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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인천하늘고등학교

최진혁

Development of a New Model Autonomous Vehicle and
Autonomous Driving Algorithm
최 진 혁* Choi jin-hyeok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하드웨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정된 하드웨어에 맞게 수정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 모형 자
율 주행 자동차의 구동 모터는 DC 모터로서 정밀한 속도, 각도 제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고, 조향 장치 역시 서보 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시키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회전을 제어하기에는 부적합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텝 모터를 구동 모터로 대체했으며, 조향 장치 역시 기존에 전
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앞과 뒤에 모두 장착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드웨어와 최적화된 알고리즘 모두 실제 모형 자동
차를 제작하여 적용한 결과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내는 알고리즘임을 입증하였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구동 모터, 스텝 모터, 조향 장치, 알고리즘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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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트랙은 실제 도로를 축소한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자율 주행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자동차에서도 자동화

된 것이다. 트랙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드시 총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테슬라, 구글, 우버 등의 대기

지며 각 구간은 추후에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점수를 얻는

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실제 도로

기준이 되기도 한다([그림 2]).

에서 주행 중인 단계에 다다랐다.
필자는 현대모비스 청소년 공학 리더 자율 주행 자동차 경진 대회
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모형 자율 주행 자동
차 키트를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키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경쟁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는 가장 기본적인 모터만을 활용하여 개발
된 것이다.

그림 2.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트랙

하지만 실제 도로에는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같이 급격한 코너
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자동차의 앞쪽
에 위치한 조향장치를 이용하여 차선의 중앙의 유지하며 회전할 수
그림 1.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하단부

있기 때문이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앞바퀴만 조향하더라도 뒷
바퀴가 차선 내에 무난하게 들어 올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구동 모터는 DC 모터로서 정밀한 속
도, 각도 제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고, 조향 장치 역시 서보 모터
를 장착하여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회전을 제어하
기에는 부적합했다([그림 1]).
* 최진혁(인천하늘고등학교, tammy0502@naver.com)

하지만 기존의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트랙은 문제가 있다. 경사가 매
우 급하기 때문에 뒷바퀴를 조향해주지 않으면 뒷바퀴가 라인의 걸
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림 3]). 실제 도로에
는 없는 극한 환경을 모형 트랙에 설정한 것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DC 모터 대신 3D 프린터에 이용되는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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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인 스텝 모터를 자동차의 구동 모터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스텝 모터는 Nema17 모델로서 48각을 제어할 수 있고,
2.3kg까지 견딜수 있는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다.
스텝 모터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차량 하단에 모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차량 상단에 배치해야만 한다. 차량 상단에
모터를 배치하게 되면 모터의 회전 방향과 퀴축의 회전 방향이 수직
이되며, 베벨기어를 사용하여 동력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림
5]는 모터의 동력을 바퀴 축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성명한 것으로,
바퀴 축은 좌우에 각각 두 개의 베어링을 삽입하였다.
그림 3. 실제 도로에는 없는 극한 환경이 노출된 트랙

ROI(Region of Interest)는 관심 영역을 뜻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에서 불필요한 외부 값들에 의해 자동차의 주행이 방해되는 것을 막
아주는 메커니즘이다.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에
서는 카메라를 통해 얻은 소스를 canny 변환한 이미지에 h1, h2,
8

h3에 대항하는 직선과 v1, v2, v3, v4, v5, v6 ,v7에 해당하는 선들
을 만들어 준다. 그 후 v4에서 외부로 나아가면서 윤곽선과 만나는
지점에 점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영역을 설정하게 된다([그림 4]).

그림 5.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구동 구조

스텝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코일을 각각 조절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Microcontroller에서 GPIO(general input,output)
를 제어할 경우 멀티 쓰레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설계해야 한다. 하
그림 4.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ROI 이미지

지만 이는 스텝 모터 제어 모듈을 통해서 단순화 시킬 수 있었다. 스
텝 모터 제어 모듈에 PWM(펄스 폭변조)신호만 입력해주면, 제어 모

이러한 기본 원리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라인을 감지하는 방식
이지만, 이 방식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다 대안적인 새로은 방
식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
한 대안적인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듈에서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생성해 주기 때문이다.
즉 duty 사이클로 인해 스텝 모터의 속도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Raspberry pi 내부에는 Hardware pwm 회로가 내장 되어있
기 때문에 cpu에서 pwm 신호를 한번만 생성해준다면 계속해서 연
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된다.

위해 기존 모형자율 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모터와 조향 장치를
개선한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후, 신형 모형 자율 주
행 자동차에 적합한 알고리즘까지 개발하였다.

Ⅱ. 구동 모터와 알고리즘의 개선
1. 구동 모터의 개선
기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구동 모터는 DC 모터로서, DC 모터
도 또한 PWM(펄스폭 변조) 신호를 통해 전압을 조절하여 속도를 제
어할 수 있다. 하지만, 전압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에 각도 제어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정확한 속도 제어를 위
해, PID 제어와 같은 부가적인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림 6.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활용한 회로

자율주행자동차는 AP생성을 통한 socket client 으로 pc와 정보

의 섀시도 수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텝 모터를 장착하기 위

를 주고받기 때문에 0.3-1초 정도의 통신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따

해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의 섀시 뒷 부분에 지름 4cm의 새로운 구

라서 차선을 감지하는데 있어서 모든 값을 활용하지 않고 가장 안

멍을 뚫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새로 설계하여 CNC 가공을 통해 새로

정적인 H2RD 값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실제 H2RD 값을 활

운 섀시를 제작하였다.

용하여 H2RD의 거리의 증감으로 자동차의 조향을 진행한 결과, 주

더불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동축을 3mm에서 5mm로 변
경하였고, 축을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새

행중 왼쪽 라인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의 변화 없이 해결
할 수 있었다.

로 제작하였다.
2.2. 좌회전 알고리즘
자율주행 자동차의 트랙에는 2가지 회전 코스가 있다. 첫 번째는
1, 3, 8 구간과 같은 각이 잡혀 있는 회전 구간이고 두 번째는 4, 7
구간과 같이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회전 구간이다. 같은 알고리
즘으로 회전 구간을 인식한 결과 일찍 회전하거나 더 늦게 회전하는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구동 모터의 방식을 교체하면 필연적으로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오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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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텝 모터 기반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2. 스텝 모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의 개선
구동 모터를 개선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은 최대한 간단할수
록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라인 변환은 총 네 단계

그림 5.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 구동 구조

를 거치게 된다. 먼저, RGB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회색(GRAY
SCALE)로 변경 한 후 CANNY 환으로 윤곽선을 검출한다. 그 다음
에 Hough 변환을 통해 직선을 인식하게 된다. 인식된 직선은 기울
기에 따라서 end, right, left 등 세 종류의 직선으로 분류되게 된다.
또한 end, right, left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트랙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모두 6가지 상황을 만들
고 이를 각각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① Left,Right,End

② end right

③ left right

④ end

⑤ left end

⑥ right

2.1. 직진주행 알고리즘
첫번째 코드는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든 라인이 감지되
었을때의 직진 주행시키는 알고리즘이다([그림 8]).

그림 9. 좌회전 알고리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간을 구분짓기 위해 get lean함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였고 0.8을 기준으로 두 가지 구간
을 구분해 준뒤 각각의 명령어를 지정해 주었다[그림 9].

2.3. U자 코스 주행 알고리즘
자율주행 자동차의 트랙에서 가장 난코스는 u자 구간이였다. 하지
만 이 또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U자 코스는 왼쪽
과 오른쪽이 동시에 감지된다는 점에서 end 라인이 없는 직진 코스
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u자 코스는 직선의 기울기
들이 모두 0.8 보다 작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울기가 0.8
보다 크면 직진구간,0.8 보다 작으면 u 자 구간으로 인식하도록 코
드를 구성하였고 또한 스텝모터로 인하여 정확한 속도 제어가 가능
하였기 때문에 u자 구간은 직선 코스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도중 u자 구간이지만 left,end 만 감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해결해 주었다.

그림 8. left right end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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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향 장치와 알고리즘의 개선
1. 조향 장치의 개선
기존 자동차의 조향 장치는 바퀴와 서보 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 되
있었기 때문에 서보 모터의 유격으로 인해서 10도 이상의 조향 오차
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랙 엔
피니언 방식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그림 13]).

그림 10. left right 프로그래밍

2.4. end 라인 감지중 오류 수정 알고리즘
End 라인은 2가지 경우에서 감지되었다. 첫번째 경우는 전방에
10

실제 end 라인이 감지되는 것이고 두번째 경우는 자동차가 회전하
던중 외부의 직선이 감지되는 경우였다 따라서 이를 구분 짓고자
V4D,V3D의 차이 값의 절대값을 측정하여 5 pixel이상 차이가 발생
하면 후자로 그렇지 않다면 전자로 인식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13. 랙 엔 피니언 방식의 조향 장치
그림 11. end 라인 감지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 작성 이후에 개발해야 했던 것은 신호등을 감지를

1.1. 조향 장치의 최대 회전각도

통해 정지,출발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이였다. 신호 감지는 haar 학

조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 회전각을 알아야 한

습기로 만든 xml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 알고리즘도 최대

다. [그림 14]에서 파란색 직선과 보라색 직선은 피니언 기어에 해

한 단순화 시키도록 노력하였다 신호등은 오른쪽이 초록불, 왼쪽이

당한다. 초록색 링크 두 개는 +, +인 원이라고 볼 수 있고 피니언 기

빨강색 불이였고 신호등의 ROI를 haar 변환으로 도출한 후 오른쪽

어의 길이는 44.62mm 때문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는 각각

의 밝기가 높으면 초록불로 인색하여 True를 반환하고 왼쪽의 밝기

22.31이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원의 지름을 고려하면 회전각은

가 높으면 붉은색 불로 인식하여 False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49.25 °의 두 배인 98.5도 이다.

그림 14. 조향장치의 최대 회전각도

그림 12. 신호등 감지 알고리즘

2. 구간별 조향 알고리즘 개발

조향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

자율주행 자동차 트랙은 가로 360cm 세로 240cm 의 크기를 가

니버설 조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15]를 보면 스텝 모터에서

지고 있고 총 12개의 모듈로 분할 되어 있어 가로 6개 세로 2개의

동력을 만들면 베벨 기어가 동력을 수직 방향으로 바꿔준다. 그러

모듈로 나누어 진다. 필자는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전에 트랙을 최대

면 베벨 기어에 연결되어 있는 축이 유니버설 조인트로 동력을 전달

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단순화 시켜 보았다. 그결과 8개의 구간을

해주고 유니버설 조인트는 조향각과 상관 없이 바퀴로 동력을 전달

1개의 조건으로 분할 할 수 있었다. 좌우 직선에 기울기가 같은 구간

해 주게 된다.

과 기울기가 다른 구간이다. 구간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2
가지 알고리즘만 있다면 모든 코스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2가지 구성으로 주행을 완료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할 수 있었다.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1.2. 유니버설 조인트를 이용한 동력전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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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유니버설 조인트의 원리 적용
그림 17. 트랙의 섹터별 분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텝 모터 기반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는 전륜,
후륜 모두 조향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1. Sector 1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Sector1은 좌우 라인의 기울기가 같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구간이
다. 좌우 라인의 기울기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쪽에 카메라가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

그림 16. 전륜, 후륜 조향이 가능한 구조

그림 18. 자동차의 중심부에 카메라를 부착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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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ctor 1을 주행하기 위한 알고리즘

알고리즘 1을 구현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1가지 문제점 발생

Sector1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바퀴와 뒷바퀴

한다. 라인과 평행하게 주행은 가능하지만 차선의 중심에서는 주행

는 독립적인 객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Sector 1 제어 알고리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른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줄 수 있다.

을 바탕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볼때 표면적으로는 4개의 바퀴가 유

Y축은 240pixel로 되어 있기에 x축위에서 b까지의 최단거리를 x

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라고 했을때 카메라를 기준으로 B의 까지의 거리는 240-x라고 할

독립되어 있는 명령어에 의해서 작동하게 된다. Sector1에서의 자

수 있다. 왼쪽 사진의 240-x 와 오른쪽 사진의 240-x 값을 비교함

율주행 자동차의 바퀴는 바퀴의 수직방향에 위치한 라인과 평행할

으로써 둘의 값이 같아질때까지 바퀴의 방향을 조향하면 중심에 위

때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올바르게 직진을 할 수있다. 일반적인 자율

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개의 조향시스템은 평행 이동 개념의 위치

주행차는 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만

이동 움직임을 만들어 준다.

약 진행 도중 라인이 사라지거나 라인이 변화하기 이전에 바퀴의 동
작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의 좌우에 위치한 카메
라로 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sector1은 라인이 사
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라인의 기울기의 변화정도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가 충분히 제어를 통하여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sector 1은 오른쪽,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을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에서는 4가지 중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화살표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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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는 4가지 지점인데 이러한 지점은 바퀴와 평행시켜주어야
할 4가지 지점의 기울기이다. 따라서 좌측 우측에 있는 카메라로 감
지하고자 하는 지점은 화살표 되어 있는 4가지 지점의 기울기이다.

그림 21. 자율주행자동차의 4바퀴 조향

1번, 2번 알고리즘은 2개가 유기적으로 구동 되어야 하지만 개별적
으로 도식화 되었다. 이는 1번을 충족하면 2번을 실행하는 방식을
통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19. 좌측, 우측에서 핵심적인 4가지 지점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우선 양쪽의 영상을 캡처 하게 된다. 캡처
된 영상은[360,240] 픽셀로 저장되게 된다. 캡처가 진행된 후에는
차선을 canny 변환하여 L 라인을 감지하게 된다. 차량의 길이와 영
상에서 바퀴 회전축의 중심위치는 알고리즘 전 실험을 통하여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B 라인을 그어준다. B 라인과 평행하고 일정한 거
리가 떨어져 있는 A,C 라인을 그어 준다.L 라인과 A,B,C 라인이 만
나는 점을 각각 A,B,C 라고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좌표평면 안에서
A(x1,y1) B(x2,y2) C(x3,y3)로 표현이 가능하다.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를 구해준뒤 두 기울기의 평균을 결정해 준다. 왼쪽 뿐

그림 22. 1, 2번 알고리즘의 통합

만아니라 오른쪽에도 같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값과 오른쪽
값의 평균이 조향장치가 회전해야할 값이 된다.
2.2 Sector 2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의 최종적인 목표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코너(sector1)구간에서 주행한
이후에 차선을 중심을 유지하며 이동하기 위해서는 원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원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주향장치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변경해 주어야 한다.

