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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무인 자율 자동차는 사람이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무인 자동차’와는 달리 센서, 메라와 같은 ‘장애물 인식장치’
와 GPS모듈 과 같은 ‘자동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조향, 변속, 가속, 브
레이크를 도로환경에 맞춰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에는 차량제어기술, 차
선인식기술, 충돌 회피 기술 등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센서뿐만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
목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형 무인자동차의 제작을 통한 알고리즘과 그 평가에 대
해서 나타낼 것이다.

1. 서    론

무인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 목표지점
까지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 자율주행자동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구
현을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식, 속도의 가감 및
회피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들의 구현을 위
해 센서와 구동기, 제어용 MCU와 같은 하드웨어와 제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반복된 실험 및 평가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 및 평가 과정의 하나인 소형 무인
자동차의 제작을 통한 알고리즘의 구현과 그 평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무인자동차의 제작 및 평가 

  2.1 지능형 무인자동차의 구성 및 역할
지능형 무인자동차는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
는 감지 시스템, 가 감속 및 조향 등의 작동을 취하는 구동기와 감지 시
스템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구동기로 명령을 내리는 제어기 등
으로 구성된다.
감지 시스템의 경우 GPS와 소형 INS 등을 이용하여 자기 위치를 결
정하며, 레이저 스캐너와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도로 상황 및
장애물 유무를 감지하고, 이를 사용가능한 데이터의 형식으로 변경시켜
주는 sub control unit등으로 구성된다. 감지 시스템에서 가공되어 처리
된 데이터를 Main Control Unit이라고 하는 통합제어장치를 이용해 주
행상태 및 도로상황을 지능적으로 파악하고 Electronic Control Unit과
같은 구동기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명령을 내려주는 일을 한다. 이러한
무인자동차의 구성 및 역할에 따라 소형 무인자동차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2.1.1 소형 무인차의 감지 시스템
무인자동차의 핵심은 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로 GPS,
레이저스캐너, 레이더, 카메라는 기본이고 관성항법장치 등의 첨단센서
가 총동원 된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며, 특정 센서만 가지고는 무인자
동차가 겪을 돌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장착하고, GPS도 오차범위가 작게 한다. 소형 무인차의
감지 시스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행선 감지기(lane sensor),전방의 장
애물을 감지하기 위한 초음파 감지기(sonic sensor), 외부 신호를 입력
받기 위한 표시 판독기(maker reader), 그리고 주행 속도를 감지하기 위
해서 주행 모터의 회전축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속도 감지기 등이 있
다.

  2.1.2 소형 무인차의 구동기 구성
구동기로는 카메라모터, 조향을 하는 조향모터, 구동모터로 구성된다.
그런데 속도 감지기와 주행 모터의 경우 회전 속도의 제어로 인한 주프
로세서(Main processor)의 부하를 줄이고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 보조
프로세서(Sub processor)가 직접 제어한다.
  

  2.1.3 소형 무인차의 통합제어장치
제어 시스템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항법용 제어장치와
주행용 제어장치이다. 항법용 제어장치는 GPS, Radar 등 외부 센서들의
Data를 취합,계한하여 조향각과 주행속도를 주행 제어장치로 보내게 된
다.
주행 제어장치에서는 항법용 제어장치에서 보내온 Data를 제어 알고
리즘에 적용하여 조향장치와 모터, 가속제어장치로 보내어 주행 속도제
어를 하게 된다.안전을 위해 주행 제어장치가 오작동 할 경우를 대비하
여 주행 제어장치의 내부에 비상용 제어장치가 있어서 서로 check
siganl을 통하여 확인한다. 주행 장치가 고장 날 시 비상용 제어장치에
서 서브모터에 비상정지 신호를 보내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 통합제어장치
   
  2.2 소형 무인차의 주행
무인자율주행차량의 통합제어시스템은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 자율주
행차량 센서들로 구성되며 이 신호들은 MCU에 의해서 각종 Actuator
로 보내져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MCU는 센서와 Actuator의 고장을 진
단하고 보상하는 Fault management시스템을 포함한 조향,제동,가속제어
를 수행한다.

  2.2.1 소형 무인차의 제동장치
카메라 영상에 정지선이 확인되면 서서히 감속을 하기 시작하
며, 라인감지용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을
인식하면 안전지대에 정지를 하도록 한다. 즉 카메라에 의해 정
지선을 인식하여 강력한 서보 모터의 토크제어를 통하여 브레이크를
제어하게 된다.
브레이크는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조금의 이
상이라도 발견 될 경우 비상제어장치에 의하여 무조건 정지신호를 받아
들여 최대 감속을 실행하게 한다.
 
