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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

차의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해하기 하여 컴퓨터 비  기반의 자율주행 자

동차를 구 하고 사고 발생 시 차량 구동과 련된 요 정보를 소실하지 않기 해 외부 서버에 

장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정보 장에 한 연구 

1. 서론

   시 가 4차 산업 명으로 들어서면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목시켜 새로운 

주행형태의 자동차 개발이 한창인데, 그 기술을 목시킨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 자의 직 인 개입 없이 자동차 내부에 탑재된 마이

크로컴퓨터가 주변상황을 읽어 자동으로 주행가능하게 하

는 시스템이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발 시키

고 실제 자동차로 출시하 지만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

자 간의 주장 차이로 책임여부를 가르기가 어려운 경우

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 내부에 요 동작을 기록해  이

벤트 데이터 코더(EDR)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재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EDR기능을 수행하는 블

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고 시 이벤트 데이터 코더 한 손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를 토 로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이(Raspberry Pi)

를 이용한 컴퓨터 비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설계하고 

요 이벤트 데이터를 외부 서버(Google Sheet)에 장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1.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사례

2.차량설계

  속도제어를 한 2개의 모터, 방향 제어를 한 1개의 

모터가 포함된 Sunfounder Kit로 차량 차체를 구성하

다. 계산과 제어에 이용할 라즈베리 이(Raspberry Pi)는 

Raspberry Pi 3 Model B를  이용하 다. 차선인식을 해 

Raspberry Pi Camera V2를 사용하여 차량의 방향을 제

어하 고, 물체 인식을 해 음 센서(Arduino Ultrason

ic sensor C22)를 사용하여 방 장애물 출  시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하 다. 아래의 첫 번째 그림은 차량 반

부의 시스템 설계도이고, 두 번째 그림은 차량의 H/W 회

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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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차랑 설계 설명도

그림2-2. 차랑 H/W 회로도

3.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3.1 차선인식 

   차선인식은 Raspberry Pi Camera와 Open CV를 이용

하 다. Open CV의 코드는 Udacity의 advanced-lane-det

ection[1]을 수정하여 이용하 다. 본 코드에서는 threshol

ding을 이용하여 이진 이미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이진 이

미지는 투 변환(Perspective Transform)을 통해 이미지

를 공 에서 내려다보는 형태(aerial viewpoint, Bird's-ey

e view)로 변환 한다. 변환된 이미지에서 히스토그램(hist

ogram)과 2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인을 검출한다. 그 후 

인의 곡률 반경을 계산하여 자동차의 회 에 이용한다. 

그림3-1. 차선인식

3.2 거리인식

   거리 인식은 음  센서(HC-SR04)를 이용한다. 앞차 

는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인식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모

터의 속도를 조 한다. 거리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서 거리측정 값을 3개를 얻은 뒤, 3개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값을 통하여 거리에 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그림3-2. 거리인식에 한 수치 값 계산 Function Code

3.3 신호등인식

   신호등인식은 Raspberry Pi Camera와 Open CV를 이

용하 다. 허  변환(Hough transformation)을 이용해 원

을 인식하고 원 안의 빨간색과 록색을 별하기 해 R

GB에서 HSV 로 색상을 변환시켜 채 을 분리시킨 후 각 

채 에 한 범주를 넣어 신호등의 색을 감지하 다.

그림3-3. 신호등인식 ( 좌측 Red , 우측 Green)

4. 이벤트 데이터 코더(EDR)

   차량의 사고, EDR 손, 소비자 주행습  등의 정보를 

얻기 해 차량의 요 동작을 차량 외부 서버에 장한

다. 장할 서버는 구 시트 (Google Sheet)를 사용하

다. 시간, 주행모드, 인의 곡률반경, 음  센서 값, 모

터 동작이 실시간으로 구 시트 (Google Sheet)에 장된

다.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기 해서는 자동차는 항상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기술을 통하여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가 물리 으로 손상되어도 데이터 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한창인 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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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  발생하는 사고의 문제 에 

해서 빠르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 으로 운

자의 주행습 에 한 정보를 빅 데이터 형식으로 얻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벤트 데이터 디코더의 시이

다. 