그림 20. 자율주행자동차의 좌우 카메라 영상

같은 값을 가진다. q의 길이는 19.5cm/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절반
인 8.3cm이다. 따라서 길이는 17.6 cm 이라는것을 도출할 수 있
다. 각도, A, B를 합성하기 위해서 탄젠트의 합성법을 이용할 수 있다.
A=B 임으로
= 1.784 이다. artan1.784 = 50.4이기에 들어올때부터 두번째 조
향장치가 들어올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17.1(cm)이다. 또한 이동거
리를 x라고 했을때 x= v(속력)t(시간)이고 스텝모터를 사용하기에
속력은 일정하여 t=가 도출된다. 17.1cm 만큼 자율주행자동차가
이동할 때 25.2만큼 조향장치가 회전해야 한다. 회전해야 한다. 이
후 39.6 해당하는12.9cm 만큼 이동한 뒤 다시 17.1cm 만큼 이동
할 동안 25.2도 회전시켜 바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이 자동차를 나타내는 선분이다. 삼각형의 닮음에 의하여 A,B,C는

그림 23. sector 2 구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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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2는 선분 와 를 그려줌으로써 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는 원의둘레의 구간(호FG)를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한다. 자동차의 회전축 사이의 거리는 16cm 이기에 자동차의
움직임을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16cm 의 선분으로 단순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sector2를 이용해서 만든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39이기에 자동차가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은s 19cm
이다. 자동차가 선분라고 한다면 선분 가 원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는 각각 F,G에 위치한 자동차의 바퀴는 F,G에서 생성되는 원의 접선
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
동차는 처음부터 와 같이 원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를 점
진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5. sector 2 구간 도식화.3

조향장치의 각도는 L 지점의 이동거리에 따른 각도로 도식화시킬
수 있다. 전면부의 조향장치인 L의 위치가 회전 코스에 들어올때부터
뒷바퀴가 D가 회전코스에서 빠져 나갈때까지 도식화 시켜 보았다.

그림 26. 전면부 조향장치의 그래프

그림 24. sector 2 구간 도식화. 2

2.3 예외 구간 프로그래밍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이전까지 분석한 코스는 sector2 중에서도 직각회전만 가지고 있
는 구조였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코스테는 그림과 같은 2가
지의 구조가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움직임이 필요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구조와 비스듬하게 나오는
구조이다. 또한 비스듬하게 나오는 직선의 각도는 16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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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예외구간 failsafe 알고리즘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를 하드웨어의 문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한 하드웨어에 맞게 수정된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논리를 실제 모형 자동차를 제작하여 적용
한 결과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조향 장치가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보다는 조
향 장치가 앞, 뒤에 있어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내는 알고리즘이
더욱 발전된 형태의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그림 27. 예외 구간 모식도

[1] 김평원,정형식,홍범진, 함께 만드는 인공지능 자주차인천대학교
출판부, 2019.
[2] R. Wallace, A. Stentz, C. E. Thorpe, H. Maravec, W.

첫번째 예외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변

Whittaker, T. Kanade, "First results in robot road-following" in

하고 두번째 예외 구간에서는 나가는 과정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급

IJCAI, Citeseer, 1089-1095, 1985.

격하게 변한다. 첫번째 예외구간에서는 30cm 지점에서 변화된 직

[3] J. Levinson, J. Askeland, J. Becker, J. Dolson, D. Held, S.

선의 기울기 만큼 조정하여 각도를 맞춰주고 두번째 예외 구간에서

Kammel, J. Z. Kolter, D. Langer, O. Pink, V. Pratt et al., "Towards

는 구간에 들어갈 때의 기울기를 맞춰줌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fully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algorithms", in Proc.

올바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2011, 163-168, 2011.

M. M. Trivedi, "Traffic light detection: A learning algorithm
and evaluations on challenging dataset", in Proc. 18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341-2345, 2015.
[5] E. Guizzo, How Google's Self-Driving Car Works, October
2011.
[6] P. Joshi,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Python, Packt
Publishing, 2017.
[7] A. Mukhtar, L. Xia, T.B. Tang, "Vehicle detection techniques
for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 review", IEEE Tran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ol. 16, no. 5, Oct. 2015.
[8] X. T. Nguyen, K.-T. Nguyen, H.-J. Lee, H. Kim, "ROI-based

신형 모형 자율 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개발

[4] M. P. Philipsen, M. B. Jensen, A. Mogelmose, T. B. Moeslund,

LiDAR sampling algorithm in on-road environment for
autonomous driving," vol. 7, IEEE Access, pp. 90243-90253,
July 2019.
[9] W. Chu, Y. Liu, C. Shen, D. Cai, X.-S. Hua, "Multi-task vehicle
detection with region-of-interest voting," IEEE Trans. Image
Processing, vol. 27, no. 1, pp. 432-441, Jan. 2018.

15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16

02
하나고등학교

OpenCV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영상 인식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고도형, 김용진, 류영상, 박재완, 송영진, 신승호

Development of Video Recognition-based Autonomous
Driving Algorithm using OpenCV and Raspberry Pi
고 도 형*, 김 용 진, 류 영 상, 박 재 완, 송 영 진, 신 승 호 Ko Do Hyoung*, Kim Yong Jin, Ryu Young Sang, Park Jae Wan, Song Young Jin, Shin Seung Ho

요약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에 맞추어 학습을 하고 주행을 해나가는 자동차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접
합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센서를 이용해 차선이나 경로를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장애물 회피, 혹은 라인을 따라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적용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등을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하며 주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이를 Raspberry Pi를 활용한

OpenCV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영상인식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OpenCV와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영상인식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구현하고 정해진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실제 트랙 위에서 시험 주행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
로 영상인식기반 자율주행차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카메라를 통해 받은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제작하였다. Python
의 OpenCV 모듈을 이용하여 영상 자료를 분석하여 차선에 맞게 달리고 신호등이나 보행자를 인식하여 멈추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인식, Python, OpenCV, Raspberry Pi, Calibration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접합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를 이용해 차선이나 경로를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에 한
정되어 있다 [5-7]. 그러나 이는 단순 장애물 회피, 혹은 라인을 따라
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8, 9].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이미지 캘
리브레이션 등을 기반으로 영상을 인식하며 주행하는 알고리즘을

2. Raspberry Pi와 Python

개발한다. 이를 Raspberry Pi를 활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상에서 정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해 오픈소스 마이크로컨트롤

해진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실제 트랙 위

러인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하였다. 라즈베리파이는 교육 프로젝트

에서 시험 주행을 진행하였다.

용으로 개발된 고사양의 초소형 컴퓨터로, 자동차와 컴퓨터의 통신
을 위해 사용하였다. Wi-Fi 공유기와 라즈베리파이를 이더넷 케이

Ⅱ. 본 론
1.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블로 연결한 후 컴퓨터와 통신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제작에는 라즈
베리파이에 주로 사용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활용하였다 [10].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Camera 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하는 광각 렌즈는 촬영 각도를 최

Ⅲ. 실 험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형 왜곡(spherical distortion)이 발생하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교정 작업이

1. 실험 목적

필요하다. 3차원의 원본 피사체는 2차원의 촬영된 사진으로 표현되

본 실험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격자점 알고리즘을 이용하

기 때문에 3차원 행렬을 2차원 정보로 변환시켜 주는 과정을 수행

여 주행 명령,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를 통한 신호등의 인식, 장애물

하였다. 다음 수식은 캘리브레이션 원리(Principle of Calibration)

파악 등의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모터의 회전이나 중선형 회귀모델

를 표현한다.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에 대
해 실험하였다. 그림 1은 주행 테스트에 사용한 트랙을 도시한다.

* 고도형(하나고등학교, milleniumkodh49@gmail.com)
김용진(하나고등학교, moderator0527@gmail.com)
류영상(하나고등학교, sjhbread@naver.com)
박재완(하나고등학교, jaejae1112@naver.com)
송영진(하나고등학교, youngjin9568@gmail.com)
신승호(하나고등학교, chaosguy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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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선 주행과 적절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곡선 주행,
신호등의 변화와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주행
하는 OpenCV와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 비록 실험실 레벨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
었지만, 본 알고리즘을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 변수 처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트랙의 형태와 주변 환경이 변화할 경우 자율 주행에 문제
그림 1. 주행 테스트에 사용한 트랙

2. 실험 과정
2.1 주행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는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알고리즘에서는 색상이 아닌 위치
와 밝기로 신호등을 인식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에 라인트레이서(Line Tracer)와 초음파로는 제한적이었던 자율주
행 알고리즘에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였다는 점
에 큰 의의가 있다.

에서 촬영한 캘리브레이션 처리된 영상을 사용하였다. 자율주행자
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사영기하(projective geometry)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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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화 그래프의 해석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알고리즘 보완 방법 탐구

선덕고등학교

이재철, 최동혁, 최원섭

Complementary Method Research on Autonomous Vehicle
Driving Algorithm by Analysis of Variable Change Graphs
이 재 철*, 최 동 혁, 최 원 섭 Lee Jae Cheol, Choi Dong Hyeok, Choi Won Seop

요약
Python, OpenCV, 라즈베리파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모듈의 알고리즘을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타입의 기술을 구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Hline과 Centerpoint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직진주행 상황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직진주행상황과는 다르게 회전주행시에
는 인식 가능한 차선 기울기에 대한 변수의 변화폭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전 상황에서의 주행코드 구현이 자율주행자동차 모듈의
핵심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두가지 방식의 알고리즘을 구상하였는데, 먼저 Python 좌표를 이용한 차선의 기울기를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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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화 그래프의 해석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알고리즘 보완 방법 탐구

로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회전 주행에서 차체의 차선 이탈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320x120 크기의 카메라 영상에서 임의의 구간을 나누고, 세로선을 Vline이라는 변수로 설정하여 Vline과 차선간의 거리 차를 이용하는 것이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점이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의 성패를 나누는지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Vline을 이용한 알고
리즘이 안정적인 회전 주행에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차선 인식, Python 좌표 그래프, Vline Distance, RightLane, Slope

Ⅰ. 서 론

표 1.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수준 정의 [1]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
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적지를 지정해 주면 주변의 사물과 도로 환경 및 상황 등을 파악
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기술은 크게 인식기술, 판단기술, 제어기술
과 같은 세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센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및
주변 장애물을 검출하는 인식 기술과 인식된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 행
동을 결정하는 판단기술, 그리고 수행해야 할 행동이 결정되면 빠르
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제어기술이 자율주행시스템의 기본 구성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림 1과 같이 자동화가 되지 않는 제 0단계를
제외하면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는 마치 어느 요소
까지 자유로운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가령 제 1단계에서는 자동브
레이크, 속도 조절 등의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조하고, 제 2단계에서는

먼저 앞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자동으로 유지하며 주

부분 자동화 단계, 즉 특정한 운전 모드를 실행한다. 제 3단계에서는

행하는 Adaptive Cruise Control(ACC) 기능이 가장 많이 대중화

조건부 자동화로 자동차가 직접 운전을 책임지고, 제 4단계에서는 정

되어 있으며, 앞 차량의 급정거, 갑작스런 장애물 출현 등에 대응

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지막

할 수 있는 Automatic Emergency Braking(AEB) 기능이 최근

제 5단계에서는 완전 자동화 단계로 전체 운행 기능을 담당한다. 본 연

차량에 점차 탑재되고 있다. 그리고 차선변경 시 운전자에게 잘 보

구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용자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정한 운전

이지 않는 부분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Blind

모드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5단계 중 제 2단계에 해당한다.

Spot Detection(BSD) 기술도 상용화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현재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자

한 Lane Departure Warning(LDW) 기술과 같이 차량이 차선을 넘

율주행시스템이 실생활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의성, 안전성과 같은

어갈 때 경고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Lane Keeping System (LKS)

혜택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많

기술과 같이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핸들을 조정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기능은 상용화되어 활발히

해주는 기술까지 상용화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 이재철(선덕고등학교, wocif8022@gmail.com)
최동혁(선덕고등학교, ccdefghijl@naver.com)
최원섭(선덕고등학교, cws918h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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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코너 상황에서 철저히 사용자의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마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값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기준값*을 조정하여 알고리즘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어
떻게 기준값을 정하느냐에 따라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변수값들을 Python을 이

elif left and right and not end:
command = 'S1149E'
status = ONSTRAIGHT
print('left right not end')
if H2LD != 160 and H2RD != 160 and H2LD != 0 and
H2RD != 0:

용하여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기준값을 여러번 경험적으로 조정하

cpx = (320 - H2LD + H2RD)/2

는 것이 필요하다.

print(cpx)

2018년부터 진행해온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탐구는 알고리즘 구

if cpx > center-5:

현을 위한 주요 연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

if cpx > center+10:

타입(Type 1)은 변화하는 양 옆 차선의 기울기였다. 자율주행자동

command = 'S1164E'

차가 카메라를 통해 받은 320x240 크기의 영상을 Hough 영상**

else:

으로 변환하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의 차선을 OpenCV 평

command = 'S1159E'

면 좌표계로 옮겨 인식된 차선의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

elif cpx < center-15:

이다. 두 번째 연구타입(Type 2)은 Hough 영상을 가로 8개, 세로 4

if cpx < center-30:

개 구간으로 나누어 세로 구간을 의미하는 Vline Distance, 가로 구
22

command = 'S1134E'

간을 의미하는 Hline Distance 정보를 통해 주행 정보를 인식하고

else:

판단하여 핸들 조정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타입의 알고

command = 'S1139E'

리즘을 모두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시도하였다. Type 2

else:

는 사전연구로서 실제 주행을 성공하였던 타입 이지만 Type 1은 알

command = 'S1149E'

고리즘 조정 후 시뮬레이션에서 지속적인 오류로 인해 주행 실패 현
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안하는 연
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2. Centerpoint과 Hline Distance를 이용한 직진주행 코드

좌측과 우측에 차선이 있고 끝 차선이 없는 상황에서 H2LD***와
H2RD를 이용하여 cpx****값을 변수로 설정하고, cpx값과 임의로
정한 기준치를 비교하여 자동차가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코딩했

Ⅱ. 본 론

다. cpx값과 비교되는 기준 값은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설정한 적
정값이다.

