전면 거리 센서 (mm), 0은 오류를 의미하며 최
대거리는 2m, rearLidar: 후면 거리 센서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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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주차의 센서 정보를 변수로 한 함수 설정

frontLines는 [[x1, y1],[x2, y2], …], [[x1,y1], [x2,y2], …]와 같

그림 8. 중간 지점 변수 설정과 내림차수 정렬 코드

이 좌표로 설정되며 차선을 인식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frontlines[0]이 가장 왼쪽 차선으로 빨강(0), 주황(1), 노랑(2), 초록
(3), 파랑(4), 남색(5), 보라(6)로 화면에 표시된다.

frontLines를 x[0,1]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주는 코드
이다. 자주차가 차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 좌표부터 인식하
기 때문에 frontLines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준다. 화면상에서도
가장 밑에 점부터 표시하게 된다.

그림 4. 신호등 인식 변수 설정

신호등을 인식할 변수는 frontObject의 변수로 취급되며 reds :
n*3의 크기, numpy array의 형태로 ([[x1,y1,반지름], [x2,y2,반지
름],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9. 추세선의 시각화

전면 카메라에 잡힌 차선 수가 한 개 이상이면 frontLines의 첫 번
째 요소(점들의 집합)의 x좌표를 x_1에 y좌표를 y_1에 저장하고 정
의역이 x_1, 치역이 y_1인 일차식과 정의역이 y_1이고 치역이 x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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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캐니 이미지 시각화

인 일차식을 세운 뒤, 후자를 line_1로 정의하고 이를 전면 카메라
화면에 시각화하였다.

캐니 이미지(카메라가 인식한 물체를 선으로 표시한 이미지)를 화
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한 코드이다.

그림 10. 차선이 한 개 이상일 때의 함수와 그에 따른 좌표

전면 카메라에 인식된 차선 수가 1개 이상일 때의 코드이다. 차선
이 y=380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 코드가 실행되며 coefficient
그림 6. 조항값의 변수 설정과 이미지 좌표 분석

steer를 조정할 변수를 코드가 찾지 못했을 때 이전 변수를 사용
하여 반복할 수 있게끔 이전 변수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코드이다.

가 polyfit함수로 작용해 앞서 설정한 일차식에 따라서 자주차가 인
식하고 있는 차선의 좌표를 알고 시각화할 수 있다. line은 ay+b의
일차식으로 표현되며 가장 밑에 있는 차선의 추세식을 의미한다.

x와 y는 frontImage에서 사용하는 변수로써 이미지의 크기로 변
수를 설정해주고 조향 값을 설정해주기 위해 y값을 분석할 수 있
도록 한다.

2.2. 차량이 전진하는 상황에서의 주행 알고리즘 설계
차량이 전진하는 상황에 대해 직선과 곡선주행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했다.
다만 카메라에 잡히는 차선이 없는 경우,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를 나누어 조향 값을 구하는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였다.
먼저, 코드에 사용되는 두 변수를 초기화시켰다. middle은 차선이
두 개 인식되는 경우 두 차선의 가운데 지점의 x좌표가 저장될 변수

그림 7. 전방 장애물 인식 코드

이며, 오류발생을 막기 위해 화면상의 가운데지점으로 초기화해두
었다. n은 차선의 추세식에 대입하는 상수를 하나로 통일하고, 이를

자주차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기 위한 frontLidar에 대한

한 번에 수정하기 편리하도록 설정해놓은 변수이다.

코드이다. 300은 300mm를 의미하며 30cm 안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속도를 멈추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주차의 속도는 일정하
게 유지된다. 코드가 계속 반복되므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자주차
가 계속 인식하며 주행한다.

그림11. 주행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 초기화

전면 카메라에 인식된 차선 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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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세선을 구하는 코드이다. frontLines의 첫 번째 요소의 x좌표
를 x_1에, y좌표를 y_1에 저장한 후 정의역이 y_1이고 치역이 x_1
인 일차식을 세워 line_1으로 정의하고 이를 전면 카메라 화면에 시
각화시켰다.

그림 12. 전면 카메라에 인식된 차선이 1개 이상인 경우
그림 14. 전면 카메라에 1개의 차선만이 인식된 경우

전면 카메라에 잡힌 차선 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차선의
추세선을 구하는 코드이다. frontLines의 두 번째 요소의 x좌표들을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행 도중 이탈하거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x_2에, y좌표를 y_2에 저장한 후, 정의역이 y_2이고 치역이 x_2인

인해 차선이 잡히지 않을 때를 고려해 인식된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일차식을 세워 line_2로 정의한다. middle은 y좌표가 n이라는 특정

이전의 조향 값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값일 때의 첫 번째 차선의 x좌표와 두 번째 차선의 x좌표의 평균값
이 저장된다. 이를 이용하여 e를 middle과 화면상의 가운데 지점의
x좌표의 차로 정의하고, 조향값 steer를 e에 대한 일차식으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line_2를 전면 카메라 화면에 시각화시켰다.
그림 16. 전면 카메라에 인식된 차선이 없을 경우

2.3.후진 주행 알고리즘 사전 작업
기존 코드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후면 카메라 정보를 이용하여 후
진 주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두었다. 차량이 전진하는
상황에서의 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면 카메라에 인식
된 차선이 1개 이상인 경우에 첫 번째 차선의 추세선을 구해 후면 카
메라 화면에 시각화시키고, 차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차
선의 추세선까지 구하여 시각화시켰다. 또한 차량이 전진하는 상황
에서 조향 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었던 픽셀 값 e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d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 알고리즘에 후진 주
그림 13. 전면 카메라에 인식된 차선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면 카메라에 잡힌 차선 수가 오직 하나인 경우에는 기존 코드에

행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후진 주행을 추가하게 된다면 d를 이용하
여 조향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추세선 1개를 잡아 주행하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적용했다. 다
만, 기존 코드를 실행시켜 보았을 때 i가 0인 경우에 대해서만 for
문이 실행되고, ‘break’에 의해 곧바로 중단되어버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따라서 if문만을 이용하여 기존 코드에 비해 간략하게 코드를 작
성해보았다.

그림 17. 후진 주행 사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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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추세선을 이용한 차선 인식, 후면 차선 인
식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직진 주행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자주차에 적용되어 시험을 위해
제작된 모형 도로에서의 주행을 완료하여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3.1. 곡선 주행의 한계
현재 코딩된 자주차는 부드러운 곡선만을 주행할 수 있다. 급격한
커브를 주행할 시 추세선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차
선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급격한 커브에 대비한 코
드 연구가 필요하다.
3.2. 차선 인식
차선의 중간 값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픽셀을 아는 것이 중요하
38

다. 다만, 이 픽셀 값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주행 중에도 계속해서
변수가 변할 수 있다. 실제 자율 주행차는 평면 위의 차선뿐만 아니
라 다양한 차선을 주행하기 때문에 차선 인식에 관한 더 정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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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차 직각 회전 구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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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for Right Angle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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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자율 주행 자동차는 상용화가 되었지만, 고도 자동화 이상의 자율 주행 자동차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회전 구간에서의 알고
리즘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데 회전 구간의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회전 가능 각도의 제한, 회전 공간 등의 주
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파악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선을 이용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회전 구간

자주차 직각 회전 구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자주차 직각 회전 구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주행 과정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조향값을 산출해내는 방법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후진 등 알고리즘과 후면 카메라 등의 하드
웨어를 통해서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한 새로운 직선 회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Keywords: 자율 주행 자동차, 직각 회전 구간, 보조선, 후진, 후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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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인 회전 구간의 경우 기울기가 구간의 처음부터 생기기 때
문에 문제없이 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90도 이상의 회전 구간(이

현재 가장 상용화된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은 자율 주행 자동차이
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 고도 자동화 단계

하 직각 회전 구간)에서는 구간 시작 부분이 직선이기 때문에 구간
중간, 곡선이 생길 때부터 회전하게 된다.

이상의 자동차는 아직 개발 중이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회전 구간에서의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다. 2016년 교
통사고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 좌회전 상황에서 직진 상황보다 사고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실제 인간의 주행에서도 어려운 것이
회전 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전 구간에서의 주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회전 구간의 경우 직진 구간과 다르게 회
전각이나 자동차의 진입 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자율 주행 알고리즘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 한림공학원에서
제공한 자율 주행 자동차 주행 예제 소스 파일이 가진 회전 구간에
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회전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효율적

[그림 1] 일반 곡선 구간에서의 회전 시작점

인 회전 알고리즘을 제작하고자 한다.

Ⅱ. 본론
2.1. 문제 인식
자율 주행 자동차 예제 소스 코드에서 회전할 때 바깥쪽 차선을 기
본차선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특정한 가로선을 그리고 여기서 생기
는 접점을 지나면서 기본차선에 접하는 추세선의 기울기에 따라 자
동차의 조향 값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회전한다.