  2.2.2 항법 시스템
무인자동차에 필요한 항법 시스템은 주로 DGPS, GPS, Digital
Compass,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등을 독립 혹은 결합하여 사
용한다.
DGPS는 두 수신기가 가지는 공통의 오차를 서로 상쇄시킴으로써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GPS는 DGPS의 수
신감도가 떨어질 때 이를 대비한다. 또 Digitlal Compass를 이용하여 지
구의 고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얻
을 수 있다. IMU는 동적 환경에서 선형가속도와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6자유도 관성측정 장치이다. 관성항법시스템은 IMU를 통해 데이
터르 얻어서 차량의 위치 및 자세를 제어함으로써 GPS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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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차선 이탈 방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 인식을 위해서 자동차 내부 또는 외부에 장
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입력받고 영상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차
선 검출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차선검출 알고리즘은 차선경계선의 방
향과 위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도로와 차선 경계선은 명도가 달라
구별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반 차선인식 알고리즘은 총 4단계를 거쳐 차선을 인식한 후 차량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영상입력부에서 CCD카메라
로부터 영상을 입력받고 검색영역을 성정하며, 전처리부에서는 에지 검
출 및 잡음제거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차선 검출부에서는 차선 후보 픽
셀들의 산점도를 구하고 곡선근사(curve fitting)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
며,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제어부에서 차량을 제어한다.
곡선구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출된 차선 영역을 다시 3분할
하여 각 영역별로 직선을 검출하고 각 섹션 별 소실점(Vanishing Point)
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소실점을 조합하여 곡선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선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IPM(Inverse Perspective
Mapping)을 통하여 이미지 좌표계에서 실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2.2.4 자동주차 및 주차보조
자동주차에는 평행주차와 후진주차가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주차에
필요한 센서로는 적외선 거리센서가 이용된다.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T
자 주차코스 혹은 평행 주차가 인식 되면 주차를 시작하게 된다. 이 때
T자 주행코스(후진주차) 및 평행 주차에서는 소형 무인자동차의 앞, 뒤,
옆에 있는 거리센서를 이용하여 주차를 한다. 이 때 적외선 센서에 의해
보내진 신호가 MCU를 통해서 제동모터를 작동하여 정지시킨다.

  2.2.5 충돌회피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게 되면 전방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충돌 될 수 있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PID제어를 이
용하여 감속하고 정지시킨다.

  2.3 소형 무인차의 구현 및 평가 방법
소형 무인차의 구현에 필요한 적외선 거리센서, 임베디드 S/W 보드,
카메라 보드, LCD보드, 제어구동 보드를 이용하여 소형 무인자동차를
구현해보고, 몇가지 도로상황을 가정하여 이러한 상황들로 도로 모형을
만들어 실험하여 평가를 한다.

  2.3.1 소형 무인차의 구현
소형 무인차의 경우 감지시스템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아날로
그 CVBS VGA급 카메라를 이용할 것이다. 또한 DC서보모터를 이용하
여 소형화된 소형 무인차를 제작할 것이다.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게 된
다면 처리해야할 데이터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NVDIA
Tegra3(ARM Cortex-A9 Quadcore 900Mhz) 프로세서를 이용할 것이
다. 또한, 서보모터를 이용한 바퀴 조향 및 카메라 틸트를 실현할 것이
다.

2.3.2 소형 무인차의 평가
무인 자동차의 주행환경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

  2.3.2.1직선, 곡선주행
직선주행시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영상이 도로 양끝 차선을 확인하여
차선폭과 라인 폭의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행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
하여 구현하였다. 곡선 주행시에는 차선폭의 중심을 기준으로 U자형 주
행 라인의 곡률의 곡선 구간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형 무인자동차
가 라인을 밟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주행해야한다.

  2.3.2.2 차선 변경 코스
소형 무인자동차가 바닥에 있는 점선을 카메라로 인식하여 차선을 자
동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실험한다.

  2.3.2.3 우선정지 장애물 코스
소형 무인자동차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하여 우선 정지함을 평
가하기 위하여 우선정지 장애물 코스를 구현하여 실험한다. 소형 무인자
동차가 빨간색 네모 안에 흰 원을 카메라로 인식하면 즉시 정지한다.

  2.3.2.4 과속 방지턱 주행
소형 무인자동차의 가속과 감속 장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속 방지턱
주행을 구현하여 실험한다. 즉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방지턱을 인식하게
되면 차량을 감속시켜 부드럽게 방지턱에 진입할 수 있어야만 한다.
  
  2.3.2.5 후진 주차 

소형 무인자동차의 자동 주차를 평가하기 위하여 후진 주차 할 수 있
는 T자 코스를 구현하여 실험한다.. 소형 무인자동차가 적외선 센서 값
이 일정하게 되면 후진 주차구간을 인식한 후 주차를 시작하게 한다.

  2.3.2.6 신호등 분기점 코스
소형 무인자동차가 신호등의 색을 인식하여 파란불일 때 출발, 빨간불
일 때 정지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호등 분기점 코스를 구현하여 실험
한다.

<그림 2> 실험 모형

3. 결    론

소형 무인차를 제작함으로써 내장형 제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센서, 제어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모터제어에 관련된 기술
들을 설계해 볼 수 있다.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내장
형컴퓨터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주어진 경로를 따라 스스로 운전하
며 스마트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주행선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차선
유지 제어(Lane Keeping Control), 그리고 전방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장
애물을 인식하여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과 같은 기술을 배우고 실제 무인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지능형
자동차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무인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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