1. 사전연구
1.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탐구

다음은 그림 3과 같은 V자 직진주행 상황이다. V자 직진주행 상황에
서는 대부분의 경우 직진주행 알고리즘으로 원활한 주행이 가능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전, 자율주행자동차
의 운행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알고리즘을 위해 사용할 변수,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단할 상황,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나 각 판단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먼저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단할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그림3. V자 직진주행 코스

하지만 때때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상황으로 판
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좌, 우회전에 대한 코드를 작성 후,
V자 직진주행 상황을 좌, 우회전 상황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기준값
그림1. Straight driving course

먼저 그림 2와 같은 직진주행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직진주행
상황은 다른 상황들에 대한 기본 상황이 되며, 다른 상황이 판단되
지 않을 때 직진 상황을 상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고
려해야 할 점은 차체가 중앙을 따라 주행하며 차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Python 코드를 작
성하였다.
*알고리즘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명령을 다르게 할 때 특정 조건을 설정하는 값.
**허프(Hough) 변환을 통해 얻은 영상. 허프 변환이란 1962년 Paul Hough에 의해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간단히 말해 사진을 좌표화 하여 특정 2개의 점을 포함한 직
선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4, 5에 도시한 것과 같은 회전에 대한 상황이다.
회전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 차선 기울기의
변화를 이용하거나 끝 차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직진 상황과는 다르게 회전 상황에서 변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
준값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높은 복잡도를 요구하기 때문
에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시도하였다.
***HN(L or R)D. 허프 영상 가로선의 N번째를 기준으로 중앙으로부터 차선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Centerpoint X 차체의 카메라가 보고있는 중앙점을 나타내는 값으로 직진주
행의 기준값.

상황 판단에 대한 조건은 차선 기울기의 변화를 이용할 때와 같도
록 설정했다. 끝 차선과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VND(Vline Distance)
값을 이용하는데, 그림 7은 끝 차선과의 거리를 이용해 회전명령을
내리는 코드를 도시한다.
elif right and end:
그림4. 차량 회전 코스 1

print('right end')
if 0 < V4D < 80:
print('V4D = %d', V4D)
command = 'S1114E'
status = ONLEFT
else:
status = ONLEFT
command = 'S1149E’

그림5. 차량 회전 코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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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끝 차선과의 거리 이용

elif left and end:
print('left end')
if 0 < V4D < 70:

1.2 차선 기울기의 변화 이용

print('V4D = %d', V4D)

차선 기울기의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자율

command = 'S1179E'

주행자동차에게 회전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H2LD 또는 H2RD 값을 이용하여 둘 중 하나의 값이 측정되

status = ONRIGHT
else:

지 않을 때(차선이 없어질 때) 각각 좌회전, 우회전 상황으로 판단하

status = ONRIGHT

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command = 'S1149'

차선 기울기를 이용하여 회전 명령을 내리기 위해, getlane함수*

그림 7. V4D값을 이용한 좌회전 우회전 명령코드

를 사용하였다. 함수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받아들인 차선의 기울기
를 구하고, 그 값에 따른 기준치를 정해 회전 명령을 내린다. 그림 6
은 차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회전명령을 내리는 코드이다.

우측 차선과 끝 차선이 인식되면 좌회전 상황, 좌측 차선과 끝 차
선이 인식되면 우회전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인
식한 V4D의 거리가 80 이하면 회전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주행 실

elif right and end:
if getLean(right) > 1.2:
command = 'S1115E'
else

험 중 자율주행자동차가 한 번에 크게 회전하면 차선을 넘어가는 현
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은 코드를 추가하
여 거리에 따라 바퀴의 각도를 조절하여 방향을 두 번 꺾도록 명령
하였다.

command = prevComm
elif left and end:
if getLean(left) < -0.8:
command = 'S1180E'
else
command = prevComm
그림6. 오른쪽 차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좌회전 우회전 명령 코드

elif 80 < V4D < 110 or 80 < V5D < 110:
print('V4D = %d, V5D = %d', V4D, V5D)
status = ONLEFT
command = 'S1155E’
………
elif 70 < V4D < 110 or 70 < V3D < 110:
print('V4D = %d, V3D = %d', V4D, V3D)

하지만 여러번의 주행 실험 중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단과 받아들인 기울기 값
을 분석한 결과, 기울기 변수가 상황에 따라 명령을 내릴 만큼 만족
스럽지 않고 회전 중에 값이 크게 변하는 구간이 발생했으며, 때때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왼쪽, 앞쪽, 오른쪽 차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

status = ONRIGHT
command = 'S1144E'
그림 8. V3D, V4D, V5D를 모두 고려한 좌회전 우회전 명령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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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주행하였을 때는 차선이탈
과 명령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Type
1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주행하였을 때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선
기울기를 받아도 변화하는 기울기 값에 의해 명령 코드 임계값을 적
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 당시에 이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
하여 기울기 값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가며 withimage를 통한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으나 좌회전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실현하
는 것이 어려웠다.

그림 11. 예상되는 Type 2의 그래프

그림 10은 예상되는 Type 1의 그래프로 값이 요동치는 형태의 그
3. 연구 설계

림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11은 예상되는 Type 2의 그래프로 값이

주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9와 같은 Python 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딩을 통해 수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Vline Distance과 RightLane
값을 y축, 차선의 이미지의 번호를 x축으로 두어 시간에 따른 주요
변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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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Vline Distance 분석 방법
Vline Distance 값을 가시적인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2

def runSelfDriving(self):
data_set = glob.glob("simulation/*.jpg")
cnt = 0
for filename in data_set:
image = cv2.imread(filename)
status, command = self.imageProcessing(image, 0)
print('%d frame: %s' % (cnt, command))
cnt+=1

와 같은 Python 코드를 이용한다. 먼저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import numpy as np로 matplotlib, numpy 모듈을 import
한다. 이후에 Vline Distance 값이 존재할 때 V1D, V2D 값을 리스
트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넣은 값을 x축, y축으로 정하여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V1Dvalue = []
V2Dvalue = []
if V1D >= 0:

if status == False:
break

V1Dvalue.append(V1D)
if V2D >= 0:

그림9. withimage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트랙 영상을 자율주행자동
차를 손으로 직접 굴려 획득한다. 이를 시뮬레이션 폴더로 옮겨
withimage.py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V2Dvalue.append(V2D)
x1 = np.arange(0, len(V1Dvalue))
y1 = V1Dvalue
x2 = np.arange(0, len(V2Dvalue))
y2 = V2Dvalue
plt.plot(x1, y1)

3.1 가설설정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Type 1과 Type 2의 결과값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표 1.Type 1과 Type 2 변수값에 따른 가설

RightLane
(Type 1)

회전 주행시 임계함수의 값이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Vline Distance
(Type 2)

회전 주행시 임계함수의 값이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도출될 것이다.

그림10. 예상되는 Type 1의 그래프

plt.plot(x2, y2)
그림12. Python을 이용한 그래프 작성 코드

3.3 RightLane 분석 방법
RightLane 값을 가시적인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Python을 이용하였다. Vline Distance 값의 그래프를 도출한 코
드에서 VXD를 모두 RightLane으로 바꾼 후 알고리즘을 구동하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1.3 V5D 그래프 분석
그림 15는 V5D 그래프를 도시한다. V3D, V4D와 비슷하게 해석

1. Vline Distance 그래프 분석

할 수 있다.

1.1 V3D 그래프 분석

그림15. V5D 그래프

변수 변화 그래프의 해석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알고리즘 보완 방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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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V3D 그래프

2. Slope 그래프 분석
그림 13은 V3D 그래프를 도시한다. 수평축(x축)이 나타내는 0부
터 100까지의 값은 직진주행에서의 상황으로 중간에 함수값(y축)
이 0이 되는 것은 y축이 120으로 인식된 것과 같다. 이는 차선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반에 V3D값에 변동이 있는 것
은 단순히 LeftLane의 순간적 움직임으로 본 연구의 관심 범위가 아
니다. 좌회전 상황은 x축 값이 100부터 125의 상황으로 V3D의 값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좌회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함수값의 변화 형태이다.

그림 16에 도시한 그래프는 RightLane의 Slope를 나타낸다. 초
기 직진 주행 구간에서는 기울기의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0에서
2사이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120부터 150까지의 그래프 값이 급
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처음 좌회전을 하는 구간이다. 좌회전 상황에
서는 LeftLane, EndLane, RightLane 차선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RightLane이 사라지고 EndLane이 RightLane으로 되는 과정에서
의 차선판정에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울기 그래프에서는 세밀한 주행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적절한 차선판단이 이루어졌음을 판정하기 힘들다.

1.2 V4D 그래프 분석

그림16. 기울기 그래프
그림14. V4D 그래프

그림 14는 V4D 그래프를 도시한다. 0부터 100 사이의 x값 구간
은 직진주행상황으로서 EndLane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y축)이 120(0)으로 도출된다. 이후 좌회전 주행 상황인 x축
값이 100부터 125 사이의 구간에서는 확실한 감소함수의 형태를
그리며 V4D 값이 도출된다. 이는 V3D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감소
함수의 형태로 알고리즘 구상시 명령 임계값을 설정하기에 매우 적
절하다. 만약 V4D 그래프가 [100,125]에서 극점을 가진다면 이는
명령 임계값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모든 코너 주행 상
황마다 값이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감소함수를 찾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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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좌, 우회전시 수집하는 변수인 기울기
(Slope) 값과 VND 값 중 알고리즘에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두 변수를 가시적
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주행 사진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if V4D < 30 :
command = 'S1185E'
if V4D > 30 and V4D < 50 :
command = 'S1165E'
return command, status, light
그림17. Vline Distance, Hline Distance을 이용한 최종 보완 코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회전 부분에서 Slope 값과
VND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Slope 그래프와 VND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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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능력
개선 알고리즘 연구

서울 오산고등학교

유정수, 유정우

Suggesting methods in relation to the capablity
of self-driving cars
유정수, 유정우 Ryu Jung Soo, Ryu Jung Woo

요약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자동차의 주행이 진행되고, 사용자의 판단 하에 장애물 및 신호등에 대한 주행, 대기가 이루
어진다. 하지만 사용자가 운전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해
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라즈베리파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키트를 이용하여 키트가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로 장애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능력 개선 알고리즘 연구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능력 개선 알고리즘 연구

물과 신호등을 감지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정해진 트랙을 주행하도록 알맞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Open cv, ROI, 카메라, 라이더 센서,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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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영상처리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능 패키지이다. 우리는 Open
cv를 통해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 데이터를 자주차와 연결된 노트북

2010년 구글에서 운전을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을 활용해 처리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을 썼

타고 다니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자율주행자

으며 파이썬에서 연산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numpy(수학 연

동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산을 위해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했다.

혼자 자동차를 타고 이동 할 수 있는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운전을 통해 자동차의 주
행이 진행되고, 사용자의 판단 하에 장애물 및 신호등에 대한 주행,
대기가 이루어진다.[1] 하지만 사용자가 운전을 할 때 조심하지 않
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용화되
는 미래가 오면 이렇게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무인 자동차 상
용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라즈베리파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키트를 한국
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 원리와 주행
시스템 알고리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키트가 카메라와 라이
더 센서로 장애물과 신호등을 감지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정해진 트

그림1. 자율주행자동차 키트 외관

랙을 주행하도록 알맞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자율주행자동차 모듈의 소개
1.1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주차) 모형 구조
우리가 사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모형은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라
이더 센서, DC MOTOR, SERVO MOTOR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파이썬, open cv, numpy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Open
cv(Open Source Computer Vision Library)는 영상처리, 기계학
습 및 컴퓨터 비전 기능을 갖는 소스가 공개된 라이브러리[2]로 컴
* 유정수 (오산고등학교, goldfox10@naver.com)
* 유정우 (오산고등학교, magicwand10@naver.com)

그림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도로

1.2 실제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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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레이저 센서, 레이더 센서, 카
메라 등을 비롯한 각종 센서와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주행자
동차는 여러 센서를 이용하여 차의 위치, 교통 상황, 위험 상황 등을
감지한 다음 중앙 컴퓨터에서 판단을 내려 악셀,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이 상황에 맞게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런 기능들을 완수하면서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하려면 여러 기

그림4. 자율주행자동차 키트의 Grid 데이터

술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1. 내비게이션을 위한 정밀한 지도 기술
2. 내비게이션 기술(주행 경로 설정)

2.2 장애물 감지 원리
라이다 센서는 전자기파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감지하

3. 주변 사물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는 센서로 적외선을 쏘아서 전자기파가 장애물이 부딪혀서 돌아오

4. 도로 환경에 대처하여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 기술

는 시간을 재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잰다. 이때 인식 거리 단위는 mm

5. 주변 차량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AI 기술

를 쓰며 7~8mm의 오차가 생긴다. 자주차 키트는 라이더 센서를 사
용하여 차단기와 같은 장애물을 인식한다. 자주차의 라이더 센서의
시야 범위는 약 25°인데 이 덕분에 시야 범위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
로 된다. 이로 인해 가운데가 뚫려 있는 물체는 감지하지만 시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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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벗어난 물체는 감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키트는 장애물을 인식만 할뿐 장애물을 인식했을 때 멈추지 않으므
로 우리는 키트가 장애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지했을 때 멈출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

그림3.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성 [3]

2. 자주차 모형 작동 원리
2.1 차선 인식 원리
자주차 키트는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의 RGB값이 갑자기 변하는
곳을 찾아 차선을 인식하고 미적분을 이용하여 차선의 기울기를 측
정한다.
키트의 카메라는 사물을 인식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선 감지