* 김건우 (선덕고등학교, 4947x@naver.com)

[그림 2] 직각 곡선 구간에서의 회전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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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회전 시작이 늦어지고 회전각과 회전을

반복적인 주행을 통해서 각각의 상황의 좌표 차이의 사잇값을 구

위한 공간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세선의 기울기 변화량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판단한다. 여기서 직선 회전일 경우 회전

이 줄어들어서 통과할 만큼의 회전 각도를 설정할 수 없어진다. 또

각에 보정값을 더해줘서 더 크게 회전시킨다.

한, 회전 과정에서 차선이 카메라 시야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서 차량
이 차선을 잡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

2.3. 후진 알고리즘

2.2. 보조선을 이용한 알고리즘

해져 있어서 직각 회전 구간처럼 좁은 공간에서 큰 회전을 요구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키트는 회전 가능 각도가 –80도에서 80도로 정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일반 회전 구간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T자형 주차에서 사용되

과 직선 회전 구간을 판단하고 직선 회전 구간일 경우 조향값에 상

는 후진을 이용한다. 만약 절댓값 80도 이상의 회전값이 산출될 경

수를 더해줘서 더 큰 각도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회전 상황을 판

우 방향은 기존 조향 방향의 반대로 설정하고 조향값은 70으로 고정

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로선보다 위에 새로운 가로선을 추가하고

한다. 그리고 velocity 값을 음수로 설정하여 기존 움직임과 반대로

추세선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 기존 가로선의 추세선과의 교

작동하게 해서 회전을 위한 공간과 회전 각도를 확보한다.

점과 새로 구한 교점 사이의 좌표 차이를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한
다. 회전 구간을 지날수록 추세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지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직각 회전 구간의 경우 차체가 정면을 향한 상태
이기 때문에 차체가 회전 상태인 일반 회전 구간보다 좌표 차이가
42

커지게 된다.
[그림 6] 후진 알고리즘의 움직임

[그림 3] 직각 곡선 구간에서의 보조선

[그림 7] 후진 알고리즘

2.4.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알고리즘
보조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과정에서도 순간적으로 차
[그림 4] 일반 곡선 구간에서의 보조선

선이 카메라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후면 카메라를 사용한다. 예제
소스의 전면 카메라 코드를 바탕으로 후면 카메라 코드를 작성한다.
이때 후면과 전면에서 보이는 기본차선의 방향은 반대가 되기 때문
에 후면 카메라에서 차량의 위치를 판단하는 코드는 전면 카메라와
반대로 설정한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에 선이 잡히지 않으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
서 차량 뒤쪽 차선을 통해서 주행 환경을 판단하고 계속 회전을 이
어가도록 한다.

[그림 5] 좌회전 시 보조선 알고리즘

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값을 찾을 필요가 있다.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
회전 시 후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한
계점이 있다.
또한, 후진 알고리즘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했을 때 카메
라에 선이 잡혔다가 안 잡히는 순간에 회전각이 80도 이상일 경우
두 코드가 충돌해서 직진과 후진이 반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후면 카메라의 코딩에서 기본차선을 설정할 때 좌측부터 탐색하는
코딩을 수정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측부터 탐색하는 코딩을 제작해서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차 직각 회전 구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후진 알고리즘의 경우 실제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에

[그림 8] 후면 카메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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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후면 카메라를 통한 주행 알고리즘

Ⅲ. 결론
3.1. 결론
이 연구를 통해서 일반 회전 구간과 직각 회전 구간을 보조선을
이용해 구별하고 더 큰 회전을 위한 보정값을 더해서 구간을 통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회전 구간의 크기와 회전 가능 범위라는
한계점을 후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후면 카메
라를 이용해서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회전 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
다는 의의가 있다.
3.2. 한계 및 제언
보조선을 이용한 알고리즘에서는 회전 구간 시작 부분에서의 진입
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직진을 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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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상황에 따른 안정적 조향 값 산출을 위한
유동적 시스템 및 역함수 기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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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ble system and inverse function-based algorithm for calculating
stable steering value according to vehicle driving conditions
김 준 수, 김 윤 동, 이 용 욱, 장 진 영, 강 민 지, 강 승 언, 방 유 빈, 안 형 준, 황 정 우*
Junsu Kim*, Yoondong Kim, Yonguk Lee, Jinyoung Jang, Minji Kang, Seungeon Kang, Yubin Bang, Hyungjun An, Jeongwoo Hwang

요약
기존의 자율 주행 차량의 알고리즘 시스템은 하나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모든 주행상황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은 주행상황에 따라 돌발 상황이 나오거나, 적절하지 못한 조향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차량 주행상황에 따른 안정적 조향 값 산출을 위한 유동적 시스템 및 역함수 기반 알고리즘

차량 주행상황에 따른 안정적 조향 값 산출을 위한 유동적
시스템 및 역함수 기반 알고리즘

점을 보완하여 주행상황을 차량이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상황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주행하는 시스템을 고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집약된 알고리즘에서는 어레이 데이터 처리와 변수 설정 방법 등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또한 각
주행상황별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에서 좌표계와 역삼각함수 활용 기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동적 주행
알고리즘 시스템을 고안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차량의 조향 값이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Keywords: 자율 주행 자동차, 유동적 주행 시스템, 데이터 선별, 추세선, 역함수

Ⅰ. 서 론

상황 판단이 필요하기에 안정한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어 상황에 대해 다소 경직되어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

4차 산업혁명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표계와 역삼각함수 활용 기법을 활용하

빠르게 바꿔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존의 자동차 기술에 인공지능

여 상황에 맞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동적 주행 알

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고리즘 시스템을 고안해내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미지 데이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레

를 토대로 차의 주행 상태를 설정하여 상태에 맞는 알고리즘을 활용

벨 5의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혼다자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동차는 올해 3월경부터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 주행 자동차를 대
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세계
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데이터
를 처리하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에 사용하
던 이미지 데이터는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대신 처
리가 쉬웠지만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불필요
한 정보가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향상된 이미지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제가 필요했고 본
연구에서는 어레이 데이터 처리와 변수 설정 방법 등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이미지 처리 방법 이외에
도 알고리즘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알고리즘은 한 가지 데이터 처리 방법을 직진. 좌회전, 우회전 상황
에 모두 적용하여 주행하고자 하였다. 이 방식은 데이터 처리 방법
을 하나로 고정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직진과 좌우 회전 상황은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와

II. 이미지 데이터 선별 시스템
2.1. 어레이 데이터 처리
자율 주행차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frontImage에
numpy.ndarray의 class로 이미지 데이터 처리되어 저장된다. 자
율 주행차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데이터는 480*640 크기로 되어있
으며 각각의 픽셀을 [y, x, c], (x, y)의 좌표의 color(0～255)로 표현
한다. 이 값을 numpy.array를 사용해서 행렬의 형태로 frontImage
에 정보를 저장한다.
2.2. 데이터 처리
frontImage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다. 자율 주행차 알고리즘은 차선과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만을 필

* 김준수 (하나고등학교, junsu01041526634@gmail.com)
김윤동 (하나고등학교, marchello.kim@gmail.com)
강민지 (하나고등학교, sally5180@naver.com)
이용욱 (하나고등학교, dldyddnr4285@gmail.com)
장진영 (하나고등학교, whdmsql2014@naver.com)
강승언 (하나고등학교, chm6206@naver.com)
방유빈 (하나고등학교, bubin040612@naver.com)
안형준 (하나고등학교, ahyungjun0913@naver.com)
황정우 (하나고등학교, timothy20040503@gmail.com)

요로 하므로 frontImage에서 차선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그림1
과 같이 트랙은 검은색을 바탕으로 흰색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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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미지상에 표현된 점
그림 1. 어레이 데이터

그림 4와 같은 데이터는 이미지상에서 가상의 x, y축을 기준의 좌
표평면에서 그림 5과 같이 점으로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수집된 데이터를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선별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과정은 인식된 여러 개의 차선은 좌 차선과
우 차선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중앙 좌표를 기준으로 frontline 어레
이 데이터에서 가장 상단의 점 좌표가 중앙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좌
차선, 오른쪽에 위치하면 우 차선으로 분류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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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카메라 이미지

럼 분류된 차선들은 다시 차선 데이터별 길이를 비교하여 가장 데이
터 수가 많은, 즉 인식된 점의 수가 가장 많은 차선을 선별하도록 하

그림2가 이를 이용해서 frontLines 데이터를 추출할 것이다.
opencv의 canny image를 사용해 색의 변화가 급격한 부분을 표시

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III. 유동적 주행 시스템에서 자세히 다루
도록 하겠다.

