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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첨단안 차량의 개발시 실제 자동차를 활용하여 주행제어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임베디드지능형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테스트하여 개발에 소모되는 

에 지와 비용을 약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제어시스템은 임베디드 지능

형 자동차에 설치되어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구축된 테스트베드에서 상을 통해 감지한 차선 

정보와 외선 거리 센서를 통한 장애물 정보를 통합하여 주변 상황을 단, 한 주행 시나리오를 

선택하는가를 테스트 하 다.

1. 서론

  교통에 소모되는 에 지와 교통사고, 환경오염등을 감소

시키기 해, 기존 교통 체계에 정보, 통신, 컴퓨터제어 등

의 기술을 목하여 이동성과 안 성, 효용성을 극 화하

는 지능형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ITS)가 연구  도입되고 있다. ITS의 과제로 첨단안 차

량(Advanced Safety Vehicle, 이하 ASV)이 있는데, ASV

는 자동차와 보행자 안 측면에서 보다 능동 인 안 시

스템을 추가한 자동차이다. ASV는 크게 주행보조와 자율

주행기술로 나 어 연구되고 있고 궁극 으로 완 자율주

행이 ASV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재 다양한 국가와 

연구 기 에서 ASV에 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고, 부

분 실제 자동차를 활용하여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ASV의 자율주행제어시스템을 개발

할때 실제 자동차와 유사하게 제작된 임베디드지능형 자

동차를 활용하여 보편 인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 

도로환경을 고려한 가상의 테스트베드에서 테스트하는 방

식을 제안한다. 

2. 기존 황

가. 국외 기술 황

   일본은 오래 부터 ASV 기술에 을 맞추어 연구

해왔다. 표 으로 ACC(지능형 순항 제어), LKS(차선 

유지 보조), APS(자동주차보조), FRMS( 후방모니터링시

스템)등의 DSSS(주행안 지원시스템)가 장착된 혼다

-ASV4 가 있다.

   미국은 독립  자율주행 쪽으로 연구가 활발하다. 2007

년부터 DARPA에서 주 하는 무인자동차 회가 Urban 

Challenge로 변경하여 개최되고 있다.

   유럽은 CityMobil이라는  교통에 첨을 맞춘 

로젝트가 진행 이다. 재 런던 히드로(Heatthrow) 공항

에 ULTra라는 자율주행 미니 버스가 2009년에 운 할 

정이다.

나. 국내 기술 황

   2012년까지 지능형자동차분야에서 련 핵심부품  

시스템기술들을 확보해 조기 상용화 한다는 목표로 

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주도하여 무인자동차의 주요 기술들

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도 6인승 무

인셔틀버스를 개발, ETRI 구내에서 운행하며 안 성 시험 

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지능형 자동차 제어 분야의 소

트웨어 개발은 부분 실제 자동차에 센서를 부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통해 제어 소 트웨어 등을 개발

하고 있다. 

3. 자율주행제어시스템에 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상처리시스템, 센서처리시스템 

그리고 주행제어시스템으로 자율주행제어시스템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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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처리 시스템

   먼  차선인식을 해 YUV 컬러공간을 사용하 다. 

YUV 컬러공간을 사용하 을 경우 RGB 변환 과정과 이

진화 과정을 제거 할 수 있어 처리속도 향상을 가져온다. 

차선색상추출을 하여 차선의 색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제한 하 다.

  상에서의 에지를 검출하기 하여 재 존재하는 여

러 가지 에지 추출 알고리즘 에서 YUV 공간에서 에지 

추출이 가능한 Minimal Spanning Tree 기반 에지 추출 

기법을 용하 다.

   추출한 에지에 Hough 변환 알고리즘을 통하여 차선을 

검출하 다. 이 Hough 알고리즘은 동일 직선상의 들을 

한 선으로 모아 직선으로 변환한다. xy 평면에 직선이 있

다면 y=ax+b로 표 이 되고 이를 ab평면상으로 옮기면 

(a,b) 좌표계가 된다. 그림 1은 에지 검출 후, Hough 변환

을 거친 결과이다.