그림4. 이벤트 데이터 디코더(EDR) 의 시

5. 주행모드

 주행모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총 3가지의 Mod

e를 설계하 다. Mode는 설계과정에서 노트북에 선택창이 

나타나면 사용자가 원하는 Mode를 클릭하여 변경하도록 

하 다. Mode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Manual M

ode, Semi-Auto Mode, Auto Mode로 구성되어 있다. Mo

de에 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이 뒷받침 한다. 모드변환을 

하여 사용된 방식은 받은 명령을 tcpCliSock으로 바로 

보내는 방식과, tcpCliSock으로 받은 명령을 Socket.py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txt 일에 Write모드로 입력한 후 그 t

xt 일을 Server에서 읽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한번 입력할 때마다 한번 씩 명

령이 들어가기에 일반 인 주행제어를 하는데 사용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Auto Mode 나 Semi Auto Mode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 을 때, 제어 부분에 무한루 가 생기는데, 

이 무한루 를 나와서 주행모드를 변경하도록 외부와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그림5-1. Mode 선택 화면

그림5-2. Mode선택에 따른 제어 흐름도

5.1 수동주행모드

   노트북과 라즈베리 이(Raspberry Pi)를 VNC(Virtual 

Network Computing)로 연결하여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수

동주행을 가능하게 하 다. 의 그림 5-1을 보면 왼쪽에 

수동주행모드를 설계하여 사용자가 주행 제어에 필요한 o

ffset변경 버튼(방향 환)과 가속과 정지버튼(속도 제어)

에 해당하는 Run 버튼을 만들었다. 수동주행모드가 진행

되는 동안에는 다른 센서나 상처리를 통한 자동제어를 

받지 않고 오직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만 차량이 제어되

도록 설계하 다. 모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는 다른 모드

의 버튼을 른 후 set버튼을 두 번 르게 되면 모드가 

교체 되면서 다른 모드로 제어가 변경된다. 이 모드를 제

어하기 해 쓰인 방식은 tcpCliSock으로 바로 명령을 받

는 방식이다.

그림5-3. 수동주행모드

5.2 반자동 주행모드

   사용자가 반자동 주행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의 

직 인 제어와 센서를 통한 자동제어가 융합된 주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기본 인 주행은 사용자가 제어

하지만, 만약 주행도  방에 추돌 험이 있는 장애물이 

음  센서를 통해서 감지될 경우, 자동차는 사용자의 제

어를 무시하고 우선 으로 자동감속을 하게 된다. 주행모

드 변경방법은 에서 나왔던 방식과 동일하다. 이 모드를 

제어하기  tcpCliSock을 바로 명령어로 받는 방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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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를 Socket.py에 거쳐서 받는 방식 두 개가 부 사

용되었다.

그림5-4. 반자동주행모드

5.3 자율주행모드

   자동차는 원 인가 후 기본 으로는 수동주행모드이

다. 의 그림5-1의 창에서 'Auto' 버튼을 르면 자율주

행 모드로 변화되게 된다. 자율주행모드가 선택이 되면 사

용자는 자동차에 직 인 제어를 하지 않고 오직 Open 

CV 상처리를 통한 차선과 표지 인식, 그리고 음  

센서를 통한 방 장애물 인식을 통해 속도와 방향을 자

동제어하게 된다. 주행모드 변경방법은 에서 나왔던 방

식과 동일하다. 이 모드를 제어하기  tcpCliSock을 바로 

명령어로 받는 방식과 그 명령어를 Socket.py에 거쳐서 

받는 방식 두 개가 부 사용되었다.

그림5-4 자율주행모드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기술을 구 하고 차량의 요 

동작 정보를 외부(Google Sheet)에 장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라즈베리 이의 성능의 제한으로 상처리, 구  

시트(Google Sheet)로의 정보 송의 속도에 제약이 있었

다. 

두 번째, Raspberry Pi에 음  센서 HC-SR04를 사용하

여 연구를 한 결과, 값이 잘 나오다가 가끔씩 값이 튀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제 차량의 센서가 

아닌 시 의 렴한 MCU 련 음 센서를 이용하여 연

구를 하다 보니 그러한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하는 제약이 

나타났다. 

세 번째, Wi-fi를 통한 차량 제어와 주행정보 송이므로 

Raspberry Pi의 Wi-fi의 연결이 끊기게 되면 송신이 단

되어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네 번째, 이 모든 데이터를 Raspberry Pi로 리 제어를 

하기에는 시스템이 무거워서 Raspberry Pi의 사양으로는 

버거워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와 같은 문제들은 부분 기술 인 한계와 

맞닿은 문제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이 연구에 한 이론을 가지고 다른 실생활 분야

에 참고하여 용할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정에

서 문제 과 그에 한 해결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해  수 있다. 한, 일반 인 차량주행  

차량이 심각하게 손되어 블랙박스의 데이터 복구가 어

려운 경우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으로 운 자의 주행습 이나 운 취향을 분석 하여 자동

차 회사들이 빅 데이터 정보를 사용한다면 소비자의 기호

에 맞게 차량 시스템 설계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라 상된다. 마지막으로 Mode selection을 통하여 사용자

의 기호를 고려함으로써, 직 으로 운 하는 것을 즐겨

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 부정 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소비자 의견 한 해결해  것으로 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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