해주면 그림1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

Ⅲ. 유동적 주행 시스템
차량을 의도한 대로 주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서
는 알고리즘의 구동 방식을 표현한 플로우 차트의 설계가 필수적
이다. 본 연구에서 의도한 주행 시스템은 차량이 주행상황을 직진,
좌회전, 우회전 및 차선 인식실패라는 주행상황을 분류하여 판단한
수, 그 상황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 Canny Image

3. 데이터 변환 및 선별
canny image에 하얀 점의 좌표를 다시 array를 사용해 데이터를
변환해주고 데이터들을 frontLines에 list 형태로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아래의 모습과 같다.

그림 6. 주행 플로우 차트

그림 4. 저장된 어레이 데이터

림6과 같다. 전체적인 틀은 차량이 받아들인 카메라 프레임 데이터
를 하나씩 연속하여 처리하는, 즉 하나의 Loop를 설계하였다. 주행
상황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각 상황에 적용하여 조향 값을 산출
하고, 다시 데이터로 회귀하는 Loop이다. 실제 코드에서 활용한 변
수는 [표 1]과 같다.

3.1.1. Llinelist, Rlinelist가 모두 0

표 1. Parameter setting을 위해 활용한 변수
변수
t

정의
자율 주행차의 주행 시작으로부터의 시간 (초)

frontImage 전면 카메라 이미지(480*640*3)
[y, x, c]

(x, y) 좌표의 color (0~255) 정보

rearImage

후면 카메라 이미지

frontLidar
rearLidar

frontLines

그림 7. 주행상황 분류 코딩

전면 거리 센서(mm)
0은 오류를 의미함
후면 거리 센서(mm)
0은 오류를 의미함
[[x1, y1],[x2,y2]….],
[[x1, y1],[x2,y2]….]

Llinelist와 Rlinelist가 모두 0이면 자율 주행차는 판단의 근거가
없으므로 주행상황을 인식실패로 정한다. 인식실패 상황은 트랙이
없거나 식별되지 않는 상황뿐만 아니라, 회전하거나 카메라 화각에
서 벗어날 때도 인식실패 상황이 되므로 여타 알고리즘을 통해 이전
명령을 지속하도록 처리하게 된다.
3.1.2. Llinelist가 0 Rlinelist가 0이 아님
Llinelist의 수가 0이고 Rlinelist의 수가 0이 아니면 좌회전으로 판
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자율
주행차의 카메라는 광각이 아니므로 회전 시에 회전 중심이 가까운

(y1 > y2 > y3 > ...)
frontLines[0]이 가장 안쪽 차선, 빨(0), 주(1), ... , 보(6)

차선이 카메라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회전 중 모두 인

Llinelist

왼쪽 인식선 선별 리스트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 중 인식이 안 되면 부정확한 주행을 초래

Rlinelist

오른쪽 인식선 선별 리스트

하므로 좌회전 상태로 판단하여 다른 알고리즘에서 이용하여 회전

Lline

선별된 왼쪽 인식선

Rline

선별된 오른쪽 인식선

L

최종 선별 왼쪽 인식선 번호

R

최종 선별 오른쪽 인식선 번호

K

조향각 조정 상수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이다. 우회전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정

Status

자동차 주행 상태

해진 좌회전 또는 우회전 상태는 상태에 따라 알고리즘을 통해 차량

LDiff

왼쪽 차선 추세선

이 실제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Llinelist, Rlinelist

RDiff

오른쪽 차선 추세선

만으로 우회전과 좌회전의 상태를 정하지는 않는다. 후술할 직진 주

TanA

왼쪽 추세선 기울기

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전과 좌회전 상황

TanB

오른쪽 추세선 기울기

을 인식하며 차의 주행성을 증가시킨다.

ThetaA

왼쪽 추세선 각도

ThetaB

오른쪽 추세선 각도

Coeff

steer 조절 상수

3.1 Driving Situation: 주행 상황 판단
자율 주행차는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 처
리를 진행한다. 우리는 전면 카메라의 이미지 처리를 중심으로 하였
다. 전면 카메라 이미지는 640*480 이미지를 캘리브레이션 한 것
으로 (x, y) 좌표의 색 (0~255) 정보를 포함하면 480*640*3 [y, x,
c]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율 주행차 실험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주행상
황은 기본적인 좌/우 차선의 판단, 직선 주행, 좌/우회전의 판단이 있
다. 전면 카메라의 이미지를 통해 Llinelist, Rlinelist를 설정할 수 있
고, 이는 주행 상황 판단에 사용된다. 카메라 인식선 선별 리스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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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로우 차트로 표현한 본 연구에서의 알고리즘 설계는 그

식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인식 여부에 따른 단순한 주행 상황 판단

주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4.1.3. Llinelist가 0이 아님, Rlinelist가 0

3.2 직진 상황으로 판정 시 알고리즘
차량이 직진 상황으로 판단되면 인식되는 좌, 우 차선이 모두 직선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실행되게 설계하였다. 직선 주
행에서 중앙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은 차량이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통해 조정하는 방법과 기울어진 각도를 통해 조정하는 방
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알고리즘에서는 차량의 각도를 활용
해 중앙을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직선 주행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직진 상황으로 인식된 후, 가장 먼저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재선별
한다. 차선 인식 시스템에서는 한 프레임의 이미지에서 인식되는 차
선을 모두 데이터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차선이 아닌 이미지도 일
단 인식하여 데이터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므로 각각 리스트의 값에 따라 기준을 설정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
키면 특정한 주행상황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8. 차선 선별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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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앞서 선별한 좌 차선 데이터 어레이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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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선의 점이 가장 많이 인식된 리스트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이
를 우 차선도 같이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활용할 좌, 우 차선 데이터
를 각각 하나씩 산출하게 된다.

현재 주행 상태가 우회전이면 역시 R과 L만 바꾸고 같은 방식으
로 상수를 계산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조향각을 조정하면 steer 값이 커지는 경
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자율 주행차는 steer 값이 –100에서 100 사

차선 데이터는 차량의 카메라에서 인식한 점이 리스트로 표현되

이로 전달되어야 하며, -60에서 60 사이가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

어서 모인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를 polifit 함수를

는 범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steer 값이 60을 넘거나 –60보다 작아

통해 이 점들의 추세선을 도출하여 차량의 조향 값이 결정되게 하

질 경우, 60 또는 –60으로 설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였다. polifit 함수를 통해 얻는 데이터는 좌표상에서 추세선의 기울
기와 절편값이다.

3.4 차선 인식실패 상황으로 판정된 경우
유의미한 숫자의 점들이 확보되지 않은 데이터가 나와 좌/우 차선
모두 인식을 실패한 경우, 이전 명령을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하였다.
차선 인식이 실패된 경우는 주로 매우 드물게 예기치 못한 한 프레임
의 이미지에서 일어나는 경우였기에, 이전 명령을 자시 시행시킴을

그림 9. 직진 조향 산출 코딩

통한 대처가 실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진 주행에서는 기울기 값을 활용하여 조향각을 산출하도록 설
계하였다. polifit 함수에서 산출한 기울기 값은 역삼각함수를 통해
48

y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산출한다. 이를 앞서 선별한 좌, 우
차선에 적용하여 나온 값을 각각 LDiff, RDiff로 정의하였다. 그다
음 과정으로 단위 변환 함수를 활용하여 라디안 값으로 산출된 값
을 각도로 변환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좌, 우 차선이 각각 중앙축
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때 기울어진 각도
가 같은 경우 직진 상황보다 좌/우회전 상황에서의 알고리즘 적용
이 더 적절하므로 다시 status를 좌/우회전 상황으로 변환시켜준
다. 두 기울어진 각도가 다를 경우, 한 각도는 -값이고 다른 한 각도
는 +값일 것이다. 이 두 수치를 평균을 내어 산출하면, 차량이 조향
해야 할 최적의 각도가 나오고, 이를 조향 값으로 설정하여 명령하
도록 하였다. 이때 실제 산출된 조향 값은 명령 값에 넘어가기 전 처
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한 변수가 K와 Coeff이다. 두 조정 상
수를 실제 주행을 실행시키며 조정하였고, 적절한 상숫값이 조정 완
료되었을 때 실주행에서도 안정적으로 직선 트랙의 중앙을 유지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좌/우회전 상황으로 판정된 경우

Ⅳ. 결론 및 제언
이로써 우리가 고안한 알고리즘을 요약하자면, 추세선 해석, 차량
회전각 해석, 역삼각함수 활용, 좌/우회전 상황 처리, 회전각 조정, 차
선 인식실패 상황, 이전명령활용 알고리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는 위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해 더욱 유연한 정보
처리, 상황 판단 및 대처를 구현하였다고 생각한다. 또, 역삼각함수
를 알고리즘상에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에 우리의 알고
리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한계점은 이전 시스템보다 정보량이 많아 비교적 정확한 주행이 가
능해졌지만,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제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직진과 좌우 회전 상황은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와 상황 판단을 하도록 설계하였기에 좌회전·우회
전 코스를 잘 통과하는 때도 있지만, 간혹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방
향을 틀어버리는 문제점을 시뮬레이션 과정 중 발견하였다. 마지막
으로, 차선 데이터는 차량의 카메라에서 인식한 점들이 리스트로 표
현되어 조향이 산출되게 되는데, 다른 점들까지 카메라가 인식하여

우선 조건문을 활용해 현재 주행상태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를

리스트에 다른 값들이 포함됨으로써 조향 산출에 오류가 나는 부분

판단한다. 현재 주행상태가 “좌회전”이라면 Rlinelist, “우회전”이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좌회전· 우회전 시 작동과정에 있어 ‘일관

면 Llinelist를 가져와서 For문을 실행한다.