(그림 1) 에지 검출  Hough 용

나. 센서처리 시스템

   장애물 감지  충돌 방지, 자동 주차를 해 외선 

(거리)센서를 사용하 다. 외선 거리 센서의 거리측정방

식은 삼각 측량의 원리를 사용하여 반사 이 들어 오는 

각도인 입 각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이 입 각을 감지하

는 범 가 클 수록 노이즈에 취약하고 다른 원들에 의

한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이즈의 보정에 

a-trimmed 평균필터 알고리즘으로 보정하 다. 

   a-trimmed 평균필터 알고리즘은 셈 링한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과 낮은 값을 노이즈로 단하고 나머지 값으

로 평균화 하여 거리 값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경

우 셈 링 데이터의 량이 많을 수록 더 정확한 값을 보장

할 수 있으나, 체 으로 반응 속도는 늦어질 수 있으므

로 한 셈 링할 데이터량을 결정해야 한다. 

   센서가 장애물을 발견 하 을 경우 장애물의 방향 

단을 하여 속도를 감속하거나 안 한 방향으로 회피할 수 

있는 주행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주차의 경우에도 센서의 

감지 방향에 따른 주차 시나리오를 선택하도록 하 다.

다. 주행제어시스템

  주행제어시스템은 상처리시스템과 센서처리시스템의 

결과 값을 참조하여 그림 2 와 같은 32bit의 주행제어인덱

스를 생성한다. 체 처리 속도의 고속화를 해 주행제어

인덱스의 연산은 CPU의 지스터만 사용하도록 하 다.

   주행제어인덱스는 조향각 데이터(8bit)와 4개의 거리센

서 데이터(20bit), 장애물 별 데이터(1bit), 그리고 방 

장애물 치 데이터(3bit)로 구성된다. 주행제어인덱스는 

B-Tree로 구성된 주행시나리오트리의 인덱스로 사용되며 

10ms 간격으로 처리된다. 한 각각의 부분 데이터를 인

덱스가 포함하여 시나리오에 달하여 주행제어에 사용하

도록 하 다. 

   시나리오는 기본동작함수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넘겨받은 주행제어인덱스를 활용하여 주행을 제어한다. 이

러한 처리 방식은 수동 인 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베

디드 코어의 처리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능동 이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최근 처

리능력이 확장된 임베디드 코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주행제어인덱스 구성

4.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임베디드지능형자동차는 S3C2440 코어

를 사용하는 보드를 탑재하고 있고 최 한 일반자동차의 

규격과 동작원리를 참고하여 제작되어 있다. 기본 인 사

양은 표 1과, 외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능형자동차 외형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682 -



항목 규격  내용 비고

크기  무게 305*190*117mm 약 1750g

최고속도 1000mm/sec

구동모터 DC서보모터 (12V-7W)

임베디드 보드 EV2440 S3C2440

카메라 CMOS 1.3M

거리센서 외선거리센서 4set

바퀴분해능 390step/1회

<표 1> 지능형자동차 제원

   

   주행 테스트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그림 4 와 같

이 테스트베드를 구성하여 실험하 고 테스트베드의 도로

폭은 일반 도로의 규격을 참고하 다.

(그림 4) 주행테스트베드

   실험은 차선을 인식하여 추종하는 기능과 장애물 인식

후 감속 는 회피기동을 하는 것에 을 두었고, 원거

리 장애물의 경우 감속과 회피기동을, 근거리 장애물의 경

우는 일시 정지를 하는지 테스트 하 다. 측면 장애물의 

경우 터 을 이용하 고, 터 에 진입시 감속여부를 확인

하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상처리와 센서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제어 시스템을 임베디드 환경에서 구축하고 테스

트하여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율주행제어시스템

을 한 알고리즘 구 과 테스트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  

  완 한 자율 주행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는 물론 실

제 차량을 사용한 테스트가 필요하나, 검증되지 않은 알고

리즘등을 테스트 할때 임베디드지능형자동차를 사용하여 

에 지와 비용을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에 기본 으로 구 해야 하는 

차선의 인식과 장애물 탐지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구성

의 주행제어시스템을 구 해 보았다. 차후 임베디드지능형

차량에 탑재된 보드에 GPS와 같은 치 기반 모듈을 확

장하고 상과 센서처리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복잡한 

치 기반의 자율주행제어 시스템을 구 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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