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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안전성을 위한 대칭형 각도센서 보상기에 기반한 

안전한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의 설계

(Safe Adaptive Headlight Controller with Symmetric Angle 

Sensor Compensator for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

윤 지 애, 인 멍 디, 안 중 현, 조 정 훈, 박 대 진*

(Jiae Youn, Meng Di Yin, Junghyun An, Jeonghun Cho, Daejin Park)

Abstract : AFLS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is being applied to improve safety in driving 

automotive at night. Safe embedded system for controlling head-lamp has to be tightly designed 

by considering safety requirement of hardware-dependent software, which is embedded in 

automotive ECU(Electronic Control Unit) hardware under severe environmental nois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daptive headlight controller with newly-designed symmetric angle sensor 

compensator, which is integrated with ECU-based adaptive front light system. The proposed 

system, on which additional backup hardware and emergency control algorithm are integrated, 

effectively detects abnormal situation and restore safe status of controlling the light-angle in 

AFLS operations by comparing result in symmetric angle sensor. The controlled angle value is 

traced into internal memory in runtime and will be continuously compared with the pre-defined 

lookup table (LUT) with symmetric angle value, which is used in normal operation. The 

watch-dog concept, which is based on using angle sensor and control-value tracer, enables quick 

response to restore safe light-controlling state by performing the backup sequence in emergenc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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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에 포함된 전자 장치는 점차 제어 소프

트웨어에 의해 구동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해 통신 채널을 거쳐 직/간접적으로 제어

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유기적인 실행구조

를 통해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는 ECU는 하드웨어

의 무결성과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실행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요구조건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 [2].

특히 ECU와 제어 대상 시스템이 열악한 온도, 

노이즈 환경 속에 있는 자동차에 장착될 경우 네트

워크 통신 및 제어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오작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가

정하여 오동작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

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점차 커지고 있다 [3]. 

야간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성을 

위한 많은 차량 보조 시스템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AFLS(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는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으로 야간에 빛을 비추는 

과정에서 주변 밝기 환경이나 도로 곡률, 기후에 따

라 헤드라이트 제어를 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운전

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확보에 도움을 준다 [4]. 

그림 1(a)은 코너 길에서 Semi 적응형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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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차의 적응형 전조등 및 AFLS 동작 예

Fig. 1 AFLS in vehicle and headlight control 

illustrated

시스템 모드의 동작 여부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있

다.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야

간 주행 시 코너 길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코

너 길에 서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 할 수 없다.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 모드가 동작 할 경우 야간 

주행 시에도 코너 길에서 시야확보를 높일 수 있고 

안전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mi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 

ECU의 오동작 상황을 감지하고 오류원인을 검출하

여 안전한 전조등 제어 동작을 가능케 하는 제어 

보상기 알고리즘과 ECU에 통합된 전조등 각도 제

어기 구조를 제안하며 자동차에 통합될 최종적인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b)와 같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2장 본론 

초반부에 기존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 방식에 대한 

연관 기술을 먼저 소개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제어기의 구조 및 안전 제어 방식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한다. 안전이라는 사전

적 의미로는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있더라도 

인간의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

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본 논문에

그림 2 Mode별 적응형 전조등

Fig. 2 Type of headlamp beam pattern

서는 안전이란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의 고장 또는 

오동작 상황을 감지할 경우에 기존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은 정적 전조등 모드로 동작 되지만 제안한 

방법의 백업 전조등 제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계

속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헤드램프를 제어 

해 주는 것을 말한다. 

4장 시뮬레이션 섹션에서는 제안하는 전조등 제

어기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Mathworks사의 

Matlab/Simulink를 통해 시스템과 제어 알고리즘을 

모델링하고 테스트 환경에서 인위적인 에러를 제어

기에 직접 인가하여 내장 설계된 백업 적응형 전조

등 시스템과 각도 제어 보상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비정상적인 제어기 상

태를 적절하게 검출하여 연속된 헤드램프 제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5장 결론에서 

본 연구의 효과와 추가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Ⅱ. 관련 연구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은 주변 환경이나 도로 곡

률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빔 패턴이 바뀌어 운전

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림 2처럼 적응형 

전조등은 4가지 빔 패턴을 가진다 [5, 6]. 