성’을 확보하는 것과 차선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아직 남은 과제이

좌회전의 경우 For문에서는 frontLines[i]와 Rline의 길이를 비교
하여, 만약 frontLines[i]의 길이가 더 길다면 이를 Rline에 대입한
다. 그리고 최종 선별된 오른쪽 인식 선을 나타내는 리스트인 R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지우고 현재 frontLines 번호를 추가한
다. 이를 i를 모든 i에 대해 실행하면, 최종적으로 선별되는 I값이 R
에 저장될 것이다.
이후 np.pyplot 함수를 이용하여 인식된 차선의 추세선을 계산한
다. 이후 이 값이 차선이 기울어진 각도의 Tan 값이라는 사실을 이용
하여 Theta 값을 구하는데, 이때 역삼각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앞
에서 정의했던 방향각 조정 상수를 Theta에 곱해서 회전각 조절 상
수인 Coeff를 도출한다. 이때 만약 Rline 리스트의 min 값이 324 미
만이라면, Coeff를 15로 나누어 작게 만든다.

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알고리즘이 실생활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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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직각 코스를 탈출하는 주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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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riving Algorithm Stabilizing Sudden Changes in the Value of the Lane Slope
and Escaping the Right-Angled Course at High Speed

백승주 (통진고등학교)

1. 서론
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

특히 곡선 구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는데, 더욱 정교하게 조향값을

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는 라이더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터

조절해야 하는 곡선 구간에서 크게 요동치는 추세선 기울기 값은 안정적

등 다양한 장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문제 상황을 감지하고, 감지한 정

인 주행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추세선의 기울기 값을

보를 바탕으로 차가 놓인 상황을 인식하며, 각각의 상황별로 정리된 코딩

저장해 더하고, 평균값을 내는 코드를 통해 큰 값으로 튀는 추세선의 기울

이 자동차를 올바르게 주행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현재 자율 주행 자동

기를 무시하고 주행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다.

차는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다. 최근 출시된 현

Previouse라는 변수를 지정해 바로 직전의 e(차선의 기울기 값)을 불

대의 아이** 5에는 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테**는 모든 기종

러오도록 설정한다. 그 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카메라가 본 화면을 저장

에 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 자율 주행기술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

하여 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저장한 사진의 제목에 시간과 e값, 조향값

과 더불어 연결된 무수한 산업들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요인이기에 전 세

(steer)을 나오게 하여 그 장면에 어떤 e 값과 steer 값이 나오는지를 확

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인하여 값을 조정하여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간에 갑자기 값이 튀는 구

필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알고리즘 연구를 진행하며, 자율 주행 자동차
가 90° 각도의 코너를 도는 상황에서 차선을 밝거나 이탈하는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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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전부 확인하여 그 값이 튀는 구간에서의 평균값이 180정도 보다 크
면 –10을 적용하였다.

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코너를 안정적이며,
빠르게 도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탐구를 진행했다.

2. 추세선 선정과 기울기
그림 3. 평균 기울기를 구하는 코드(일부)

1. 차선 선택
연구에 사용한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는 차선이 있는 곳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2. 차선(추세선)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급격한 코너를 돌다 보면 잠깐 추세선의 기울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차선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설계된 코딩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lobal 함수를 사용했다.

그림 1. 추세선이 인식된 모습
[그림 1]은 자율 주행 자동차 노트북과 연결하면 뜨는 화면이다. 자율 주
행 자동차는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두 가지 차선 중 한 차선을 메인 차선
으로 설정하며, 그 차선의 기울기 값을 구해 저장하며, 그 기울기 값을 바
탕으로 차의 조향값을 조절하며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직진한다.
간단하게 왼쪽 차선의 추세선을 구했을 때 추세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면
자동차의 앞 부분이 왼쪽으로 쏠려 는 상황이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
는 조향값을 코딩한다.
2. 수시로 튀는 추세선 값의 안정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차선을 인식한 후 차동차를 주행시키면 아래의 경우처
럼 차선이 아닌 곳을 차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3. 결론
탐구를 진행하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정적으로 코너를 통과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선을 밟거나, 코스를 이탈하는 일
이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았
고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선을 인식하여야 하는 곡선은 원래 다니던 주행 속도로 하
고 너무 많이 꺽지않았다. 하지만 직각과 같은 선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
우에는 회전을 할 때 급격하게 회전을 시켜줘야 하므로 steer 값을 일
반적인 회전보다 값을 더 주어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회전을 할 수 있도
록 만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공학한림원이 제공한 자율 주행 자동차 키트의 난주
행 구간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후진 주행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수십 번의 알고리즘 수정을 거치며 정확한 후진 주행상황을 도출해

그림 2. 차선이 아닌 곳을 차선으로 인식하는 장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였
다. 바로 앞서 기술한 외부 요인에 의한 차선 검출 오류 문제이다. 이 부분
은 후진 주행 알고리즘을 추가하였음에도 작은 작동 문제들을 일으켜 추
후 하드웨어적 보완 등의 연구를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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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코딩과 픽셀값 조정을 통한 곡선 주행
Curved Driving with Traffic Light Coding and Pixel Value Adjustment

1. 서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본 알고리즘과 곡선

본 연구팀이 사용한 추세선의 함숫값은 [그림 2]와 같다

주행 시 속도를 제어하는 것에 관한 알고리즘이다. 기본으로 설정한 직

포스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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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주행 코딩과 신호등 인식과 곡선 주행의 차이를 분석하여 변수로 설정
한 후 여러 번 실험을 통해 수정을 거듭한 후 최적의 코딩을 완성하였다.

2. 추세선 선정과 기울기
1. 신호등 코딩
그림 2. 곡선 주행 코딩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신호등 인식은 기본적으로 색상 인식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카메라에서 신호등의 색상을 분석한 후, 빨간 등일
경우 빨간색 원으로 표시하면서 빨간 등 카운트를 시작한다. 녹색 등을 인

차선 인식을 할 수 없는 직각 코스의 경우에는 최근 인식했던 차선 위치

식하는 순간부터는 초록색 원이 나오면서 초록색 카운트를 시작한다. 하

의 e값을 적용하여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 때 역시 반복 실험

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

주행으로 얻었던 평균 e값의 범위를 steer값과 velocity의 값을 일반 주

에서 주변 붉은색과 녹색 물체를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으로 잘못 인

행보다는 빠르게 설정하였다. 이처럼 e값의 범위를 조정 해주는 이유는

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곡선과 직선에서 감지되는 e값의 차이를 활용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간 등의 카운트를 1로 설정하여 1보다 같거

steer 값을 변화시켜 곡선과 직선 주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e

나 크면 초록색 등의 카운트를 [0]으로 설정하는 코딩을 추가하였다. 이

값의 범위에 따라 velocity와 steer 값을 바꾸는 코드는 [그림 3]과 같다.

렇게 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동하면서 카메라에서 신호등의 빨간 색
등을 인식하여 그 값이 1보다 같거나 크면 녹색 등 카운트를 [0]으로 변
환하여 확실하게 빨간 등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정지 상태에서는 녹색 등
카운트를 [0]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녹색 등으로 점멸하는 순간 잘못 인식
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림 1. 신호등 코딩
2. e값 조정을 통한 곡선 주행

그림 3. velocity와 steer 값을 바꾸는 코드

e값은 중앙에서 벗어난 픽셀 값으로, S자, U자, 그리고 직각으로 이루어
진 차선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e값의 범위를 잘 조정하면서 판단해야 한
다.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하면서 미리 지정해둔 중앙에 해당할 때의
x값과 함숫값의 그래프를 가상으로 그리면서 추세선이 나오고, 이 추세
선 그래프에서 400 부근의 x값과 중앙 부분의 x값을 빼고 반복 실험 주
행으로 얻은 값인 320을 빼주어서 e값을 구하고 이 e값의 범위를 조정
하여 주행하는 전략이다.