No LiDAR Sensor detected.
No LiDAR Sensor detected.
LiDAR data: 1033 ㎜
LiDAR data: 1025 ㎜
LiDAR data: 1002 ㎜
No LiDAR Sensor detected.
No LiDAR Sensor detected.
LiDAR data: 1009 ㎜
LiDAR data: 1037 ㎜
그림 5. 자율주행자동차 키트의 LiDAR 데이터

영역을 위한 ROI가 설정되어있으며 Canny Edge Detector를 이용
하여 차선을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선들로 추
출한다. 차선들이 추출되고 나면 차선이 감지된 ROI 영역을 Y값을
나타내는 가로줄 3개(H1, H2, H3), X값을 나타내는 세로줄 7개(V1,
V2, V3, V4, V5, V6, V7)로 나누어 4X8의 격자모양(가로 320픽셀,
세로 120픽셀의 320*120 이미지)으로 만든다.
즉, H1, H2, H3는 각각 30, 60, 90 픽셀에 해당하고 V1, V2, V3,
V4, V5, V6, V7은 각각 40, 80, 120, ... 280 픽셀에 해당하며 이렇
게 해서 얻은 좌표값이 바로 Grid 데이터이다. 그 다음으로 H1과 왼
쪽차선이 만나는 곳을 H1LD라고 정의하고 이 값을 V4에서 떨어
진 거리를 값으로 정의한다. 이런 방법으로 H1LD, H1RD, H2LD,
H2RD, H3LD, H3RD 총 6개의 점들을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점이
없으면 -1을 의미한다.
또한, V1D~V7D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우리는 자주차 모
형이 Grid 값을 바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어떤 방향으로 주행할지
를 판단하여 알맞은 주행 방향과 조향을 모형에 달려있는 DC 모터
와 서보 모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 얼마
나 자주차가 정확한 Grid 값을 측정하여 상황을 판단하는지가 주행
알고리즘 개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2.3 신호등 감지 원리
우리는 사전에 딥러닝으로 미리 키트에 교육시켜 놓은 신호등 감
지 데이터 파일(trafficlight_cascade.xml)을 받았다. 이 데이터 파
일은 자주차 키트가 카메라 데이터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에서 신호
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 데이터 파일은 신호등의
불빛이 어떤 색인지 감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차 키
트에서는 왼쪽, 오른쪽 불빛의 감지 유무를 가지고 신호등의 빨간불,
초록불을 판단한다. 신호등도 차선 인식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등 감
지 영역 ROI가 설정되어있으며 키트는 신호등 감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신호등을 찾는다. 주행 중에 신호등이 알맞은 영역에서 감지
되면 불빛이 들어온 위치를 찾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지, 초록불이
켜진 상황인지를 판단한다.
데이터 파일만 가지고는 신호등 불빛만 감지할 뿐 키트가 빨간불
일 때 멈추고 초록불일 때 다시 주행하게는 못하므로 우리는 이 데
이터 파일을 바탕으로 키트가 신호등 불빛에 맞게 작동하도록 알고
리즘을 짜야 한다.

3. 알고리즘 제작 및 주행
3.1 알고리즘 제작
3.1.1 자주차 통신 프로토콜
우리는 알고리즘을 제작할 때 여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알고리
즘을 짧고 간결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어명령 프로토콜은
다음 표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조합을 만들어 자주차 키트에 명령
을 내릴 수 있다.
시작명령
(1Byte)

s

이동(DC 모터)
(1Byte)
0: 정지
1: 전진
2: 후진
3: 개발모드

조향(서보모터)
(3Byte)
110: 최대 왼쪽
150: 중립
190: 최대 오른쪽

종료 명령
(1Byte)
그림8. 직진 알고리즘 1

E

그림6. 자율주행자동차 키트의 프로토콜

3.1.2 주행 알고리즘
3.1.2.1 직진 알고리즘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서보 모터를 조향할 수 있
는 값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차선에 맞춰서 회전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다음 코드처럼 직진 중 좌회전을 할 때는 우회전을 0.5초 동
안 한 다음 좌회전을 하도록 했고 우회전을 할 때는 좌회전을 0.2초
동안 한 다음 우회전을 하도록 했다.

우리는 주행 알고리즘에 앞서 자주차 키트가 차선 중앙을 유지
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중앙값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자주차는 다
음 코드와 같이 측정된 H2LD, H2RD 값이 160과 같지 않을 때
centerPoint_X라는 변수에 (320 - ((H2LD) - (H2RD)))/2이라는
값을 저장했다. 왜냐하면 160값이 나오면 차선이 중앙에 있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centerPoint_X에 저장된 변수는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처음 중앙값 계산 코드 다
음에 이중 중앙값 계산 코드를 만들어 보다 정확한 중앙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림 9. 직진 알고리즘 2

그림7. 이중 중앙값 계산 코드

3.1.2.2 우회전 알고리즘
측정된 centerPoint_X 값을 바탕으로 아래 코드와 같이 자주차
가 직진하는 도중 centerPoint_X 값이 차선 중앙보다 왼쪽으로 조
금 치우쳐진 것으로 측정되면 자주차가 서보 모터를 157로 조향하
여 좌회전을 조금하도록 했고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서보 모터를
165로 더 조향하여 좌회전을 더 하도록 했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측정된 centerPoint_X 값이 오른쪽으로 조
금 치우쳐진 것으로 측정되면 자주차가 서보 모터를 143으로 조향
하여 우회전을 조금하도록 했고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서보 모
터를 135로 더 조향하여 우회전을 더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두 상
황도 아닌 경우에는 직진을 계속 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능력 개선 알고리즘 연구

Ⅲ. 실 험

자주차가 우회전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우
회전 알고리즘을 따로 만들었다. 만약 자주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과 앞에 차선은 있지만 오른쪽에 차선이 없는 상황이
감지되면 아직 우회전을 덜 한 상태이므로 서보 모터를 차선이 앞에
있는 정도에 따라 더 오른쪽으로 꺾어 우회전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코스를 만나고 만약 안정적으로 차선 중앙에
존재할 때 직진을 하도록 했다. 주행을 하다가 자주차가 차선에 불안
정하게 있거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prevComm 명령
어를 사용하여 이전 명령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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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차 키트의 코스 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
하고 실제 주행을 실현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개발의 기
술적, 학문적 기본 소양을 습득하였다. 특히 정확한 코스 주행의 실
현을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코딩을 실시하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
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변수와 이에 대응하는 알고리즘과 변수 값
을 설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된 주행과 회전의 기술적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연구 과제를 발견
그림 10. 우회전 알고리즘

하기도 하였다. 먼저 S자 코너와 신호등 감지 부분에서는 해결할 과
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테스트
환경을 정비하여 차선 검출과 알고리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

3.1.2.3 좌회전 알고리즘
좌회전도 우회전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하는 도중 오른
쪽과 앞에 차선은 있지만 왼쪽에 차선이 없는 상황이 감지되면 서보
32

여 주행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딥러닝을 통
해 차선 인식 상황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해 자율주행자동
차의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모터를 차선이 앞에 있는 정도에 따라 더 왼쪽으로 꺾어 좌회전을 하
도록 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코스를 만나고 만약 안정적
으로 차선 중앙에 존재할 때 직진을 하도록 했다. 이 알고리즘도 또
한 주행을 하다가 차선에 불안정하게 있거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일
어나면 prevComm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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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좌회전 알고리즘

3.1.3 장애물 및 신호등 감지 알고리즘
자주차가 주행을 하던 도중 신호등이 빨간불임을 감지하거나 라이
더 센서의 20cm 범위 내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주차가 멈추도록
알고리즘을 짰다.

그림12. 신호등 및 장애물 감지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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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알고리즘 제작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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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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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와 카메라, 컴퓨터 알고리즘과 같은 요소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과정에서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직접 구성하여 주행시켜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성한 주행상태의 알고리즘은 크게 네가지인데,
각각 직진, 좌회전, 우회전, S자 주행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주행상태에서 차선과 신호등 인식에 필요한 카메라와 장애물 및 보행자 인식

자율주행 알고리즘 제작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

자율주행 알고리즘 제작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

에 필요한 LiDAR 센서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주행로를 완주할 수 있었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알고리즘, LiDAR 센서

35

Ⅰ. 서 론
1. 연구 동기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도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차를 말한다 [1-3]. 자율주행차는 도시의 심각

Ⅱ.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 기술
1. 이론적 배경
자율주행차의 배경과 그에 사용되는 여러 부품의 이론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하며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이동시간
에 운전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4,5]. 실제로

1.1 자율주행차의 배경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와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덕분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

에 자율주행차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글과 테슬라에

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목적지만 지정해

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주면,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여 어디로, 어떻게 운행해야 할지 스스로

개발되고 있다 [6-8].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카메라, 컴퓨터 알고리

판단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율주행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주행하게 된

과 같은 능력들을 갖추어야 한다.

다 [9-11].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센서와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어
떻게 인지하고, 이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지
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위해 직접 자율주행차를 조립해보고, 알고리
즘을 직접 구성하여 주행시켜보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 내비게이션을 위한 정밀한 지도 기술
- 주행 경로 설정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 주변 사물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술
- 도로 환경에 대처하여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 주변 차량의 의도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AI 기술
비록 상기 기술들이 자율주행이 구현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아

본 연구는 신호등, 커브 구간, 보행자, 차단기 등 실제 도로 상황과

직 개발되어야 할 기술들이 많이 남아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

비슷하게 구현된 트랙 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해 보

이 된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것이다. 먼

았다. 직접 조립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카메라

저, 졸음운전, 음주 운전, 운전 미숙 등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

로 차선을 인식하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과 이를 바탕으로 좌회전,

사고의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물류 분야를 상정할

우회전, 직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LiDAR(Light Detection And

때 자율주행 트럭이 개발된다면 하루 종일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

Ranging)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정지하는 알고리즘 등 운전 상황에

서 물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율 주행 버스나 자율

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와 그에 따른 자율주행차의 주행방향

주행 택시가 개발되어 대중교통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

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성능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고,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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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iDAR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라이다(LiDAR) 센서는 적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이용
하여 물체를 감지하는 센서이다. 라이다 센서가 레이다와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라이다는 레이다로 검
출이 어려운 보행자와 같은 사물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이런 휘어진 차선을 직선으로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
한데 이 과정이 바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이다.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은 체스판 모양의 체커보드를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저장하고
calibration.py 파일을 실행해 진행하였다.

둘째로 라이다가 레이다에 비해 영상 분해능이 높아 물체의 형태
까지 스캔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라이다는 레이다에 비
해 물체를 감지하는 것 뿐 아니라 물체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파

2. 알고리즘과 그 한계

악할 수 있다. 라이다 센서는 채널에 따라 해상도와 구별 능력이 다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은 카메라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로 차선을 인

른데, 본 자율주행차에서 사용하는 라이다는 단일채널 센서이고, 회

식해 현재 주행 상태(Driving condition)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

전은 불가하다. 따라서 전방에 장애물 유무와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지로 분류한다.

알 수는 있지만, 장애물의 종류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트랙 주

- 직진(ONSTRAIGHT)

행 중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차량, 차단기와 같은 장애물을 인식하는

- 좌회전(ONLEFT)

용도로만 사용한다.

- 우회전(ONRIGHT)

라이다 센서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센서의 시야
의 범위(FOV: Field of view)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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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대로 처리한다면 차선이 휘어졌다는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에서는 라이다 센서의
시야 범위가 약 25도 정도로 한정되며, 이는 정면만을 감지하는 센
서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S자주행(ONSCORNER)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 주행 상태는 직진이다. 차선이 좌우로 인
식되는 경우(left and right), 직진 주행 명령어(S1150E)를 입력한
다. 좌측 차선이 인식되지 않는 가운데 우측 차선, 뒤 차선이 인식되
는 경우, 주행 상태를 좌회전으로 바꾼다. 거꾸로 우측 차선이 인식
되지 않는 가운데 좌측, 끝 차선이 인식되면 주행 상태를 우회전으

1.3 DC 모터와 서보(Servo) 모터
DC 모터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모터로, 극성을 바꾸어 회전 방향
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전압을 조정하여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로 변경한다. 직진 상태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이 알고리즘은 차선의 중앙치와 차체의 중앙치를 비교하여 자율주
행자동차를 차선 중앙에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속도 제어 측면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전압

좌회전 상태에서는 다시 좌우 차선이 인식될 때까지 좌회전 명령어

의 변화를 주지 않아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하게 두었다. DC 모터는

(S1120E)를 입력하고, 우회전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좌우 차

DC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회전방향을 입력 받고, 정방향 회전, 역방

선이 인식될 때까지 우회전 명령어(S1180E)를 입력한다. 그러나 본

향 회전, 정지 상태로 모터를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경주로에서는 우회전 상태가 S자 코너에 한하므로 주행 상태를 바

DC 모터가 정해진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것과 달리 서보 모터는 특
정 위치로 이동하는 모터이다. 보통 서보 모터는 0도부터 270도 범
위의 반경으로 회전한다.