Class C 는 기본 주행 패턴이다. 자동차 속도가 

50km/h ~ 100km/h로 주행할 때 동작한다. Class 

V는 차속이 50km/h이하로 주행 할 경우 동작 하며 

도심지를 운전 할 때 교차로나 코너 길과 같은 주

변 환경의 시인성을 높여 준다. Class E는 고속도

로 주행 시 먼 거리까지 시야를 확보해준다. Class 

W는 Rain sensor가 비를 감지하거나 와이퍼가 2분 

이상 동작 할 경우 우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젖은 

도로에 헤드램프 빔이 반사되어 전반 차량이나 대

항 차의 눈부심을 줄여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우천 시 시야 확보에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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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카메라 센서를 통한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

Fig. 3 AFLS through camera sensor

야간 주행 시 교차로나 코너 길에서 시야 확보

를 위해서 Vehicle speed sensor를 통해서 자동차 

속도와 Steering angle sensor를 통해서 자동차 

Steering angle 그리고 Auto-Leveling Sensor를 

통해서 높낮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BCM(Body Control Module)을 통해서 적응형 전

조등 시스템에서 제어되어 헤드램프에 있는 모터로 

제어된 신호를 보내준다 [7]. 제어된 신호를 통해 

전조등의 상하좌우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지능형 전조등은 카메라 센서를 

통하여 자동차가 주행 할 때 차량의 앞의 정보들을 

얻어 헤드램프 작동 시킬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서 

보듯이 맞은편이나 전방에 차량이 있다고 인식되면 

차량의 이동경로에만 빛을 차단하여 맞은 편 차량

의 헤드라이트 눈부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도록 하는 전조등 기술이 개발 되었다 [8].

Ⅲ. 제안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조향 각

을 통해 회전 반경을 구한 후 회전 반경과 자동차 

속도를 차속에 대한 Swivel angle을 구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하였다.

그림 4(a)은 제안하는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

기를 포함한 적응형 전조등 제어를 위한 ECU 및 

시스템 구조를 보여준다.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

기는 기존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 동작을 실시간

으로 감시하고 대칭적으로 동작하기 위해 고안되었

으며 고장여부 진단, 백업 메모리에 상태 저장 및 

오동작시 긴급 제어의 3가지 역할을 가진다. ECU

의 한 주기 안에서 고장여부 진단, 백업 메모리에 

상태 저장 및 오동작 시 긴급제어의 세 가지의 역

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시간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를 연구하였다.

제어 상태에 대한 진단을 위해 BCM, Vehicle 

sensor와 Steering angle sensor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에서 모터를 제

어하는 출력 신호를 입력받아 기존의 적응형 전조

등 시스템 제어기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 상

황에서 이전의 안정적인 전조등 제어상태에 이어 

연속적인 제어 흐름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고장 또는 손상

이 났을 경우 운전자에게 고장 경고등을 통하여 제

어기의 정적인 고장 여부만을 알려주며 적응형 전

그림 4. 제안된 백업 AFLS controller의 구조 및 헤드램프 제어 알고리듬

Fig. 4 Architecture of proposed method and headlamp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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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등 시스템 모드를 정지시키고 정적 전조등 모드

를 수동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다 [9]. 제안한 백

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야간 주행 시 제어 시

스템의 오작동 상황에서 동적인 안전 제어 모드를 

제공하여 운전 중에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도

와주고자 한다. 

그림 4(b)는 전조등 제어 시스템의 제어 각도에 

따른 오동작 판별을 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대

칭형 백업전조등 각도 제어기는 메인 ECU의 제어 

상태를 감시하여 종합적인 긴급상황(Emergency 

status) 제어를 위한 개입여부의 판단을 수행하여 

비정상적인 시스템 상태로 감지될 경우 메인 시스

템과 별도로 설계된 백업 제어기가 직접 헤드램프

를 이전의 안전 제어 상태로 복귀시키고 연속된 전

조등 각도 제어를 수행한다.

메인 ECU 제어기의 오동작 상태여부의 판단은 

센서와 제어기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들로 판단한

다. Sensor와 BCM에서 입력 받은 정보를 통해 추

정된 Swivel angle  ,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

에서 출력 된 Swivel angle을  그리고 BCM

을 통해 입력된 Steering angle 를 통해 판

단한다.    값이 임계값 보다  작거

나 큰 경우에 따라 주 제어기 상태를 판단한다. 

    ≤ 일 경우 주 제어기는 정상상

태라고 판단 한다. 만약      이거

나   부호와 의 부호가 다를 경우 또 

제어기에서 Swivel angle이 -20° ~ 20° 범위를 

벗어 날 경우 주 ECU 제어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라

고 판단하여 정적으로 고장 경고등을 켜준다. 만약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의 고온, 고압으로 인한 비정

상적인 조건에서의 일시적인 오류라면 동적으로 저

장된 제어기 상태를 복원하여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를 통하여 연속된 전조등을 제어를 수행한

다.