3. 결론
신호등 코딩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알고리즘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했
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본 연구팀은 e값의 범위를 조
절하여 회전해야 할 때 회전할 수 있는 각을 만들기 위해 반대쪽 차선으로
붙어 회전하는 각도가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차선 인식이 안 되
는 직각 코스에서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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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급격한 곡률 변화 구간에서의
알고리즘 제안 및 클로소이드 곡선을 활용한 주행 경로 설계
Proposal of algorithms in the fast-paced curvature interval for stable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and design of driving paths utilizing clothoid curves

강예인, 이시현, 정한나 (미림여자고등학교)

1. 서론

3. 클로소이드 곡선을 적용한 자율 주행차 운동의 수학적 예측

본 탐구에서는 급격한 곡률 변화 구간을 원활히 돌 수 있게 하는 알고리

자율 주행차가 직각인 회전 코스에서 line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즘을 설계하였다. 급격한 곡률 변화 구간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주행에서

회전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line이 없으면, self.

클로소이드 곡선을 적용해 자율 주행 자동차 경로를 수학적으로 예측하

vars.steer 값을 기준으로 세 가지 조건을 나눈다. steer 값을 조정하여

고, python으로 자율 주행 코드를 작성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적

반복적으로 자주차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frontlines를 인식

인 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주행 알고리즘 설계를 제안한다.

하지 못하기 직전의 steer 값이 18(우회전) 이상일 경우 steer값을 80
까지 등속도로 증가시켜 고정하였고, steer값이 - 18(좌회전)이하 일 경

2. 차선 인식 알고리즘
1. 추세선 생성 (임의의 차선을 직선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곡선으로 되어 있는 실제 차선을 직선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차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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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steer 값을 -80까지 감소하여 고정시켜 회전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frontlines가 잡히지 않는 동안만 steer을 고정
시켜 직각 코스를 회전하고 다시 잡히는 순간 원래의 알고리즘으로 돌
아가도록 하였다.

점들을 x좌표와 y좌표로 numpy array 값으로 받는다. x, y 좌표의 arra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클로소이드 곡선의

를 사용하여 polyfit 함수로 차선에 가장 가까운 추세선을 찾는다. 이때

원리이다. 직선부와 원형부 사이에 있는 곡률의 불연속에서 자동차의 원

polyfit 함수를 통해 기울기와 절편으로 이루어진 list가 생성되고 이를

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완화곡선이 필요하다. 완화 곡선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여 poly1d 함수를 사용하여 x = ay+b 라는 일차함수를 만들어

주행 시에 원심력의 증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활용

추세선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한 추세선 식을 우리는 line이라고 부른다.

된다. 이러한 완화곡선의 종류로는 클로소이드, 3차 포물선 등이 있는데,
클로소이드는 자동차의 완화 주행 궤적과 가장 비슷하여 대표적인 완화

2. 우차선과 좌차선 구별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line(350)을 사용한다. 즉, y축의
350 값에 대응하는 x좌표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x좌표의 값이
center_x보다 작으면 좌차선, 크면 우차선으로 인식한다. (center_x =
mtx[0,2]로 이미지의 가운데, x=320 부근의 값을 가진다.)
3. e 값에 따른 조향 설정
먼저, line이 우차선일 경우와 좌차선일 경우로 분류하여 e 값을 구한

곡선으로써 도로 설계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클로소이드 곡선을
채택했다. 클로소이드는 곡선 길이에 비례하여 곡률이 증가/증감하는 성
질을 가진 곡선으로, 차량이 등속 주행 시 등각속도로 핸들을 회전할 수
있다. 실제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로소이드 곡선을 사용하여 도로의
완화곡선을 설치한다.

4. 장애물 인식

다. 자율 주행차가 양 차선의 중심에 위치해서 주행해야 하므로 위의 그

LiDAR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진성이 굉장히 높아서 매우

림에서 x좌표의 중심(center_x)과 추세선과의 차이를 계산해 steer 값

정확한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단일센서로 되어있기

을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본 연구팀에선,s 추세선과의 차이를 구

때문에, 전면 거리 측정에 능하고, 다른 여러 가지 빛이 존재해도 크게 오

할 때 line(350)을 사용했다. 먼저 차량을 차선의 중심에 위치시킨 후 출

류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레이저가 빛이기 때문에 비나 안개와 같은 입

력한 line(350) 값에서 center_x를 뺀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되면 빛의 굴절에 의해 직진성이 낮아져 센서로 정확히 돌아

line(350) 값에서 center_x를 뺀 값’을 A라고 하고 ‘직선 차선의 중앙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체의 반사율에 따라 측정 오류가 날 수

놓았을 때의 line(350) 값’을 B라고 한 다음, A에서 B를 뺀다. 따라서 차

있으며, 반사율이 작은 물체는 측정이 안 될 수 있다.

량이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떨어졌는지 그 e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e 값을
기준으로 steer 값이 변화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행 코스에서 차선의 e 값, steer 값, 추세선 등을
계산하여 주행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특히 클로소이드 곡선을 활용한 완
화곡선으로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주행 경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리즘 설계에 적용하여 직접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에 구현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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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이상적인 조향 방식을 이용한 아커만 조향 구조의 회전각 조정 방법 설계
Designing an rotation angle adjustment method for the Ackerman steering geometry using the vehicle’s ideal steering method

1. 서론

3. 알고리즘과 조향의 연결

자율 주행 기술, 그 중에서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림 2]는 직접 측정한 차량의 제원과 설계도를 참조하여, 차체와 이전

기술이 등장한 이후로, 자율 주행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자율

에 구한 동심원의 중심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는 차량의 중심

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기능을 몇 가지만 꼽아 보면 직진 주행, 곡선 주행,

과 동심원의 중심을 이은 직선이다. 는

주차, 차선 선택과 변경, 신호등과 장애물 인식이 있다. 이들 모두가 카메

을 지나는 직선으로, 차량의 순간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각

라 영상 처리와 조향ㆍ속도 제어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지만, 교차
로, 회전 구간, 다차선 고속 도로 등 고난도의 주행 차선이 많이 있는 우리

를 라고 하면,

포스터 논문

김민서 (선덕고등학교)

와 직교하면서 네 바퀴의 주심

이므로 직선

의 기울기는

가 된다. 또한 직선 와 직교하는 직선 의 기울기는

가 된다.

나라의 도로 환경에서 회전은 꽤 중요하다. 직선 도로는 양옆에 차선이 있
어 차가 도로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전 구간
의 경우 차량이 이동해야 할 각도와 앞바퀴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처리할 때 자율 주행차량이 회전
해야 할 상황인지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전 상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회전해야
할 각도가 적어서 직진 주행 알고리즘으로 주행한다고 해도 괜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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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해야 할 각도가 커서 회전 알고리즘을 사용해 회전해야 하는 경우, 회
전각이 아주 커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따른 차
량의 이상적인 회전 각도와 실제 앞바퀴의 회전 각도와 이동 경로에 관한
함수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그림 2. 차량의 회전각 계산.
( A ~ C는 4개의 바퀴 위치이고, E는 네 바퀴의 중심이며, F는 동심원의 중심이다.

2. 이론적 배경
1. 차선 인식과 주 차선의 추세선
이미지에서 차선이 특정한 위치의 가로선과 만나는 점에서 추세선을 긋
고, 그것의 기울기를 이용해 조향각을 변화시켰다. 추세선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로선의 위치는 차량의 이상적인 조향에 따라 최대한 카메라와 가
깝게 위치하도록 설정했다.

차량의 조향각을 계산했다. 차량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각도를 계

[그림 1]와 같은 형태의 설계가 미끄러짐이 없는 차량의 이상적인 조향
방식이다. 사진의 자동차 모델을 기준으로 왼쪽 바퀴의 조향각을
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이동 경로는 동심원의 중심

차량의 이상적인 조향과 차선의 추세선 기술을 활용하여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특히 차량의 회전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
놓고 분석하여 직각 회전 구간에서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2. 차량의 이상적인 조향 방식

쪽 바퀴의 조향각을

4. 결론

, 오른

이며, 실제 차량의

에서 차체의 방향 에 내린 수선의 발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이다. 이 설계가 실제 주행에서 쓰인 것은 90
도 이상의 급격한 회전 구간이었기 때문에 동심원의 중심이 뒷바퀴와 같
은 선 위에 있어도 회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다.