로 S자주행 상태로 바꾼다. S자주행 상태 역시 좌우 차선이 인식될
때까지 우회전 명령(S1185E)을 내린다.
상기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주행 알고리즘은 완성된다. 하지만 교
통사고 등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알고리즘

1.4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카메라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이다.
거리를 인식하기 위해 카메라를 2개 이상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밀
하게 거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 등의 추가 장비가 필요
하다. 본 자율주행자동차 키트에서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가
장 큰 역할로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으며, 카메라의 역할은 차선 인
식, 신호등 인식에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차선 인식은 라이다 센서
나 초음파 센서로는 인식이 불가능하고 카메라로만 인식이 가능하
며, 본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카메라로 얻은 영상 정보를
OpenCV를 활용해 차선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 데이터를 처리
하기 전에 왜곡된 형태를 바로잡아주는 작업이다. 자율주행차에 사
용되는 카메라는 도로의 많은 장면을 인식하기 위해 광각 카메라를
사용한다.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미지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나
갈수록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잘못 인식된 도로 상황

이 필요하다. 본 알고리즘은 전방 장애물, 신호등에 대응한다.
전방 장애물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 확인한다. 라이다 센서에 장
애물이 인식되지 않으면 0이 반환되므로 각 값이 1부터 300(mm)
인 경우, 정지 명령어(S0150E)를 입력한다. 이러한 코드를 각 주행
상태의 맨 앞에 넣어 추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만으로 자주차를 실행하면 장애물 인식 후 자동차가 다시
출발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원인은 바로 주행 상태가 유지
될 때에는 이전 명령어를 유지하는데(command = prevComm), 정
지 명령어가 입력된 이후에도 이전 명령어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LiDAR에 의한 정지가 있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불 변수(LiDARwasOn)를 만들었다. LiDAR에 의한 정
지가 있는 경우 이 값이 참이 되며, 이 경우 별도로 명령어를 지정해
주며 다시 그 값을 거짓으로 바꾸어 주행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호등의 인식이다. 신호등 인식의 경우 주어진 함
수 findTrafficLight()를 통해 기계학습으로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
어 데이터를 분석이 용이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인식된 물체의 중
앙을 기준으로 등의 위치가 우측에 있는 것으로 판별되면 녹색등으로

aggregation for vehicular ad hoc networks", IEEE Commun.

경우는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기계학습이 완벽하지 않아

Surveys Tuts., 16(4), 1909-1932, 4th Quart. 2014.

신호등 외의 장치를 신호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측에 빛

[8] M. Alsabaan, W. Alasmary, A. Albasir, K. Naik, "Vehicular

이 인식되지 않아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호등에는

networks for a greener environment: A survey", IEEE

초록불 말고도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용해 정지 명령을 인식

Commun. Surveys Tuts., 15(3), 1372-1388, 3rd Quart. 2013.

된 신호등의 좌측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로 한정시켰다. 이로써 주행

[9] H. Seo, K.-D. Lee, S. Yasukawa, Y. Peng, P. Sartori, "LTE

로를 완주할 수 있었다.

evolution for vehicle-to-everything services", IEEE Commun.

우리가 완성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주어진 주행로에 특화되어 있

Mag., 54(6), 22-28, Jun. 2016.

다. 따라서 U턴 등의 주행에 대한 알고리즘과 2차선 이상의 도로에

[10] S. Djahel, R. Doolan, G.-M. Muntean, J. Murphy,

대한 알고리즘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는 후진, 주차 등의 기

"A communications-oriented perspective on traffic

능 역시 추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LiDAR 역시 다방면에 설치

management systems for smart cities: Challenges and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신호등 분별 알고리즘은 가로로 된 적

innovative approaches", IEEE Commun. Surveys Tuts., 17(1),

색, 황색, 녹색의 3색 신호등에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향후에

125-151, 4th Quart. 2015.

는 세로로 된 신호등과 좌회전 우회전 등의 다양한 신호등 신호를 분

[11] K. Abboud, H. A. Omar, W. Zhuang, "Interworking

별할 수 있기 위해 중앙을 기준으로 빛의 위치가 어느 쪽에 들어왔는

of DSRC and cellular network technologies for V2X

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communications: A survey", IEEE Trans. Veh. Technol.,

다른 차량으로부터의 충돌사고 등 더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

65(12), 9457-9470, Dec. 2016.

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LiDAR, DC 모터와 서보 모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후에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차선인식을 통한 주행상태 분석 기술을 알아보았다.
우리가 완성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주어진 주행로에 특화되어 있
다. 향후에는 후진, 주차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LiDAR 센서를 다방
면에 설치하여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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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등의 경우 주행상태의 유지를, 그 외의

37

청년공학 Journal of Youth Engineering
38

06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요소
알고리즘 연구
하나고등학교

도연정, 이하나, 임형석, 진서영, 최서진, 한치현

Element Algorithm for Autonomous Vehicles
도 연 정*, 이 하 나, 임 형 석, 진 서 영, 최 서 진, 한 치 현 Do Yeon Jeong*, Lee Ha Na, Lim Hyung Suk, Jin SeoYoung, Choi seojin, Han Chihyun

요약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존 알고리즘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이를 개선하여 차량을 안정적으로 주행시키는 과정을 연
구하였다. 기존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사용하는 LiDAR, Lines 등의 코드를 기반으로 차선 인식 과정을 개선하였는데, 기존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전방에 다른 차선이 보이거나 차선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자 커브나 직선차로에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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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요소 알고리즘 연구

화면을 좌우 차선 유무를 기준으로 상황들을 분류하였다.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야 거리 및 각도를 활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 및 입력하고,
이에 따른 명령어를 프로그래밍하였다. 또 차량이 탈선했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이 화면에 찍히지 않으면 후진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M자 커브, 직각 커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올바른 주행을 할 수 있었다.
Keywords: Autonomous vehicle, Self-driving, LiDAR, Driving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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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율주행 자동차 적용 기술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부품과 데이터 처리 방
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1-4]. 이를 위해 우리는 Python을 이용하여
주행 코드를 작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트랙 위에서 주행시켰다
[5-7]. 제안하는 시스템은 라즈베리파이에 카메라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를 장착하는데 출력된 데이터는 WiFi 무선 통신을 통해 노트북으로 전송된다. 노트북에서 수정 및 생성
된 정보 및 명령은 기존 방식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라즈베리파이가
받은 명령은 서보(Servo) 모터와 DC모터로 전송된다. 라즈베리파
이는 연결된 컴퓨터로 센서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주
행 명령을 받아 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서보 모터
는 DC모터와 달리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모터로, 0~270도의 회전
반경을 가지며 이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제
어한다. 라즈베리파이에서 GPIO(general-purpose input/output)
를 통해 1 또는 0 신호만 제어하고, 특정 시간동안 보내지는 각 신호
에 따라 서보 모터 위치가 결정된다. 다음은 카메라로부터 획득되는
데이터 생성과정이다.

그림 1. 차선을 인식하는 화면

그림 1은 차선을 인식하는 화면을 도시한다. 처리된 영상에는 수직

1) 카메라 영상 촬영 ⇒

선과 수평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차선과 수직선의 교점은 노란색으

2)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왜곡 제거) ⇒

로 표시되며 수평선과 차선의 교점은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

3) ROI(Region of Interest) : 관심영역 편집 ⇒

색으로 표시된다. 왼쪽부터 V1D, V2D, V3D, V4D, V5D, V6D, V7D

4) Canny Edge Detector로 ROI에서 차선검출

로 이미지의 하단부터 노란색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이미지의
왼쪽끝부터 파란점까지의 거리를 위에서부터 H1LD, H2LD, H3LD
라 하며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부터 빨간점까지의 거리를 위에서부
터 H1RD, H2RD, H3RD라 한다.

* 도연정(하나고등학교, dodosae111@gmail.com)
이하나(하나고등학교, 2002leehana@naver.com)
임형석(하나고등학교, louispico105@naver.com)
진서영(하나고등학교, maryjinkw@gmail.com)
최서진(하나고등학교, tjwls4949@naver.com)
한치현(하나고등학교, hankho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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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자율주행차의 주행 알고리즘 코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였다 [8-11].
1) 정지 상황
2) 주행 상황
2.1) 직진 주행
2.2) 회전 주행

그림 2. 신호등 인식 및 장애물 인식

2.3) 후진 주행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주차라고도 칭한다.

2. 주행 상황
2.1 직진 주행

1. 정지 상황

자율주행자동차가 트랙의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영상의 중앙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선

과 H2LD와 H2RD를 통해 구한 차선의 중앙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

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제어가 걸리도록 프로그래밍을 했

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차선의 가운데 위치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

다. 그 첫 번째가 LiDAR 센서에서 출력된 데이터의 처리였다. 그리 2

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직진 주행시 화면의 모습을 도시한다.

는 신호등 인식 및 장애물 인식의 예를 보인다. 주행 중 장애물이 있
40

을 경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25cm 이내이면 후진하여 장애물로
부터 25cm ~ 35cm 사이의 거리를 유지한다. 장애물이 없다고 판
단될 경우 그 다음은 신호등을 고려한다. 코드 내에 cnt(=count)라
는 변수를 선언한 뒤 만약 신호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율주행자
동차를 정지시킨 후 판단된 영상의 특정 부분이 다음 세 개의 프레
임에서 신호등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신호등이 아니라고 판단하
게 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호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후 신호등 불빛의 색이 적색인지 녹색인지의 여부는 기존에 제공된
findTrafficLight() 라는 함수에서 처리되어 녹색이면 True, 적색이
면 False를 결과값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여
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두 개의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
으로 처리하게 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마
주하는 상황에 대해 빠져나가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림 3. 직진 주행시 화면의 모습

2.2 회전 주행
회전 주행의 경우, 명령어를 방향과 바퀴 각도로 분류할 수 있다. 바
퀴 각도는 일반적으로 V4D로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시야에 보이는 거리와 각도를 가지고 삼각비로 계산하
여 예측한 후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하였다. 방향과 같은 경우 우회전
과 좌회전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좌우측 차선의 존재여부와 자율주
행자동차 앞에 차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용했다. 그림 4는 회
전 주행시 화면의 모습을 도시한다.

그림 4. 회전 주행시 화면의 모습

2.3 후진 주행
후진 주행의 경우, 트랙 주행 시 후진 주행을 요구하는 구간은 없
었기 때문에 차선과 적정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곡선 구간을
주행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탈선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진 주행
명령어를 입력하였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잘
못된 주행을 고칠 수 있게 했다.

Ⅲ. 결 론

차는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된
라즈베리파이에 Python 파일들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연산을 처리
되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호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검정색이나 짙은 회색이 주행 중
인식되면 신호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행 중 정지하는 횟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기도 했다. 실제 주행에 적용될 경우, 이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라고 구별할 수 있도록 신호
등에 특별한 시그니처를 장착한 뒤 그 신호등을 인식하도록 학습하
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신호등 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요소 알고리즘 연구

본 연구에서 진행한 과제로 트랙을 완주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노트북과 통신하며 주행 명령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자동

처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사각형의 왼쪽, 오른쪽의 빛 존재 여부
로 적색등, 녹색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신호등 불빛의 색
상 RGB 추이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킨 뒤 ROI의 화면에서 그 부분을
잡아낼 수 있게 하면 꼭 도로 한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신호등을 인식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전 주행 중 차선을 지키기 위해 후
진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실제 주행에 적용된다면 도로 혼잡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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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 안정적인 회전 주행
을 위한 경로 계획 및 경로 추적 주행 알고리즘

하나고등학교

이상규, 김한결, 변정윤, 전형민, 조은비, 차혜민, 황은서

Path Planning and Maneuver Planning Algorithm for Stable
Rotation-Driving on Simple Solid Lanes on Flat Surfaces
이 상 규*, 김 한 결, 변 정 윤, 전 형 민, 조 은 비, 차 혜 민, 황 은 서
Sanggyu Lee*, Han-kyeol Kim, Jung yun Byun, Hyeong-min Jeon, Eun-bi Cho, Hye-min Cha, Eun-seo Hwang

요약
기존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차선을 인식하고 차량이 차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제어하였다.
본 연구는 촬영한 사진을 운전자의 관점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다 본 관점으로 바꾸어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의 새로운 자율주행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은 차선의 중앙과 방향을 고려하여 차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각진 차선에서는 차선을 재구성하며 경로를 계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 안정적인 회전 주행을 위한 경로 계획 및 경로 추적 주행 알고리즘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 안정적인 회전 주행을 위한
경로 계획 및 경로 추적 주행 알고리즘

획한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차량의 회전 중심을 좌표값으로 설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
점을 보완한다. 그리고 차선과의 상대적 위치가 물리적 의미를 가지므로 차의 조향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주행에 적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시험을 위해 제작한 차에 적용되었고, 도로상에서 시험 주행을 완주하였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알고리즘, 차선 인식, 차선 재구성, 경로 계획

Ⅰ. 서 론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를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1-3].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운
전자의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차선을 인식하는 기존의
주행 알고리즘은 카메라의 위치가 변하면 알고리즘의 수정이 필요
하거나 머신 러닝을 이용한 경우 학습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다 [3-5].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차선의 중앙 뿐만 아니라 차선 자체의 방향을 고려하여 카
메라의 상대적 위치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행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차 선 인 식
1. 원근 변환 (Perspective Warp)
그림 1과 같이 전방을 향하고 있는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는
경우, 차가 이동했을 때 다음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3차원적으로 고
려해야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선을 위에서 볼 수 있
다면 차량의 이동이 2차원에서의 회전과 평행이동으로 표현되기 때
문에 움직임을 결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지에 원근 변환
을 적용해 평면도(그림 2의 위에서 본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뒷바퀴의 축과 평행하게 바닥에 체커보드 그림을 놓고 촬영한
이미지에서 정사각형의 네 점의 좌표를 구한다. 이 점들을 각 변이 x
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정사각형의 네 점으로 변환하는 원근 변환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체커보드 그림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변
환한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3.5cm/23px로 이미지를 변환했다.

그림 1. 정면 사진

본 연구에서는 평면 위의 단순한 실선 차선에 대해 앞바퀴 두 개가
같은 각도로 움직이며 조향하고 뒷바퀴 두 개로 구동하는 차가 차선
을 따라 주행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연구의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교차로와 같은 복잡한 차선은 상정하지 않았다.
* 이상규 (하나고등학교, sanggyu523@naver.com)
김한결 (하나고등학교, kyeol19@naver.com)
변정윤 (하나고등학교, bluesaurusjy@gmail.com)
전형민 (하나고등학교, jhm1313@naver.com)
조은비 (하나고등학교, whdmsql2014@naver.com)
차혜민 (하나고등학교, chm6206@naver.com)
황은서 (하나고등학교, gracehwang1029@gmail.com)

그림 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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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인식 (Lane Detection)

2.2 이전 정보 저장을 통한 차선 탐색

차선 인식을 위해 우리는 Canny Edge Detection을 이용하여 윤

한 번 차선을 인식한 후,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 차선의 시작점

곽선을 찾는다. 그림 3은 평면도에 Canny Edge Detection을 적용

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이미지의 경계를 따라 이전 프레

하여 얻은 윤곽선 영상 결과이다. 이때 피사체가 카메라에서 멀어질

임의 차선의 시작점의 위치에서 조금 더 가운데 방향으로 들어간 지

수록 평면도는 흐려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가까운 부분만을 관심 영

점부터 바깥쪽으로 현재 프레임의 차선의 시작점을 탐색한다. 또한

역(Region of Interest: ROI)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마스크를 적

차선의 각도가 급격히 변할수록 차선의 시작점의 위치 변화가 크므

용하면 그림 4와 같이 관심 영역의 윤곽선을 추출할 수 있고, 이 중

로, 차선이 안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더 안쪽으로 들어가 탐색한다.