동적으로 실시간 백업된 각도 정보는 Steering 

angle sensor를 통하여 받아진 Steering angle범

위에 따라서 Swivel angle을 정해준다. 표 1은 

Steering angle 범위에 대한 Swivel angle을 나타

낸 것이다. Steering angle 범위에 따른 Swivel 

angle은 차량 운행을 통해 측정된 결과[10, 11]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실제 도로 실험에서 19°이상 일 경우 상대운전

자의 눈부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통하여 

Swivel angle 최대 각도를 19°로 정할 수 있었다. 

(Unit: Degree)

Steering angle Swivel angle

-35 ~ -5 -19

-5 ~ -4 -16

-4 ~ -3 -12.5

-3 ~ -2 -9

-2 ~ -1 -6

-1 ~ -0.5 -3

-0.5 ~ 0.5 0

0.5 ~ 1 3

1 ~ 2 6

2 ~ 3 9

3 ~ 4 12.5

4 ~ 5 16

5 ~ 35 19

표 1. 백업 된 Steering angle에 따른 

Swivel angle

Table 1. Backup memory (Swivel 

angle corresponding to steering angle)

표 1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에 따라서 

Steering angle에 대한 Swivel angle 제어를 빠르

고 효율적으로 결정하여 제어 하도록 설계하였다.  

저장된 백업메모리는 float형으로 4byte로 범위 당 

Swivel angle을 정하려면 약 156byte정도 된다.

고정된 백업 메모리를 통해서 주 제어기의의 각

도 제어 시 오동작 상황에서도 마지막 정상 제어상

태로 긴급 복원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오동작 상

황에서 전조등 각도를 빠르게 결정하여 백업 적응

형 전조등 제어기가 시스템 제어를 위해 개입하도

록 유도하여 전조등 동적 제어의 멈춤 없이 안전한 

시야확보를 가능케 한다.

Ⅳ. 시뮬레이션

 

1. 실험 환경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조향 각과 자동차 속도

를 입력으로 하여 조향 각을 통해 회전 반경을 구

한 후 회전 반경과 차속에 대한 Swivel angle을 구

하여 모터를 제어한다. Swivel angle을 구하는 방

법은 참고문헌[12]을 참고하였다.

그림 5는 제안하는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 

구조를 Matlab/Simulink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설계

한 실험환경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의 적응형 전

조등 제어기의 입력은 Steering angle sensor, 

Vehicle speed sensor가 안전한 상태란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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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atlab/Simulink 환경에서 구현한 백업 AFLS 모델

Fig. 5 Experimental environment using Matlab/Simulink 

Steering angle을 -35° ~ 35°로 하고 Swivel 

angle은 -20° ~ 20°로 하고, Vehicle speed의 값

은 20~80으로 실험하였다. 

Estimate 블록은 Steering angle sensor를 통

해서 입력 받은 Steering angle과 Vehicle speed 

sensor를 통해서 입력 받은 Velocity로 Swivel 

angle을 추정 하는 부분을 구현 하였다. 추정한 

Swivel angle은 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

요하다.

그림 5에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a)는 추정 된 

Swivel angle과 주 ECU제어기에서 출력된 Swivel 

angle를 이용하여 주 ECU 제어기의 상태를 진단한

다. 입력 받은 정보들을 통해서 Threshold 보다 크

거나 부호가 다를 경우 또는  Threshold 범위 보

다 작지만 Swivel angle이 20°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에 대하여 검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ECU 제어기를 대신하여 백

업 ECU 제어기로 전조등을 제어 해준다. 그림 5에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b)블럭은 속도에 대한 백업

된 메모리를 받아와 헤드램프 제어를 수행한다. 

Lookup 테이블 통해서 Steering angle 범위에 대

한 Swivel angle을 지정하여 줄 수 있었다.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에서 Steering angle과 자

동차 속도에 따른 Swivel angle을 구현하였다. 백

업 AFLS는 정상상태에서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 

상태와 현재 시점에 동적으로 감지된 제어상태를 

비교하여 에러를 판단함으로써 전조등 제어 방법이 

실시간 바뀌도록 설계하였다.