산하여 90도 직각 회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특히 기존의 직진 알고리즘을 이용한 회전에서는 그 각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바깥쪽 차선을 밟으면서 회전했고, 그 결과 회전하여 안쪽으로
들어오는 중, 바깥쪽 차선을 안쪽 차선으로 인식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설계를 코드에 적용했을 때, 직각 코너에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계산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 타원이 아닌 반지름이 언제나 일
정한 원을 기준으로 회전각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적용한 실제 주
행에서는 90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회전해야 할 때도 원 궤도를 따라 회
전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설계 과정에서 회전의 중심을 뒷바퀴와 같
은 선 위에 두어서 회전이 잘 된 것이 적은 각도로 회전할 때는 오히려 부
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 설계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것이
다. 회전 방향이 정해진 후에는 그 방향 차선을 주 차선으로 설정하고, 회
전하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심률을 변화시켜서 원 궤도만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회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차량의 이상적인 조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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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를 활용한 교육용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lf-driving Vehicle System Using Open Source

이정민, 백용주, 김유빈, 최현서, 최준혁, 배승현 (인천하늘고등학교)
1. 서론

3. 방향 벡터를 이용한 주행 시스템

본 연구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실제 자동차와 유

양쪽 차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기

사한 원리로 운영되는 모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알고

에 방향 벡터만을 고려해 기울기를 구해볼 수 있다. 평균 방향 벡터, 즉 모

리즘을 연구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등학교 수학 개념을

든 점들을 합한 벡터를 p라 할 때, p는 다음과 같은 좌표를 가진다.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실제 주행을 통해 확인하였다.

수식 1. 평균 방향벡터의 수식

2. 실선과 점선을 구분하는 알고리즘
위 수식에서

는 번째 위치벡터의 좌표,

는 번째 위치벡터

의 좌표이며, 은 위치벡터의 개수이다. 이 시스템의 주행 알고리즘에서
는 벡터의 크기가 의미를 지니지 않기에 위치벡터의 크기를 무시하였지
만 좌측 노선과 우측 노선으로부터 입력되는 점들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측 또는 좌측 노선에 더 많은 점이 존재
한다면, 방향 벡터에 영향을 미쳐 단순히 점이 더 많이 감지된 선에 기우

56
그림 1. 표준편차가 큰 차선 인식(좌측), 표준편차가 작은 차선 인식(우측)
본 연구팀에서는 점선 차선과 실선 차선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표준편차
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좌측 선과 우측 선 각

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측 노선으로부터 들
어오는 점들과 우측 노선으로부터 들어오는 방향 벡터의 평균을 각 노선
에 인식된 점의 개수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위치벡터를 라고 할 때, 이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2)와 같이 된다.

각 점 간의 거리 간격을 리스트로 만든 후, 그 간격의 표준편차를 차선별
로 각각 구하여 표준편차가 비정상적으로 작다면 어느 부분이 점선인지
판별해낼 수 있다. 방향벡터를 이용한 주행 시스템에 있어 점선은 주행을
불안정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 양쪽 선 중

수식 2. 양측 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량 차이를 고려한 방향 벡터값

직선과 점선을 판별한다. 이후 평면도로 바꾼 Canny 이미지로부터 직선
으로 판별된 선에 대해서만 좌표 정보를 얻어내고 방향벡터를 이용한 주
행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수학 교과와 관련된 의사 코드는 다음과 같다.

위 수식에서

는 좌측 선의 번째 점의 좌표,

째 점의 좌표를 나타낸다. 과

는 우측 선의 번

은 각각 좌측 선에서 검출된 점의 개수

와 우측 선에서 검출된 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점들의 방향 벡터를 이용하
#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함수

여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 코드는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점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점의

0으로 나누어 일어나는 에러를 막기 위해 미소값을 더하였음.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 차선의

점들의 리스트를 매개변수로 받아 점의 거리로 표준편차를

구하는 함수
한 차선 위의

좌표 리스트

점들 사이 거리의 표준 표차
리스트

코드 2. 점들의 방향벡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코드

의 표준편차
코드 1. 점들의 간격으로 표준편차를 구하는 의사 코드

3. 결론
본 연구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구성해 코
딩 교육용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수
학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수학 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코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노이즈로 인해
Canny Edge Detection을 이용한 차선 검출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는 물
리 교과의 조도 센서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수
학 외 교과 융합으로의 확장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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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정적 L자형 곡선 주행을 위한 속도 조절 알고리즘 연구
A Study of Speed Regulation Algorithms Stable L-Shape Curve Driving in self-driving cars

1. 서론

3. 절댓값 기호 이용 알고리즘

자율 주행 자동차를 횡 방향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에서 경로점 기반

절댓값 구문 사용을 위해 math 함수를 불러와야 한다. e의 값에 따라 유

항법을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경로점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불연속적

동적으로 달라지는 속도를 만들기 위해 abs() 함수를 사용한다. e값이 0

인 제어 명령 때문에 차량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기 쉽다. 연구의 목적은

에 가까워질수록 주행 구간은 직진에 가깝고 e값이 커질수록 곡산 구간

자율 주행 자동차가 곡선 주행 시 속도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알고리

을 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e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낮아지고, e값

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0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커진다.

포스터 논문

김유진, 변선하, 오민경 (미림여고)

2. if 구문 이용 알고리즘
L자형 도로 주행 알고리즘은 line값을 찾지 못하면 바로 전 조향값으로
되돌려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line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할 확
률이 커진다. 따라서 바로 전의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값을 입력하여 line을 찾도록 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파이썬의 if 조건문은 조건(참/거짓 - 불 값)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는 구
문이다. steer값이 20보다 크면 velocity값을 70으로, steer값이 30보
다 크면 velocity값을 60으로, steer값이 40보다 크면 velocity값을 65
으로, steer값이 50보다 크면 velocity값을 50으로, steer값이 60보다
크면 velocity값을 45로 설정함으로써 steer값이 커짐에 따라 velocity
가 줄어든다. 곡선 주행을 할 때 if 구문에 따라 속도가 줄게 되는 원리
이다.

그림 2. 절댓값 기호 이용 알고리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위한
알고리즘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곡선 주행에서는 차선이 인식되는 범
위 밖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속도 조절 알고리즘은 if 구
문보다 절댓값을 사용한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다.
속도의 변화를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if 구문을 사용한 알고리즘보다
절댓값을 사용한 알고리즘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속도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절댓값 구문의 길이가 if 구문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if 구문을 사용할 때, steer 값이
구문에 제시한 값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steer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
지거나 작아질 때 속도가 유동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4. 결론
if절을 사용한 구문은 연속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고, 절댓값 기호를
사용한 구문은 다소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절댓값 기호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임을 밝혔지만 절댓값 기
호 구문 역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값에서 움
직여 기계의 무리가 야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크기를 넘어야
알고리즘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다.

그림 1. if 구문 이용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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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자율 주행 알고리즘
코드의 구조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안중원

※ 이 논문은 2019~2020년 청소년 공학 리더(통진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작성한 것입니다.

Structuring the code of the rule-based autonomous driving algorithm
안 중 원* Joongwon Ah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구현된 코드를 가독성 및 유지 보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한 상태 기계의 관점에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재해석한 후, 함수 분리, 상수 명명 등 일반적인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코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필자가 제안한 방법은 2019년 자율 주행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결승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코드 가독성 및 유지

규칙 기반 자율 주행 알고리즘 코드의 구조화

규칙 기반 자율 주행 알고리즘 코드의 구조화

보수성을 높였음을 입증하였다.
KeyWords: 구조화, 규칙 기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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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2. 알고리즘 개요

1.1. 연구 목적 및 개요
자율 주행 알고리즘 개발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현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오류의 원인
을 알아내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모든 규칙을 명시하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테스트와 수정을 반복
하면서 다양한 예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규칙이 복잡해지며, 그에
따라 코드도 점점 복잡해진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알고리즘 자체는
정교해지지만 알고리즘이 개선되는 속도는 느려진다. 특히 직진, 방
향 전환, 정지 등 여러 가지 주행 기능이 코드 상에서 서로 의존성이
커지면 한 가지 기능을 수정했을 때 다른 기능에서도 오류가 발생하
고, 간단한 기능을 추가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교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본

그림 1.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데이터흐름도

연구에서는 필자가 제안한 제안된 규칙 기반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1]), 실제 코드로 구현될 때 어떻게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

[1]에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영상과 센서의

이하게 했는지 고찰했다. 또한 대회 당시에 돌발 미션 수행 과정을

값을 전달받아 주행 속도와 조향각을 반환하는 함수로 구현되었다.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코드 수정이 편리했음을 확인했다.

이때 이전의 주행상황을 토대로 현재의 주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
록 이전 상태를 매개변수로 받아 현재 상태를 반환하게 하였다. 이러
한 구조는 일종의 유한상태기계로 볼 수 있다.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
터는 그림 1과 같이 가공된다.
상태들 간의 전환 관계는 그림 2와 같다. 이전 상태에 따라 현재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달라지며, 현재 상태에 따라 주행 명령을 산출
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진다. 상태가 전환되는 조건은 [1]에 상세하
게 공개하였다.