에서 차선의 윤곽선을 찾는다. 차량이 차로 안에 있다면, 차선의 윤

차선이 바깥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는 70픽셀만큼, 안쪽으로 기울어

곽선은 이미지의 경계와 만나야한다. 즉, 차선이 이미지를 통과해야

있을 때는 70+70|angle| 픽셀만큼 가운데 방향으로 이동한 지점부

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경계(그림 5의 붉은 선)를 따라 탐색함으로

터 차선을 탐색한다. (이때 angle은 첫 번째 차선 방향 벡터가 정면

써 차선 위의 한 점을 알 수 있고 이 점을 차선의 시작점이라고 한다.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 ‘Ⅲ.1. 경로 추적 주행’ 섹션에서 정의하는 첫
번째 angle과 같다.)
상기 과정을 통해 한쪽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선이 한쪽으로 치
우쳐 있더라도 전 프레임에서 판단한 정보를 통해 오른쪽과 왼쪽 차
선을 구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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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 행 알 고 리 즘
그림 3. 윤곽선 이미지

1. 경로 추적 주행(Maneuver Planning)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중앙을 지키며 주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2개의 변수
angle과 middle을 설정한다. 그림 6은 차선에서 얻는 정보를 도시
한다. 이 그림에서 왼쪽 상단의 좌표는 (0,0)이며 아래쪽이 y축의 양
의 방향, 오른쪽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다. 평면도 하단 중점의 좌표는
(390, 380) 이며 이를 점 M이라고 하고, M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평면도의 중앙이라고 한다.

그림 4. 관심 영역

2.1 차선 방향 벡터
차선이 실선이라고 할 때 차선의 시작점과 연결된 윤곽선을 탐색
(flood fill)함으로써 전체 차선을 찾을 수 있다. 차선 방향의 변화를
알기 위해, 탐색 과정에서 일정 간격 마다 점을 선택하고 점의 좌표
값을 튜플의 형태로 sample_points 리스트에 순서대로 추가하여
차선을 여러 구간으로 나눈다. 이후 sample_points 리스트의 이웃
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구간마다의 방향 벡터를 그림 5와 같이 구하
고 찾은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 , 마지막 차선 방향 벡터라 한
다. 즉, 첫 번째 차선 방향 벡터의 시점은 차선의 시작점이다.
그림 6. 차선에서 얻는 정보

1.1 middle : 중앙 유지
middle은 차가 차로의 중앙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차
로에서 차의 위치를 1차원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차의 진행 방향은
앞바퀴에 의해 결정되므로 앞바퀴의 현재 위치에 따라 차의 진행 방
향이 바뀐다. 따라서 두 앞바퀴의 중점을 기준점 O로 설정하고 점 M
그림 5. 이미지의 경계 및 차선 방향 벡터

에 대한 점 O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여 평면도에서 점 O의 좌표를
구한다. 점 M에서 점 O까지 뒷바퀴의 축과 평행한 방향 성분과 수직
인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거리를 측정하고 이 거리를 픽셀 개수로 변
환하여 점 O의 좌표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가 차의 중앙에

2.1.2 한 차선만 인식되는 경우
한 차선만 인식되는 경우, 수식 (1)을 이용하여 middle을 계산할

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점 O와 왼쪽, 오른쪽 차선 사이의 거리를 각각 , l_dist-r_dist

수 없으므로 인식된 차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라고 하자. l_dist-r_dist의 합은 차선의 폭으로 거의 일정하다.

한다. 유지하고자 하는 거리를 middle_ref라 할 때, 수식 (2)를 이용

middle =

l_dist-r_dist
2

하여 middle을 계산한다.
(1)

middle=middle_ref-r_dist
middle+l_dist-middle_ref

(2)

수식(1)을 이용하여 변수 middle을 정의한다. 이 변수는 차선의 가
운데에서 0이고 왼쪽에서 음의 값, 오른쪽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선의 경우 실험으로 측정한 l_dist-r_dist의 합
이 230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므로 점 O가 오른쪽, 왼쪽 차선 위

middle_ref는 차선의 폭의 절반 또는 차량의 폭보다 큰 적당한 값
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선의 폭의 절반인 115를 사용
하여 계산했다. angle은 인식된 차선의 첫 번째 결과를 사용한다.

에 있을 때 middle이 각각 115, -115이다.
2.2 각진 차선에 대한 경로 계획
1.2 angle : 차선 따라가기

그림 7은 각진 차선의 모식도를 도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도θ가

angle은 두 차선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차선 방향 벡터

70° 이상인 경우를 각진 차선이라고 정의하며, 차선의 시작점과 연

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마

결된 차선을 ‘차선 1’, 꺾인 이후의 차선을 ‘차선 2’라고 부른다. 이러

지막 angle로 정의한다. 이때 angle의 범위는 -π와 π 사이이고, 시

한 차로를 주행할 때, 차의 앞바퀴의 한계로 차선을 따라가는 경로

초선은 평면도에서 y축의 음의 방향이다. angle을 이용해 차선의 방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로에서 차는 원을 그리며(8) 회전 주행을 하기

향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1) 각진 차선 인식, (2) 차선 1, 2가 보일 때 두 차
1.3 앞바퀴 회전각 결정
지금까지 middle을 이용해 현재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고 angle

선에 접하는 원 그리기, (3) 차선 2가 보일 때 차선에 접하는 원 그리기,
(4) 각진 차선 탈출의 순서로 차선을 재구성하여 경로를 계획한다.

을 통해 앞으로 지나갈 차선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middle이 0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벗어나는 반대 방향으
로 앞바퀴의 회전각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 계수를 바꿔가며 주
행 테스트한 결과 (

27
middle ) °만큼 앞바퀴를 돌렸을 때 안정적
50

인 주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iddle이 0에 가까울 때에는 차량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바퀴를 angle만큼 회전하여
차선과 평행하게 주행한다. 이제 뒷바퀴를 구동하면 경로 추적 주
행을 할 수 있다.

2. 경로 계획 (Path Planning)

그림 7. 각진 차선의 모식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량은 카메라로 촬영한 화면을 통해 차선을
인식하므로 같은 차선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차선과 평행하게 앞바퀴를 회전하여 차로의 중앙을 지키며 주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차선의 모양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경로 계획을 사용하여 안정
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2.1 차선을 따라가는 경로 계획
2.1.1 두 차선이 모두 인식되는 경우
두 차선이 모두 인식되는 경우, 수식 (1)을 이용하여 middle을 계
산하고 두 차선 중 긴 차선의 첫 번째 angle을 사용한다. 이때 긴 차
선이 짧은 차선보다 인식 오류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긴 차선을
사용한다.

그림 8. 각진 차선에 대한 경로 계획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 안정적인 회전 주행을 위한 경로 계획 및 경로 추적 주행 알고리즘

위치하여 M과 O의 x좌표가 동일하다. 하지만 x좌표가 동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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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첫 번째 angle과 70° 이상 차이나는 angle이 두 개 이상 있
을 때 우리는 각진 차선으로 인식한다. 꺽인 이후의 차선의 방향에

1. 결론

따라 인식한 차선이 회전 중심에 가까운 안쪽 차선인지 또는 회전 중

본 연구에서는 차선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이용한 차선 인식,

심에서 멀리 있는 바깥쪽 차선인지 구별할 수 있다. 바깥쪽 각진 차

middle과 angle을 이용한 경로 추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특히 급

선을 인식했을 때 각진 차선에서의 경로 계획을 시작한다.

격한 각도 변화가 있는 각진 차선에 대해 원형 차선 재구성을 통한
주행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차에 적용되어 그림 10과 같

2.2.2 차선 1, 차선 2가 모두 보일 때
각진 차선이 인식될 때, 차선 1, 2와 평행하고 안쪽으로 회전 반경

이 시험을 위해 제작된 시험 도로에서의 주행을 완료하며 알고리즘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R(230px으로 정한다)만큼 떨어진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 이 점
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 차선 1, 2에 동시에 접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이 원을 새로운 차선으로 하여 계산한 angle과
middle을 이용하여 1.3의 방법으로 경로를 진행한다.

2.2.3 차선 2만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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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2에 접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은 무수히 많으므로 원의 중심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 9와 같이 차선 2
에 수직인 가상의 차선에 접하는 원을 따라가는 것을 계획하였다. 차
선 2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 Ø, 평면도의 중앙과 차선 2의 교점 P를
구한다. 지금까지 차량이 원을 따라 진행했으므로 점 O는 반지름의
중점에 가까이 있다. 따라서 r=

R
라 하면 P로부터 차선 방향으로 r
2

그림 10. 시험 도로

cscØ-R cotØ만큼 이동한 점 Q가 원과 차선 2의 접점이다.(그림 9)

2. 제언

가 음수이면 차선 방향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Q에서 차선

2.1 조향 능력의 한계

에 수직으로 R만큼 떨어진 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 중심에서 반지름
이 R인 원을 차선으로 설정하여 얻는 middle과 angle을 이용하여
1.3의 방법으로 주행하면 코너 주행이 가능하지만, 점 M이 차선 2
보다 위에 있게 되면 차선을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M이 차선 2보
다 위에 있거나 PM이 40px보다 작아지면 앞바퀴를 회전 방향의 반
대로 18° 회전하여 천천히 후진한다. 후진을 통해 차선을 항상 보며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 모형의 구조상 조향을 앞바퀴 두 개를 같은 각도로
회전하여 주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조향 장치는 형태와 구
조가 다양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주행의 반영을 위해서는 조향기술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 평면 위의 단순 실선 차선에서만의 주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시범 운행을 위해 제작된 모형 도
로(그림 10)의 평면 실선 차선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선 차선
이나 다른 형태의 차선, 오르막길, 교차로 등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운 점이 있다. 때문에 다양한 차선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3 차선 인식 알고리즘 개선
도로 위에 정지된 장애물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flood fill을 사용하
면 차선의 인식이 계속해서 방해받는다. 이때 주행에 충분한 차선 정
보를 얻지 못하여 안정적인 주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차선
인식 알고리즘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림 9. 차선 2만 보일 때

2.4 각진 차선에서의 차선 재구성
2.2.4 각진 차선의 종료
angle이 45°보다 작아지면 회전 주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각
진 차선에서의 경로 계획을 종료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각진 차선에서의 안정적인 주
행을 위해 차선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 차선 2만 보일 때 차량이 중
앙에 있다고 가정하여 원을 그리고 후진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회전
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차장이나 협소한 도로에서 유용하지
만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옆쪽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추가로

를 조절하는 등의 고려를 통해 원을 그리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차선이 한 개만 있을 때에도 차선에 가장 빠르게 접하도록 하
는 주행 경로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정적인 회전 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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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선을 인식하는 기능과 차선에 맞추어 경로
를 스스로 수정해 주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전방의 장애물과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는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파이썬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Python에 구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였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선을 인지한 후 가상의 중간선을 만들고 이를 따라 차량이 움
직이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처음 연구에서 목표로 했던 포락선을 이용하여 가상선을 만들어내 자동차의 경로에 덮어씌워 코너 구간을
더 깔끔하게 돌게 하는 연구는 자동차의 앞바퀴 모터 성능의 한계와 코딩의 복잡성 및 CPU의 낮은 사양으로 인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Keywords: 자율주행자동차, Python, 코딩, 알고리즘, 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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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들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좌표값, 그리고 보정이 끝난 ROI(region of
interest, 관심영역) 이미지, Grid 데이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 및 곡선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
동차를 연구한다 [1,2]. 우리가 상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Python

1.2 자동차 코스 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데이터

을 통해 알고리즘이 프로그래밍되어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는 거리 인식 센서

자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프로그래밍의 기본 조건인 인간이 생각하

로, 장애물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인식한 후 CPU에 데이터를 전

는 방식을 기계에 적용시키기 위해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송한다. 라이다의 민감도 설정에 따라 자동차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이를 구현하였다 [3-6]. 본 연구는

범위가 달라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이다 센

다음의 세단계로 진행하였다.

서는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주행에 필수적인 장치이고, 라이다를 통

단계 1) 자율주행자동차를 조립하고, 기본 명령어 설정을 완료한다.

해 얻는 정보는 장애물들과의 상대적 위치 관계이다.

단계 2)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로 주행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파악한다.
단계 3) 알고리즘을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여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 알고리즘을 적용해 나간다.

2. 카메라 이미지 변환 과정
2.1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과정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

Ⅱ. 본 론
1. 자동차 코스 주행에 관하여
1.1 자동차 코스 주행에 필요한 카메라 이미지

정이다.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획득한 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왜곡을 제거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란 카메라 렌즈의 굴
곡으로 인한 이미지의 왜곡을 원래 상태로 바로잡는 것이다. 카메
라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실제 눈으
로 보는 세상은 3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카메라로 찍으면 2차

자율주행자동차가 코스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원의 영상으로 획득되게 된다. 이때 3차원의 점들이 영상 내에서 어

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이

디에 맺히는지는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영상을 찍을 당시의 카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해

라의 위치 및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영상은 사용된 렌

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카메라로 얻은 정보를 보정한 후, 간략한

즈, 렌즈와 영상센서와의 거리, 렌즈와 영상센서가 이루는 각도 등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색이 변하는 것을 분석해가며 차선을 인식하

카메라 내부의 기구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

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메라로부터 얻은 이미

서 이러한 카메라 내부의 요인을 제거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

지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디노이즈 과정을 통해 필요 정보

진다. 이러한 내부 요인의 매개변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카메라 캘

만 추출하고 흑백으로 바꾼 후, 흑과 백의 색 변화를 추적해내서 차

리브레이션이라 한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완료된 후 ROI

선을 인식하는 것이다. 카메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차선

영상으로 변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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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받은 이미지에서 ROI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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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에 감지되는 신호등의 크기를 통해 신호등이 30cm 이내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과정을 수행한다. 만약 신호등과의 거리가
이보다 크다면 과정 (3)을 수행하지 않고 코스 주행을 한다.
(3) ROI 이미지에서 신호등의 위치를 기존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그림1.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

추정한다.
(4) 추정된 신호등의 위치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밝기를 ROI 이미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있어서 트랙이 아닌 영역은 고려할 필요가

통해 비교한다.