2.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은 정상적인 제어기 상태에서 적응형 전

조등 시스템의 제어 특성으로 속도에 따른 

Turning radius에 대한 Swivel angle의 결과이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Swivel angle 또한 커진다. 그

리고 Turning radius값이 커질수록 직선에 가까움을 

나타내 Swivel angle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속도에 따른 정상적인 AFLS의 결과

Fig. 6 Normal AFLS operation according to th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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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와 제안된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s of traditional and 

proposed AFLS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의 상태 판단 여부는 실시

간으로 측정된 Steering angle, Vehicle velocity

를 통하여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Swivel angle이 정상상태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정

상적이지 않은 상태이면 백업 적응형 전조등 시스

템으로 헤드램프를 직접 제어해준다. Swiveling 

angle을 고정된 값을 통해서 제어해주며 헤드 램프

는 속도에 비례한 Swivel angle로 제어된다.

기존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제어기의 에러

가 판단되면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모드 상태가 꺼

지게 되고 기본 전조등 모드로 동작 하게 된다. 그

림 7(a)는 기존의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가 에러가 

발생하면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가 off 되어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각도가 0으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로 표시된 선은 정상적인 상태의 

Swivel angle의 결과를 나타낸다. X로 표시된 선은 

임의로 에러를 인가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일 경우의 

결과이고 ●로 표시된 선은 에러가 확인 되었을 때 

제어기가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림 7(b)는 제안한 

방법의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가 에러가 발생 

그림 8. 제안 된 방법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8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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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조등을 제어에 도움을 

주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

업된 정보를 통하여 전조등을 제어해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8은 vehicle speed를 20km/h, 40km/h, 

60km/h, 80km/h일 경우에 대해 강제로 시스템 각

도 제어 오차를 사용하여 시스템 오동작 제어 상황

을 인위적으로 인가하였을 때 제안한 전조등 제어 

시스템의 동적인 안전 동작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를 보여준다.  

회전 반경에 대한 헤드램프 회전 각도를 나타낸 

결과를 보면 △로 표시된 선은 주 제어기에 에러도 

없고 정상적인 상태의 Swivel angle의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X로 표시된 선은 주 제어기에 임의로 

에러를 인가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Swivel 

angle의 결과이다. 그리고 O로 표시 된 선은 주 제

어기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판단하여 백업 ECU 제

어기의 고정된 백업 Memory로 헤드램프를 제어하

는 결과를 나타낸다. 에러가 발생한 부분에서 백업 

Memory로 보정된 부분을 그림 8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한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와 오동작 판

별 알고리즘, 내장 각도 복원 테이블 구조를 ECU

에 통합 설계한 전조등 제어 시스템을 통해 오동작 

상황에서도 차량의 속도가 가변 시에도 안정적인 

연속 제어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3. 추후 연구 방향

위 실험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 된 결과로 

에러를 검출하여 에러 발생 시 주제어기를 대신하

여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로 전조등을 에러가 

난 상황에서도 오동작하지 않도록 제어 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ECU가 장착된 실제 환경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장 실험을 

수행 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Simulink 제어로직을 차량과 연동하여 실시간 연동 

테스트 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환경[13]에서 제안

한 적응형 전조등 제어 시스템 모델과 제어 알고리

즘을 실차 환경에서 평가 해보아야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적응형 헤드램프 제어를 위한 

ECU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메인 ECU에 대

칭형으로 설계 된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 구조

와 전조등 제어가 각도 오동작을 판별하고 이를 보

상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ECU

에 통합하였다.  

제안된 ECU 구조를 Matlab/Simulink로 모델링

하고 테스트 벤치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오동작 상

황을 인가 시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와 ECU의 동작

의 시간 특성과 제어 안전성을 실험 결과로 보여주

었다. 백업 적응형 전조등 제어기는 전조등 제어 

상태를 동적으로 검사하여 Steering angle 범위 안

에서 Swivel angle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자동차 속도에 따른 Swivel angle제어 특성을 보여

주었으며 일정 이상의 제어 각도 오차가 발생 하였

을 때만 백업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

에 개입하여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다. 

제안된 ECU구조를 통해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 

제어과정에 발생하는 동적인 오류 여부를 실시간으

로 판단하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메인 적

응형 전조등 제어기를 대신하여 제어 시스템에 개

입하여 전조등의 연속적인 동적인 안전제어를 가능

케 한다. 추가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응형 

전조등 제어 시스템 모델과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 

차량용 ECU에 직접 탑재하여 평가하는 에뮬레이션 

환경[13]을 이용하여 외부 노이즈가 인가되는 전장

환경에서 적응형 전조등 시스템의 안전한 제어 성

능에 대해 추가로 평가 환경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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