* 안중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winterdawnlight123@gmail.com
통진고 졸업생(현대 모비스 & NAEK 청소년 공학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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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드 구조화
2.1. SRP에 의한 함수 분리

[1]에 사용된 모든 상수는 하드코딩(hardcoding)되지 않고 코드
의 도입부에 파이썬 변수로 선언되었다. 모형 차량이 주행하는 환
경에 따라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상수들의 값은 수정될 필요가 있

SRP(single-responsibilityprinciple, 단일 책임 원칙)는 객체 지

는데, 모든 상수에 이름을 붙여 한데 모아놓으면 각 오류 상황에 따

향 프로그래밍의 5가지 원칙 중 하나로, 하나의 클래스는 한 가지 기

라 어떤 상수를 수정해야 할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

능만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

한 알고리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뿐 아니라 차량과의 통

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즉, 한

신에 사용되는 특별한 값까지 모두 상수로 정의하여 코드의 가독성

함수는 한 가지 기능만을 책임진다. 자율 주행 알고리즘에는 교통 신

을 향상시켰다.

호 인식, 전방 장애물 인식, 출발 및 정지 판단, 주행상태 판단, 주행
속도 및 조향각 판단 등 수많은 과정이 포함된다. 모든 과정을 한 함

표 1. 코드에 사용된 상수의 개수

수에 구현하기보다 각 과정을 담당하는 함수를 따로따로 만드는 편

분류

이 가독성이 높아지고 오류가 났을 때 수정할 부분을 더 쉽게 찾을

디버깅 플래그

2

주행 및 타이밍

15

오차 보정

2

통신 규약 관련

5

수 있게 되어 유지보수가 편리해진다. [1]에서 구현된 코드에는 위
에서 열거한 기능뿐 아니라 주행 상태 판단에 필요한 각각의 산술적
계산과 각 주행 상태에서의 주행 속도 및 조향각 판단을 수행하는 함

개수

수를 각각 만들어 총 21개의 함수가 정의됐으며, 함수들 사이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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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계층 구조를 갖춰 함수 간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Ⅲ. 코드 수정 과정
2019년 청소년 공학 리더 자율 주행차 경진대회 결승전에서 돌
발 과제가 주어졌을 때, [1]의 알고리즘에서 수정해야할 부분을 찾
는 것은 명확했다.
주차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를 정의하고, 이 상황에서의 주행 동
작을 정의한다. 직진 상황에서 주차 상황으로 넘어가는 조건을 코
드에 추가한다.
다른 주행 상황에서의 조건이나 동작은 완전히 독립되어있어 주차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함수 내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는 것도
용이하였다. 주차 상황의 동작은 직진 상황의 동작과 비슷하게 특정
한 기준선을 따라가도록 하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지하도록 정의
했다. 직진 상황에서 주차 상황으로 넘어가는 조건은 좌우 차선과 정
면에 차선이 동시에 인식될 때로 하였다. 상태 전환 조건과 동작 구
현 자체는 단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드 구조화가 돌발 과제 성
그림 2. 알고리즘 구현 코드의 함수 호출 트리

공의 비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2.2. 상수 명명을 통한 하드코딩 배제

Ⅳ.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자율 주행 알고리즘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전략들은 계속해서 발
전하고 있다([3]∼[5]). [1]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코드
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던 방법은 SRP를 엄격히 적용한 함
수 분리와 하드코딩을 배제하는 상수 명명이었다. 이러한 코드 구조
화 방법은 자율 주행 알고리즘뿐 아니라 비디오 게임, 챗봇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모든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여 알고리즘 개선을 코드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으며 오류에 대한 코드 수정도 신속하고 정확하
그림 3. 알고리즘을 유한상태기계로 해석한 상태도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청소년 공학 리더 자율 주행차

경진대회 결승전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돌
크게 향상시켰음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코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
해 짜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딩을 수정할 경우,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모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하나의 텍스
트로 간주하고 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4.2. 제언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본 연구에서 제시했듯 논리적 기능에 따라
코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이후 유지 보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딥러닝(심층 학습)의 알고리즘
은 사람이 내부 논리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2]) 본 연구에

규칙 기반 자율 주행 알고리즘 코드의 구조화

발 미션을 해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코드 구조화가 유지 보수성을

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해도 쉽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어려
웠다. 따라서 규칙 기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추가와 같은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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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형 3세대 자주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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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a 2020 Autonomous Vehicle to a 2021 Model
최 진 혁* Choi jin-hyeok

요약
김평원 교수팀은 교육용 자주차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량해왔다. 1세대 자주차는 미국의 로봇 키트를 활용한 것으로 교육용 키트로 개발하는 데
실패하였고, 2세대 자주차는 제1회, 제2회 자주차 경진대회에 사용되었으나 하드웨어에 결함이 많아 단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개발한

2021년형 3세대 자주차의 특징

2021년형 3세대 자주차의 특징

3세대 자주차가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2021년형 자주차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자주차는 개량을 거듭하여 4세대 자주차로 발전할 예정이다.
KeyWords: 자율 주행 자동차, PCB 보드, CNC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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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자 역시 청소년 공학 리더 출신
으로 김평원 교수팀에 참여하여 3세대 자주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자주차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왔다. 2017년 인천대
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팀에서 개발한 1세대 자주차는 미국의

기여하였다. 이 논문은 3세대 자주차를 업그레이드한 사항을 공개
한 것이다.

로봇 키트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교육용 키트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림 2. 2018년형 자주차(2세대 자주차)

그림 1. 2017년형 자주차(1세대 자주차)

교육용 키트로 자체 개발한 2세대 자주차는 2018년～2019년 동
안 청소년 공학 리더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그림 2). 하지만 통신
및 하드웨어의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누적되어, 3세대 자주차로 대
체되었다. 2020년 개발된 3세대 자주차는 현대모비스와 한국공학
한림원이 지원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출신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 최진혁 (카이스트, tammy0502@naver.com
인천하늘고 졸업생(현대모비스 & NAEK 청소년 공학 리더)

그림 3. 2020년형 자주차(3세대 자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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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형 자주차의 문제점 분석

PCB를 디자인할 때는 지나갈 전류에 따라 line width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Line의 width의 두께를 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2.1. Regulator 설계 문제
The trace width is calculated as follows:
First, the Area is calculated:
Area[mils^2]=(Current[Amps]/(k*(Temp_Rise[deg.
C])^b))^(1/c)
Then, the Width is calculated:
Width[mils] = Area[mils^2]/(Thickness[oz]*1.378[mils/oz])
For IPC-2221 internal layers: k = 0.024, b = 0.44, c = 0.725
For IPC-2221 external layers: k = 0.048, b = 0.44, c = 0.725
공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stall torque가 0.7A인 MG90를 안정
그림 3. 2020년형 자주차(3세대 자주차)

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0.5mm 이상의 line width가 요구되지
만 기존 설계는 0.3mm를 사용하였다 또한 booting current가 2A
가 넘는 RP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2mm 이상의 line width가 요
구되지만 기존 설계에서는 1mm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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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5]를 보면 DCDC regulator의 output 전류를 RPI와
servo가 동시에 사용한다. 두 기기 모두 peak current를 사용한다
고 생각했을 때 0.7A(servo)+2.0A(RPI)= 2.7A 정도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DC-DC regulator가 3A가 maximum이기 때문에 많은
량의 열이 발생하여 regulator가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4. Picture of the regulator and specification

Switching regulator 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많은 열은 발생하지

Ⅲ. 2021년형 자주차의 PCB 개선 사항

않는다. 하지만 Maximum current가 3A라는 특징 때문에 요구되
는 부팅 전류가 2A가 넘은 RPI 4B+를 구동시킬 경우 많은 열이 발생

3.1. Regulator의 개선

하지만 기존 회로에서는 방열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module
의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가 섭씨 85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가변 저항으로 OUTPUT 단의 전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INPUT 전압에 따라서 일정하게 OUTPUT 유지가 힘들어 battery
level에 따라 output 전압이 달라질 수 있다.
2.2. PCB 보드 디자인 문제

그림 6. Picture of the recently designed regulator

HTC사의 LM2576R-5.0 모델을 사용하였다 maximum 40v 까
지 input을 줄 수 있는 모델로 섭씨 150도의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INPUT = 5V-40V, OUTPUT = 5.0V로 일정하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voltage를 조정해 줄 필요가 없다. 또한 방열판을 추가적으
로 달아주었다.