없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카메라가 촬영하는 부분 중 도로

(5) 밝기를 통해 신호등에서 불이 들어와 있는 위치를 추정한다. 이때

의 위치는 카메라 영상의 하단 부분이므로 우리는 카메라 영상의 하

불이 들어와 있는 위치가 오른쪽이라면 녹색등, 즉 light에 True

단 부분을 ROI로 설정한다.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상단의 영상은 제

값을 지정한다.

거하여 주행 판단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 사용되는 ROI 영상은
320x120의 크기를 가지고, 가로방향은 한칸에 40, 세로방향은 한

(6) 과정 (1)~(6)을 통해 얻은 신호등의 위치, 크기, 신호 상태를
반환해준다.

칸에 30이다. 가로방향은 7선으로 나누어 8칸, 세로방향은 3선으로

이때,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면 장애물이 없더라도, 또한

나누어 4칸, 이렇게 총 32칸으로 구성된다. 가로방향 7선을 좌측부

Leftline과 Rightline이 모두 감지되더라도 신호등을 최우선 순위

터 V1-V7로 부르고 세로방향 3선을 상단부터 H1-H3으로 부른다.

로 처리하여 자율주행차는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에서
정지 신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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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선과 Grid Data의 추출
본 섹션에서는 ROI 이미지로부터 차선을 검출과정을 소개한다.

4.2 라이다를 이용한 장애물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주행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차선 인식 및 차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장애물과 30cm의 거리에

선 검출을 위해 Canny Edge Detector를 사용한다. Canny Edge

위치할 때를 기준으로 정지한다. 이때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으면

Detector란 영상에서 다양한 범위의 가장자리를 감지하기 위한 에

LiDAR값이 0인 점에서 착안하여 LiDAR값이 0보다 크고 30보다

지 감지 연산자로, 좌측 차선, 우측 차선, 전방 차선 이렇게 총 3선

작으면 정지한다. 차가 정지명령을 받고 실제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을 인식한다. 또한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안쪽 선들

시간을 직접 확인하여 코드를 수정한다. 또한, Leftline과 Rightline

만 추출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차선의 윤곽선만이 필요하고, 윤곽

이 모두 감지되더라도 보행자를 비롯한 장애물이 감지된다면 자율

선을 획득하기에 이 방법이 연산 과정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

주행차는 정지해야 한다. 따라서 algorithm 파일에서는 장애물

후 ROI 이미지에서 Grid 데이터를 검출한다. Grid 데이터는 ROI 이

감지 시 정지를 차의 주행 상태파악보다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미지에서 V1-V7과 H1-H3까지의 선들이 차선과 만나는 점들의 데

코딩한다.

이터이다.

Ⅲ. 실 험
3. 통신 프로토콜의 정의
통신을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로 총 6 Byte의 제

1. 인간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구현을 시도

어명령을 보내야 한다. 시작 명령은 S이며 종료 명령은 E이다. S와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직선 및 곡선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어떤 알

E 사이에 0, 1, 2는 각각 정지, 전진, 후진을 의미하며 이는 DC 모터

고리즘을 써서 직선 및 곡선 도로를 주행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운전

에서 관리한다 [7]. 또한 그 뒤에 붙는 숫자인 110은 최대로 좌회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운전자들은 직

150은 중립, 190은 최대로 우회전을 의미해 110과 190 사이의 입

선 도로에서는 오른쪽과 왼쪽 차선을 보고 그 가운데를 주행하고, 회

력값을 통해 회전의 정도를 조절하며 이는 서보 모터에서 관리한다.

전구간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커브의 바깥 선으로 붙으려는 경향이

4. 신호등과 장애물의 인식
4.1 신호등 위치를 감지하는 순서
본 연구에서는 신호등을 인식하기 위해 findTrafficLight() 함수를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운전자 특성에 기반하여 Python으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때 직선 구간의 경우는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
선을 인식한 후, 그 두 차선 사이의 간격을 계산한 후 중간점을 설정
하고 가상의 주행 경로를 만들어 주행하게 했다.

사용하였다. 이 함수는 신호등의 위치 감지 기능과 녹색등 여부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위치 감지 기능은 신호등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1.1 기본 주행 알고리즘의 한계

정지 신호를 감지하여 정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신

처음에는 코드를 단순하게 작성하기 위해 회전구간에도 상기 명령

호등의 위치를 감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어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자동차가 탈선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원
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안쪽 선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왼쪽 회전을 할 때는
왼쪽 선이 잡히지 않고, 오른쪽은 그 반대 상황이 출력되었다.

3.2 포락선의 계산

앞서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전구간 주행시 원만하게 회

포락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좌표평면과 기존의 데이터들을 좌표평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결과 한 선만 고정되어 있다면 회전

면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좌표평면은 가장 최신의 ROI 이미지를 선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 방법은 코너를 돌 때 자동

형 변환을 통해 왼쪽 차선과 오른쪽 차선이 최대한 서로 평행하도록 만

차가 보내주는 정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환(override)해

든다. 행렬의 곱을 통해 선형 변환을 하고, 행렬은 기존에 사용을 고려한

서 보내주어 회전시 원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ROI 영상에서 차선들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함수를 가져와서 만든다. 이

이 해답은 구현하기 용이하지 않았다. 우선 자동차가 원 궤도를 돌게

를 통해 좌표평면과 ROI 이미지를 구현해내면, 왼쪽 차선을 나타내는 선

하려면 그림 2의 왼쪽 하단부와 같이 돌려고 하는 원 궤도의 중점에

과 오른쪽 차선을 나타내는 선이 좌표평면에 인식된다. 그 후, 그림 2에

서 바퀴의 중점에 그은 선이 바퀴가 향하는 방향과 수직이어야 한다.

도시한 것과 같이 직선들을 정의한다. 그림 2의 왼쪽 차선의 예와 같이,

하지만 현재 상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앞바퀴 두 개가 하나

인식이 되지 않는 차선이 아닌 인식이 가능한 다른 차선과 r1의 거리를

의 모터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원

가지는 직선 l1을 두 차선 사이에 정의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방향

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과 평행한 직선 l2를 정의한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ROI 이미지에서 직선

파이썬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2. 원 궤도를 이용한 새로운 코딩의 시도와 결과

l1의 가장 끝점을 잡은 후 B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ROI 이미지
에서의 자동차의 위치를 A라고 정의한다. A, B와 직선 l1, l2의 교점 사이
를 각각 6등분하고 각각의 좌표끼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하여 기울
기와 좌표값을 기억한다. 그 후 직선 6개의 교점들을 계산하고 각각의 점
에 자동차가 도달하는 순간, 이전에 기억한 기울기들로 바뀌게 하면 자동
차는 포락선을 그리면서 회전한다. 그 후, 점 B에 도달하면 중점을 찾는
기존 함수로 돌아간다.

Ⅳ. 결 론
그림2. 원 궤도를 이용한 자동차의 궤적

비록 알고리즘의 피드백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더욱 창의적이고 범용성 높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포락선을 사용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 하나의 임의의 선에 자동차

3. 포락선을 이용한 새로운 코딩의 구현
원 궤도를 구현해 낼 수 없는 모터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생각해 낸 것이 포락선이다. 포락선은 그림 3에서 도시하듯 많
은 직선들의 집합으로 근사해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

를 접근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응용할 수 있어 기존의 두 차선을 모두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알고리즘의 시행착오
를 겪으면서 더욱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에 가까운 알고리즘을 만들
어 낼 수 있었다. 이 연구가 후속 연구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에서 소개하는 기울기 변환은 앞바퀴 모터가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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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성벽 공법의 문제점 탐구
김채연, 박지호, 송수인, 이지윤, 정성훈, 조성아 (인천하늘고 3학년)

1. Introduction
수원 화성은 정약용의 설계에 따라 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외축내탁
(外築內托)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본 연구팀에서는 돌을 주재료로 사용
했을 때의 문제점을 유지 보수 측면과 유사시 방어력 측면으로 나누어
탐구하였다.

② 외축내탁 공법의 문제점 : 방어에 불리
외축내탁 공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유사시 적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성
내 모든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단 한 곳이라도 뚫리면 모
든 방어선이 무너지는 셈이다.

2. Methods
① 내외협축(內外夾築) 공법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중국 성벽은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벽돌로 쌓아
올리는 내외협축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내외협축 공법은 튼튼한 성
벽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직으로 벽돌을 들

[그림 3] 화성 성벽의 안과 밖

어 올리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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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축내탁 공법의 단점
[그림 1] 벽돌을 활용한 내외협축 공법
내외협축 공법으로 쌓은 성벽은 적군이 성벽으로 올라와도 성안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선이 일시에 무너지지 않는
② 외축내탁(外築內托) 공법

다는 장점이 있다.

조선 후기 화성 성벽은 성벽 바깥쪽은 돌로 쌓아 올리지만 그 안쪽은 작
은 돌과 흙으로 다져 넣는 외축내탁 공법으로 쌓았다. 외축내탁 구조의 성
벽은 흙을 이용하여 언덕을 만들어 다진 후 돌을 끌어 나르는 방식으로 공
사하기 때문에 돌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 없다.

[그림 5] 중국 서안 성벽의 안과 밖

[그림 2] 외축 내탁 방식으로 쌓은 화성 성벽

3. Results

[그림 6] 내외협축의 장점

① 주재료 돌의 문제점 : 배부름 현상

4. Discussion
화성의 외축내탁 공법은 건설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은 있으나 성벽의 가운데가 부푸는 배부름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적군에 의해 단 한 곳이라도 방어선이 무너지면 성 전체가 뚫릴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평상 시 성벽의 유지 보수는 물론
전쟁 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고 성벽
벽돌과 달리 돌은 석회가 붙지 않기 때문에, 특히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외축내탁 공법 같은 경우에는 돌과 돌의 이음새를 흙과 자갈로 채워야 한
다. 그러나 호우 시 물기가 많은 토사의 압력으로 인해 붕괴가 일어나기도
하며, 또는 토사가 유실되어 만들어진 빈 공간으로 인해 돌이 튀어나오기
도 한다. 위에서 누르는 내부 힘이 계속 누적되면 성벽이 부분적으로 배가
부른 것처럼 튀어나오는 현상인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은 내외협축 공법으로 쌓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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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문 방어 체계의 문제점 탐구

1. Introduction

3. Results

화성은 수원천(水原川)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화성의 물길은 북수문인

화성의 수문들은 홍예문 상단에 포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수문 자체

화홍문에서 도시로 유입되어, 남수문을 통해 흘러 나가게 되었다. 화성의

가 하나의 요새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수문 하단은 쇠창살로 만들었

수문들은 바깥쪽에서는 성벽이지만 내부에서는 수원천을 가로지르는 교

다. 조선 후기의 쇠 창살의 재료는 화포와 마찬가지로 구리와 주석을 섞은

량(돌다리)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팀은 화성 수문 하단에 있는 ‘쇠창살 문’

청동 합금이었을 것이다. 청동은 강도, 연성이 크고 내식성과 내마멸성이

의 문제점을 탐구하였다.

우수하다. 조선 후기 창동 합금의 특성을 볼 때 구리(86.5∼93.0%), 주석

웅합 연구 포스터 발표

김민후, 김성은, 박재연, 성주연, 유진우, 이유진, 조미성 (인천하늘고 3학년)

(5.0∼7.5%)의 비율을 가지고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그림 1] 물길을 중심으로 본 화성

2. Methods
① 문헌 연구와 답사 : 『화성성역의궤』의 도면 분석과 화성 현장 답사
② 논증 : 조선 후기 제작한 쇠창살의 강도

[그림 4] 구리와 주석의 상평형도
아무리 청동이 대기 중 내식성 및 해수에서의 저항력이 우수하다고 하더
라도, 수문 밑 쇠창살 문이 수원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
로 부식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적의 쇠창살 절단 시도를 막아내기 어

① 북수문

렵다는 한계가 있다. 쇠창살 절단기는 16세기 이탈리아 공학자 라멜 리가
그린 도면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림 2] 『화성성역의궤』북수문 외도와 복원한 북수문 외부
② 남수문

[그림 5] 절단기를 활용하여 쇠창살 문을 제거하는 16세기 삽화

[그림 3] 『화성성역의궤』남수문 외도와 복원한 남수문 외부

4. Discussion
화성의 수문들은 상단은 화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지만, 물이 흐르는 하
단은 쇠창살 문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따라서
수문 하단 쇠창살 문이 뚫렸을 경우를 대비한 차단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유사시 물길을 돌려 성안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차단하고 수문 하단 구멍
을 폐쇄하는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어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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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수문의 문제점 탐구
고정원, 김민지, 김태준, 이서연, 정민주 (인천하늘고 3학년)

1. Introduction
화성은 수원천(水原川)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수원천 하류에 위치한

본 연구팀은 홍수 시 늘어나는 물의 양에 비해 수원천의 폭이 좁아 빨

남수문은 1846년에 홍수로 유실되어 복원하였으나, 1922년 두 번째 홍

라지는 유속을 이기지 못한 것이 남수문 붕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

수로 또 다시 유실되었다. 그 후 거의 90년 간 방치되었다가 2012년에

다.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폭*높이)으로 나눈 값이다. 강수량이 늘어나

야 복원되었다. 본 연구팀은 화성 남수문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을 탐

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수심도 깊어지므로 단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구하였다.

