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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주행 소 트웨어는 주변 상황을 인식  단하여, 스스로 동작을 제어하는 소 트웨어를 의미한다. 최근 

세계 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자율주행 소 트웨어의 개발 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특성상 테스  과정에서 물리 인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테

스 를 한 시간 ,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차례 테스 을 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은 

자율주행 소 트웨어의 안 성을 높일 수 없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enDS를 활용한 

가상 시뮬 이터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격화 된 자율주행 소 트웨어의 테스  방법을 제안하며 그 실

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1. 서론

2018년 1월에 개최한 CES 2018(국제 자제품박람회)에서 

도요타, 벤츠, 포드, 자동차, 구 , 애 , 인텔 등 많은 자동

차 제조업체와 ICT 기업들이 자율주행 제품 소개  시연을 

진행했다[1]. 이 게 세계 인 기업에서 연구  개발 인 자

율주행 소 트웨어는 그 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소 트웨어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그 

험성 한 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월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운행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이처럼 실제 자율주

행 소 트웨어의 테스 은 인명과 같은 물리  피해를 발생시

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

주행 소 트웨어 테스 의 험성과 비용을 이기 한 가상 

시뮬 이터와 규격화 된 테스  방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테스  시뮬 이터의 기본 인 요구사

항과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제시한다. 한, 자율주행 

소 트웨어의 이상 인 시나리오 외에도 카운터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  방법에 해 설명한다.

2. 연구 배경

자율주행 자동차는 NHTSA(미국 도로 교통 안 청)에 따

라 표 1과 같이 5개의 벨로 구분된다[3]. 재 자율주행 자동

차는 Level 2 수 의 지능형 운 자 보조시스템에 해당한다. 

여러 개의 기능을 자동화하여 복합 인 운행이 가능한 단계이

며 일부 상용화가 진행 이다. 한 2020년까지 자동차가 직

* 본 연구는 2018년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주행을 하며 특정 상황에서 수동 운 으로 환되는 Level 

3 수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단계 구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 은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일

반 으로 해외에서는 테스트 도시를 선발하여 해당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제정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 가능

한 공간이 거의 없으며 재 국도교통부의 주도 하에 그림 1과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사이트인 K-City를 기획하고 있

다[4]. 그러나 일부 도시나 테스트 사이트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테스 할 경우, 환경 조성을 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실제

로 K-City는 그 건설비용이 11조 원으로 상되고 있다. 한, 

이런 실제 환경에서 테스 을 진행할 경우, 사고로 인한 물리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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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 1) KCity 조감도

3. 시뮬 이터 시스템 구성

자율주행 소 트웨어 시뮬 이터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PC 2 가 각각 Simulation Controller와 Vehicle Simulator를 

담당하고 TCP 통신을 통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2) 시뮬 이터 시스템 구성

Vehicle Simulator는 시뮬 이션을 담당하며 OpenDS가 이

에 속한다. Vehicle Simulator는 시뮬 이터 상에서의 주행 환

경을 구축하며 speed와 steering 데이터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

을 가시 으로 표 한다. Camera는 Vehicle Simulator 통해 설

정된 환경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상을 촬 하여 Simulation 

Controller에게 제공한다. 한 이러한 상을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가 주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Simulation Controller는 달 받은 상을 통해 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능을 담당한다. Camera를 통해 달받은 상 데이터

를 바탕으로 Vehicle Simulator의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

을 단하여, 안 한 주행을 한 speed와 steering을 계산한

다. 이 게 계산된 speed와 steering 데이터는 TCP 통신 방식

으로 Simulation Controller에서 Vehicle Simulator로 송된다. 

(그림 3) Simulation Controller 시스템 구성

Simulation Controller는 그림 3과 같이 Lane Control 

Module과 Driving Control Module이 TCP 통신을 통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Lane Control Module은 Camera를 통해 

달받은 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OpenCV를 통해 차선을 검출

하여, target angle을 계산한다. Dirivng Control Module은 송 

받은 target angle을 바탕으로 speed와 steering을 계산한다.

4. 시뮬 이터 시스템 동작 방식

시뮬 이터 시스템의 동작은 그림 4와 같은 동작 알고리즘

에 따라 수행된다[5]. 

(그림 4) 시뮬 이션 시스템 동작 처리 과정

User는 먼  자동차의 속도와 주행 거리를 입력한다. 이

게 입력받은 데이터는 Simulator Controller를 통해 Vehicle 

Simulator로 송된다. Vehicle Simulator는 송받은 속도와 

방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 주행 시뮬 이션을 시작한다. 

Vehicle Simulator에서 제공하는 주행 상과 재 주행 정보

는 각각 Camera와 TCP Controller를 통해 Simulator 

Controller로 송된다.

Simulator Controller는 이 게 송받은 상과 주행 정보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 Simulator 

Controller 내부의 Lane Control Module은 송받은 상을 바

탕으로 차선을 검출한다. 이후 검출된 차선 정보와 차량의 주

행 방향을 비교하여 target angle를 계산한 뒤, 이를 Driving 

Control Module에 송한다. Driving Control Module에서는 

target angle을 바탕으로 sterring PID(Proportional Differential 

Integral)를 계산하고, target speed와 주행 속도 정보를 바탕으

로 speed PID를 계산한다. 이 게 계산된 두 PID 정보는 TCP 

Controller를 통해 Vehicle Simulator에 송되고, Vehicle 

Simulator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주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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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  방식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 을 해 그림 4의 동작 방식을 기

반으로 표 2와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표 2> 시뮬 이터 시스템 기반의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는 이상 인 주행 시나리오인 Original 

Scenario 외에도 외 상황인 Counter Scenario를 검증한다.

먼  1O의 상황을 검증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1C의 상황을 검증할 경우, 제한속도

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 해서 외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계속 주행을 

한다면, 이는 target speed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를 계산했을 

확률이 높다. 즉, Driving Control Module의 speed error를 계

산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다.

2O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잘 이루

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C에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차선의 종류를 제

로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즉, Lane Control 

Module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O의 상황을 검증함으로써 알맞은 상황에서 U턴

을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3C의 상황을 검증할 

경우, U턴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서 외처리가 잘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U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U턴을 

진행한다면, 이는 U턴이 불가능한 라인에 한 식별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U턴이 불가능한 라인을 

Line Control Module이 제 로 식별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4O의 상황을 검증함으로써 곡선차로에서 안 하게 서행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4C의 상황에서, 곡선차로에서 

속도를 이지 않는다면 이는 target angle을 고려하지 않고 

target speed를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즉, Driving 

Control Module를 수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외 상황인 Counter Scenario를 기반으로 한 

테스  기법을 통해 잘못된 주행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에

서 이에 한 외 처리가 부족한 지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용하는 시뮬 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소 트웨어 테스트 

수행 차는 그림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 자율주행소 트웨어의 테스트 차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자율주행 소 트웨어 테스  환경에 

한 문제 을 분석하고 이에 한 안책으로 OpenDS를 활

용한 가상 시뮬 이터 시스템을 제시한다. 실제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의 시뮬 이션을 통해 테스 을 수행함을써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리 , 

 피해를 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시

나리오 기반의 테스  방식을 제시한다. 시뮬 이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상 인 시나리오와 이에 한 카운터 시나리오를 

통해 기존의 자율주행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한 외처

리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테스  방식을 용했을 때보다 안

성(Safety)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향후 시뮬 이터의 기능을 확장하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 

추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상황을 테스  할 수 있도록 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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