그림 5. Picture of the prior printed circuit board

3.2. PCB 보드의 개선

3.4. 접촉 불량 방지
또한 [그림 10]에서 환인 할 수 있듯이 필수적으로 선이 연결
terminal block을 사용하여 screw를 이용하여 cable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접촉 불량 문제를 대폭 개선
하였다. 또한 PCB board에서 RPI로 전류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기 때
문에 부가적인 USB on board 모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림 10. Picture of the additional modification parts

3.5. PCB 보드 제작 방법
ALLPCB라는 업체에 GERBER(회로 기판), BOM(부품 리스트),
그림 7. 8. Picture of the recently designed PCB

PICK&PLACE(부품 위치) 파일을 제공한 후 TURNKEY(제조자가 부
품을 조달하는)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우선 DC-DC regulator의 load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ERVO, RPI
에 각각 1개씩 전류를 공급하는 DC-DC regulator를 할당하여 설계
하였다. 또한 최대 3A까지 사용하는 RPI에 맞게 line width 2mm
로 할당하여 PCB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과 저항을 최소화하였다.
3.3. 연결선의 분리 방지

그림 11. PCB board 3D modeling

Ⅳ. 2021년형 자주차의 하드웨어 문제점
4.1. 프레임 공차 발생
그림 9. Picture of the additional modification parts

2020년형 자주차를 2021년형으로 개조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은 hardware abstraction을 통한 조립 process
의 simplification이었다. 기존에는 점퍼선이 사용되었는데 pin
header에 점퍼선을 연결하면 선이 분리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
다. 따라서 [그림 9]의 2*20 Female pin header를 사용하여 RPI의
GPIO 핀들이 PCB 보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 Frame svg file

2021년형 3세대 자주차의 특징

되어야 하는 부분(INPUT, SERVO_OUT, LIDAR, STEPPER)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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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설계
에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모델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림 12]와 같이

Ⅴ. 2021년형 자주차의 하드웨어 개선 사항
5.1. 레이저 커팅에서 CNC 밀링으로 변경

SKETCHUP 설계를 svg로 변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원이 표현되지

Solidworks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처음부터 재설계를 진행하고

않는 sketchup의 특성상 가공을 진행할 경우 공차가 발생할 수밖

Assembly 작업을 진행하여 자동차를 기계적으로 Simulation 할

에 없다. 또 laser cutting 방식을 사용하여 frame 가공을 진행하였

수 있고 추후에 ROS를 바탕으로 simulation할 수 있도록 URDF 논

기 때문에 심각한 공차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리에 맞게 mate를 구성하였다.

4.2. 기어와 모터 사이의 유격 발생

그림 15. frame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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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rior pinion fixture (2020년형 자주차)

기본적인 설계가 끝난 후에는 제작 방법을 laser cutting에서
CNC Milling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2.5D

2020년형 자주차는 pinion 기어를 바로 servo motor에 고정하
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PLA 소재로 강성이 약하고 프린팅 시 수축이

CNC machine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Fusion 360 manufacturing
기능을 사용하여 tool path를 생성한 후 가공을 진행하였다.

발생하는 FDM 방식의 3D printer의 특성상 내구성이 약하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할 때 추후에 기어
와 모터 사이의 유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3. 하드웨어 매뉴얼 부재
교육용 프로젝트인 만들 학생들이 자동차를 분해, 조립할 수 있도
록 정확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매
뉴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동차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16. JAJUCHA frame CNC milling

5T 백색 아크릴의 CNC mill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직경 2mm 엔
드밀을 feed 1000, 15,000rpm으로 2.5mm씩 절입하며 진행하였
그림 14. AJUCHA Solidworks modeling

다. 아크릴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면 아크릴이 녹아 엔드밀에 눌어붙
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용성 절삭유를 공급하였다.

5.2. 기어와 모터 사이의 유격 방지
기본적으로 MG90s 서보 모터에는 servo arm이 포함되어 있다.
서 arm 모터에 고정한 후 pinion 기어를 arm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여 arm에서 발생하는 backlash를 최소화하였다.

그림 19. New JAJUCHA tester

2021년형 3세대 자주차의 특징

Pinion gear를 서보 모터에 고정하는 방식을 직접 고정하는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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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공계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수월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듦
·이공계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돋보이는 주제와 연구 결과물 공유
·논문 작성과 발표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필요성
·창의인재 교육을 중시한 융합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학습, 수행평가 등의 교육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탐구활동을 통한
수준 높은 실험 및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단위학교 발표에 그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 고등
학생이 발표할 수 있는 전문 학술지는 없음.
·국내 외 저널에 미성년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우 대입에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논문을 대체할 포스터 발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이 필요함.

※ 논문 :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행 능력과 관련된 방법 제안
●

예시 1 : 효과적인 장애물 회피 제어를 위한 라이더 센터 데이터의 처리 방법 연구

●

예시 2 : 안정적인 곡선 주행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보정 방법 연구

※ 포스터 논문 : 심사 결과 논문이 아닌 보고서 수준으로 평가 받은 경우

2021년 <청년공학> 제5집 발간 개요

1. 주제

2. 자격
※ 논문 투고 자격
2020년 청소년 공학 리더 자주차 경진 대회 본선 참여한 학교의 학생들
① 저자 표기 : 소수의 인원이 논문을 쓰고, 팀원 전체의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심사 과정에서 적발하여 게재 불가.
실제 논문을 쓰고 기여한 학생만 저자 표기를 해야 함.
② 중복 투고 : 개인 논문 투고와 동시와 팀원 일부와 단체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허용함.

3. 출판 일정
① 투고 마감 : 2021년 6월 30일까지, 청소년 공학 리더 담당 교사에게 제출
② 논문 심사 : 2021년 7월 31일까지 논문 심사 및 PDF 출판 완료
③ 출판 : 2021년 8월

71

4. 투고 논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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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원고의 본문 중에 사용되는 영어는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고유명사, 약자는 제외). 문장의
처음이 영어단어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2. 논문 원고의 초록(한글 요약문)은 200-400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작성은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준하여 작성하고, 내용은 장과 절로 구분하여 다음의 번호체계를 따른다.
1.
1.1
1.1.1
1.2
2.
4. 원고작성은 논문의 한글제목, 영문제목, (한문)저자명, 영문 저자명, 초록(한글), Key Words,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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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림과 표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밑에,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기입한다.
6. 인용된 참고문헌은 원고의 끝에 기재하며, 인용 번호를 본문의 인용 장소에 반드시 기입하고, 인용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책명, 출판사, 인용페이지, 출판년도.
例 [1] : 홍길동, 전기기기공학, 동명사, pp. 186-195, 1990.
例 [2] : C. Mead and L. Conway, Introduction to VLSI Systems, Addison-Wesley pp.145-188, 1981.
나. 논문지의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지명, 권, 호, 페이지, 출판년월
例 [1] : 홍길동, 김유신, “2상8극형 HB형 리니어 펄스모터의 자속분포와 정특성 해석”, 대한전기학회논문지,
제42권, 9호, pp. 9-18, 1993. 9.
例 [2] : T.
 Larrabee, “Test pattern generation using boolean satis fiability”,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Aided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vol. 3, no. 11, pp. 4-15,
January 1992.
例 [3] : 이순신외 4인, “3상 전압형 PMW 컨버터의 특성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pp. 830-832, 1993. 7.
7. 원고의 모든 단위는 SI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8.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최종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최종 편집과 교정은 한국공학한림원에서
투고 논문과는 다른 출판 양식으로 진행한다.
① 원고 내 모든 항은 양쪽 혼합으로 정렬시키며, 이 원칙은 표 제목, 그림 제목, 문단 등에도 적용된다. (단, 제목,
저자이름, 소제목(장)은 가운데 정렬이다)
② 문단이 끝날 때에는 Enter Key를 사용하여 줄 바꿈을 하며, 문단이 끝나는 곳 이외에는 “Enter Key”를 사용
하지 않는다. 소제목(장), 절 다음은 본문 글자 크기로 위아래를 한 칸씩 띄운다.
③ 그림이나 도표의 가로길이는 80mm로 맞추고, 이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확대 혹은 축소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확대 혹은 축소 후) 글자의 크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2mm 이상 3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도표를 그릴 때에는 표 그리기로 하고 선 그리기로 하지 않는다.
⑤ 논문의 기본 편집 형식은 2단 조판이지만, 매 논문 첫 페이지는 한글 제목부터 Key Words까지는 1단 편집,
논문 내용부터 2단 편집형식이다.
9. 장 제목은 9 point, 서체는 중고딕, 진하게로 하고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운다.
10. 절 제목은 8.5 point, 서체는 중고딕, 진하게로 한다. 위아래를 한 줄씩 띄운다.

11. 본문 내용은 8.5point, 서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150%로 한다.

① 수식은 8.5point, 신명조로 한다.
② 수식을 작성하고 나서 위, 아래 한 줄씩 여백을 준다.
③ 본문 속의 수식은 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줄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수식이 있는 경우 아래 줄은 따로 줄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즉, 수식 아래 줄은 100∼130%으로 줄 간격을 조정해야만 줄 간격이 보기 좋게 된다.
④ 수식 다음에는 번호를 차례대로 매긴다.
13. 참고문헌 제목은 글자 크기는 9point, 서체는 중고딕, 줄 간격은 150%, 가운데 정렬이고 참고문헌은 2칸씩 띄운다.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내용을 기입한다. 참고문헌 내용은 신명조 8.5point, 줄 간격은 150%, 왼쪽 정렬, 왼쪽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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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식 편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4ch, 내어 쓰기 3c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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