데 이 증가량보다 유량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홍수 시 유속
이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수원의 월별 강수량과 유량을 조사하여 증가
하는 유속을 알아보았다. 우선 평년값(30년 동안의 평균값)을 살펴보았
을 때 수원시의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22.4mm, 가장 많은 달
은 7월로 351.1mm이다. 유량은 갈수 시 0.17㎥/s, 홍수 시 6.47㎥/s
이다(1999년 기준).

U(유속: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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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수문 2차 복원 (2012년)

Q(유량)
A(단면적)

유량=m3/s

단면적=m2

본 연구팀은 홍수 시 남수문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증가하는 유량에 맞
춰 수원천 하류의 폭과 남수문의 길이를 조정한다면 수문의 붕괴를 막
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런데 유속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단면적을 늘린다면 유속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2. Methods

되었다. 이에 따라 수문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단면적을 넓히면 홍예문에
미치는 유속이 작아지고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① 문헌 연구와 답사 : 『화성성역의궤』의 도면과 남수문 현장 답사
② 논증 : 수원천의 유속과 유량을 고려한 남수문의 규모 제안

홍수가 날 시 수문은 무조건 붕괴된다고 가정하며 물이 남수문과 닿는

3. Results
① 남수문 외부

면적을 A라 한다. 평상시 수원천의 유속은 약 0.25m/s이고, 하천의 폭
은 30m이며 수심은 0.5m인데, 이때의 물의 무게는 3.75kg이다. 충격량
공식을 활용하여 충격량을 구한 결과, 0.9375kg⋅ m/s이고 나아가 단위
면적당 충격량은 0.9375/A이다. 홍수 시 수원천의 유속은 약 1.6m/s이
고 하천의 폭은 30m이며 수심은 1m인데, 앞의 경우와 같이 계산한 결
과 물의 무게는 33kg이다. 충격량 공식을 활용하여 충격량을 구한 결과,
76.8kg⋅ m/s이고 나아가 단위 면적당 충격량은 76.8/A이다.
홍수가 나지 않을 최대한의 유속은 0.9m/s이라 가정할 때 단위 면적당
충격량은 17.01/A이다. 따라서 76.8÷17.01의 값이 약 4인 점에서,
수원천이 빠져 나가는 남수문의 폭을 현재보다 약 4배로 늘여야 홍수로

[그림 2] 『화성성역의궤』 남수문 외도와 복원한 남수문 외부

인해 수문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② 남수문 내부

4. Discussion
수원천 하류에 위치한 남수문이 홍수로 두 차례나 유실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설계는 홍수에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수문
의 폭을 4배 이상 늘려야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화성성역의궤』 남수문 내도와 복원한 남수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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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설물의 미적 가치와 공학적 기능 탐구

1. Introduction
조선 시대의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 화성은 축조 당시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는 정조의 지시로 인해 미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이 적을 오히려 두렵게 한다는 정조의
말을 토대로, 화성의 여러 방어 시설물들의 미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화성
건축의 아름다움에 관해 탐구하고자 한다.

④ 동·서양의 미적 가치
서양에서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건축물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동
양에서는 건축물 사이의 관계 혹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어울림에서 느

웅합 연구 포스터 발표

손예지, 윤가영, 이은규, 전찬웅, 최준명 (인천하늘고 3학년)

껴지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9가지의 미적 가치를 동양과 서
양의 미적 가치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피험자에게 응답을 유도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종합 결과

2. Methods
미적요소
① 문헌 연구와 답사 : 『화성성역의궤』의 도면과 현장 답사
② 주관적 미적 평가 : 고등학교 2학년 156명을 대상으로 장안문, 북수문,
동북공심돈,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의 사진을 하르트만의 미적 평가
기준 중 선정한 9개의 미적 기준과 함께 제시하여 적합한 미적 가치를
3개 선택하는 방식.

동양의
미적 가치

미적 요소

서양의
미적 가치

빛의 미

74

선의 미

221

조화의 미

117

절제의 미

165

다양성의 미

86

비례의 미

115

뜸의 미

143

구조의 미

233

음양의 미

100

설문 결과를 보면 동양의 미적 가치가 서양의 미적가치에 비해 비중이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의 미적 가치는 체험적 성격이 강하고 이는 단

3. Results

순히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닌 직접 그 공간을 체험해야 느낄 수 있
는 가치들이다. 설문 결과에서 동양의 미적 가치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표 1] 종합 결과
미적
요소

장안문

북수문

선
절제
비례
빛
조화
다양성
구조
뜸
음양
합계

81
7
36
12
19
17
55
29
8
264

31
15
28
17
42
25
61
7
32
258

시설물
동북공
심돈
69
33
13
20
14
11
35
36
16
247

그것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방화수
류정
15
45
16
9
32
23
49
45
19
253

서북공
심돈
25
65
22
16
10
10
33
26
25
232

합계
221
165
115
74
117
86
233
143
100
1254

⑤ 우선적으로 여기는 미적 평가 요소
최대 득표수와 최소 득표수의 차이가 30표 이상인 아름다움에는 ‘선의
미’, ‘절제의 미’ 그리고 ‘조화의 미’가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 미적
가치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선
의 미’와 ‘절제의 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빛의 미’, ‘다양성의 미’, ‘구조의 미’ 그리고 ‘음양의 미’는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득표수가 200표 이상인 아름다움에는 ‘선의 미’, ‘절제의 미’, ‘다양

①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의 ‘절제의 미’

성의 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세 가지의 아름다움은 사람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은 모두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이에 대

들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하는 요소이거나 화성에서 잘 드

한 미적 평가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동북공심돈의 경우에는 단순함에서

러나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나오는 아름다움인 ‘절제의 미’가 33표로 저조한 반면에 서북공심돈은
65표로 많은 표를 차지했다.

전체 득표수가 100표 이하인 아름다움에는 ‘조화의 미’와 ‘음양의 미’
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잘 고려하지 않는 것이거나 화성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이라

②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의 ‘곡선의 미’

고 할 수 있다.

동북공심돈은 수원 화성의 유일한 원형 모양의 건축물로서 그 가치를 무
시할 수 없다. 서북공심돈의 미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정
조일 것이다. 서북공심돈의 설계를 직접 도운 정조는 그 건물에 애착이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를 아주 높게 했다. 하지만 동북공심돈 또한 미적
으로 높게 평가 받아야 할 대상이다. 동북공심돈은 원형 형태의 건축물

4. Discussion

로, 서북공심돈과는 달리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 힘이 분산되어 방어
에도 유리하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화성에서의 각 구조물을 현대인의 시선에서 바라
본 미적 가치와 각 건물들의 공학적 기능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건축
물의 기능과 미적 가치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③ 방화수류정과 서북, 동북공심돈의 ‘절제의 미’
‘절제의 미’는 ‘소박함의 미’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장식적으로 절제된 아름다움 :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
규모적인 측면에서의 절제된 아름다움 : 방화수류정

공학 없는 미적 가치란 존재하지 않고, 미적 가치가 없는 공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학적 아름다움’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모든 공학 구조물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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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심돈의 사각지대 탐구
권선영, 김준희, 나해윤, 노 설, 오나영, 이인희 (인천하늘고 3학년)

1. Introduction
공심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적이 숨을 수 있는 시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북공심돈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 지대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북공심돈과 같은 원형 공심돈이 사각 지대를

이다.
이제, 이 식을 각각 계산해보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다.
다음으로,
여기서

로 치환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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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이다.
① 『화성성역의궤』의 도면과 현장 답사
그러나 이 식은 계산하기에 복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② 공심돈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멍 간격

의값

을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부채꼴의 넓이)

3. Results

이므로,

이다.

(이때, 점 P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는

이다.

다음으로, (직각삼각형의 넓이)

이므로,

이다.

결국, 구하려는 값 S는
한편,

이다.

이므로

이다.

다시 정리하면,
[그림 2] 서북공심돈 『화성성역의궤』

이다.

이 사각지대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인지할 수 있도록, 사
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넓이(S)가 사람 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보다 작아야 한다. 이 때, 사람 한 명이 차지하는 넓이의 계산에
는 최근에 있었던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경찰들이 사용한 계산법을 이용
하였다. 1평

에 8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 한명이 차지

하는 넓이는

이다.

을 계산하면,

이다.

이를 만족하는 적절한 t의 최댓값은 0.526462...이다. 여기서, 본 연구에
서는 계산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0.5(m)라고 하였다.
[그림 3] 동북공심돈 『화성성역의궤』

그렇게 되면

당시 조선시대 평균 남성의 어깨 너비가 40cm이므로, 공심돈 구멍의 가
로 세로 길이를 각각 40cm, 30cm라고 정하였다. 이후, 사람이 가운데에
서 밖을 관찰한다고 가정하면 시야각 에 대하여
공심돈에 구멍을 뚫는 위치를

호의 길이를 이라고 하자. 그러면
따라서

는

에서 P까지
이다.

이다.

이된다.
라고 하였다.

(이때,

).

P에서의 시야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면
Q에서의 시야에 대한 함수는

이다.

이고,
이다.

4. Discussion
원형 공심돈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멍과 구멍 사이의 최대

이 두 식은 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제 1사분면만 계산하고 그 값에 2

거리는 1m이다. 단, 사각형 공심돈은 1 이내로 구멍을 내도 사각 지대를

배를 하였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넓이는 시야에 대한 계산에서 성벽이 차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성벽의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형 공심돈

지하고 있는 부분을 빼서 구하였다. 먼저 사각지대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의 구멍 사이의 최대 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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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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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과 발표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필요성
·창의인재 교육을 중시한 융합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학습, 수행평가 등의 교육방법론이 대두되면서 탐구 활동을 통한
수준 높은 실험 및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단위학교 발표에 그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 고등
학생이 발표할 수 있는 전문 학술지는 전무한 상태임.
·국내외 저널에 미성년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우 대입에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논문을 대체할 포스터
발표 형태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이 필요함.

1. 주제
※ 논문 : 자율주행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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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자유 주제

2. 자격
※ 논문 투고 자격
2018년 자율주행자동차 경진 대회 본선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팀 소속 개인이나 단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
※ 포스터 논문 투고 자격
·한국공학한림원 선정 청소년 공학 리더 프로젝트 선정 학교(8개 교)
·학교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성과(사교육 배제)
·지도 교사 1명 이상의 지도를 받는 연구 성과물(사교육 배제)
·위 조건을 갖추 고등학교 개인이나 단체(2인 이상 8인 이하)
·논문이 아닌 학술제 발표문 수준의 연구 성과물
3. 출판 일정
① 마감 : 2019년 5월 31일까지 제출.
② 심사 :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 후 게재 대상 논문 수정
③ 출판 :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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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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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5. 그림과 표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읽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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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밑에,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기입하며, 설명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표, 그림캡션은 8.5point, 줄 간격은 150%, 서체는 중고딕, 왼쪽 여백은 6ch, 내어 쓰기 6ch를 한다(단, 표 1, 그
림 1만 진하게 한다).
6. 인용된 참고문헌은 원고의 끝에 기재하며, 인용번호를 본문의 인용 장소에 반드시 기입하고, 인용순서 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책명, 출판사, 인용페이지, 출판년도.
[1] : 홍길동, 전기기기공학, 동명사, pp. 186-19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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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홍길동, 김유신, “2상8극형 HB형 리니어 펄스모터의 자속분포와 정특성 해석”, 대한전기학회논문지,
제42권, 9호, pp. 9-18,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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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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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최종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최종 편집과 교정은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진행한다.
① 원고 내 모든 항은 양쪽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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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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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내용부터 2단 편집형식이다. 첫 페이지의 편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초기화면에서 “모양-편집 용지”를 선택한 후 용지 종류 A4, 용지방향 보통, 여백주기에서 위쪽 19, 아래쪽 19,
왼쪽 18, 오른쪽 18,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은 0으로 한다.
2) “모양-다단”을 선택한 후 단수 2단, 단 간격 8, 단구분선 투명으로 한다.

⑥ 표 박스에는 한글제목, 영문제목, 저자한문․ 영문이름, Abstract, Key Words 순으로 편집이 되는데 표 박스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0, 0, 0, 0, 밖 여백 0, 0, 0, 10을, 위치는 문단, 틀 배치는 자리차지를 지정한 후 완료한다.
2) 화면에 9줄 박스가 나오면 표 안에서 F5 키를 누른 후 F3을 누르고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9째 줄까지
블록을 지정한다.  키를  눌러  선  종류에서  전부와  투명을  지정하여 선  모양이  보이지  않게  한다.
3) 표 박스 첫째 줄에는 한글제목이 들어가는데 이줄 오른쪽 끝에는 논문 Volume과 Number 표시를 하기 위해
표 나누기를 한다. 길이는 가로 20mm, 세로 15mm로 만든다. 두 줄을 만들어 윗줄에는 논문 또는 속보논문
표시를 하고, 아래 줄에는 Volume과 Number, 논문게재순번을 표시한다. 10point, 서체는 중고딕으로 한다.
⑦ 한글제목은 16point, 서체는 중고딕, 줄 간격은 130%, 진하게로 한다.
⑧ 영문제목은 12point, 서체는 중고딕, 줄 간격은 130%, 진하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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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표-표 만들기”를 선택한 후 칸 수 1, 줄 수 9를 지정한 후 Enter Key를 치고 표 메뉴에서 안 여백

⑨ 저자명은 10point, 서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130%로 한다.
저자소속이 다를 경우 구분은 “*, **, ***, §, §§, §§§, #”순으로 하여 윗첨자로 표시하며 1단 왼쪽 하단의 저자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Abstract는 8.5point, 서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130%로 한다.
단, Abstract 표시만 진하게로 하고 ‘-’ 을 넣어 내용을 게재한다.
⑪ Key Words는 8.5point, 서체는 신명조, 줄 간격은 130%로 한다.
단, Key Words 표시만 진하게로 하고 ‘:’ 을 넣어 내용을 게재한다.
⑫ 표 박스 안의 한글제목과 영문제목 사이, 영문제목과 저자이름 사이, 저자이름과 Abstract 사이, Abstract와
Key Words 사이 여백은 전부 1cm로 통일한다. 이는 본문크기 8.5point로 Enter Key를 두 번 사용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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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수식 편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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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h, 내어 쓰기 3c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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