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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각센서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중 소실점을 이용한 제어기법은 자율주행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

나 차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된 경우, 차선검출과 소실점 추정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영상 이미지

를 CNN에 적용하여 도로의 소실점과 소실점을 만드는 좌, 우측의 소실점 라인을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로부터 자율

주행을 위한 조향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CNN을 적용한 제안한 방법이 실선 차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의 중심을 잘 추종하였으며, 일반적인 소실점을 사용한 제어기법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mo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s based on visual sensors, the control method using a vanishing point is the 
most general method for autonomous driving. However, if the lane is lost or does not exist,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this and estimate the vanishing point. In this paper, we predict the vanishing point of the road and the vanishing point 
line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using CNN for the camera image and design the steering controller for autonomous 
driving from the predic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well tracked 
the center of the roa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olid lane, and was superior to the control method using 
a general method using the vanis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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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란 운전자가 브레

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고 정밀한 지도, 
GPS, 차량의 각종 센서 등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해 자동

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7월
부터 부분 자율주행 레벨 3으로 안전 기준이 도입되어 

지정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1, 2]. 자율주

행은 주행환경을 인지(sense)하고 최적의 주행조건을 

판단(plan)하며 자율주행과 관련된 구동부의 제어(act)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2]. 그러므로 차량의 안전성을 확

보를 위해 차량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

서, 라이다 센서,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

여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3]. 그러나 너무 많은 센서와 고가의 

기능으로 구현된 ADAS는 단순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시각센서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주행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다.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는 자율

주행 시스템은 가장 기초가 되는 차선 인식에 관한 연구

로써 대표적인 방법은 캐니필터(canny filter)와 허프 변

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도로의 차선을 검출하

고[4-6], 검출된 차선의 소실점(vanishing point)을 추정

하여 자율주행차의 조향 제어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7-9]. 이러한 방법들은 도로의 특징요소를 추출하는데 

많은 전처리(preprocess) 과정이 요구되며, 카메라를 통

해 얻은 영상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커서 필터나 

허프 변환의 임곗값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도로의 

한쪽 경계선이 소실되거나 다중 차선검출 등으로 안정

적인 소실점을 검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실점

을 이용한 차선검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

조 시스템과 영상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9]. 
딥러닝(deep learning)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의 한 방법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

는 네트워크 모델로 직접 이미지에서 객체를 분류하고 

학습할 수 있다[10-12].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구조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기반을 두고 있

으며, 영상 처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10-14]. 
CNN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차선 분류와 사물의 인식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조향 제어와 같이 차선을 인식하고 인식된 차선을 사용

한 조향 제어 연구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15]. 이는 

CNN이 객체에 대한 분류(classification) 문제에서는 높

은 정확도를 보이나, 회귀(regression) 문제에서는 연구

가 미흡하며 더욱이 이를 적용한 제어 문제에 관한 연구

가 부족한 까닭이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영상 이미지를 CNN에 적용하

여 도로의 소실점과 소실점을 만드는 좌, 우측의 소실점 

라인을 예측하고, 예측된 점들로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조향 제어에 적용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모의실

험은 운동 역학을 기반으로 한 Unity3D(Unity Technologies 
[16]의 소프트웨어) 게임엔진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인 소실점을 사용한 제어기법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CNN을 적용한 제안한 방법이 실선 차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의 중심을 잘 추종하였으며, 일반적인 소

실점을 사용한 제어기법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하

였다.

Ⅱ. 소실점 검출 및 자율주행 제어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는 차선 인식 시스템은 도로의 

차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선의 소실점을 추정하여 자

율주행차의 조향 제어에 적용된다. 도로에 존재하는 차

선들은 점선, 실선, 이중선과 같이 다양한 형태와 흰색, 
노란색, 청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소실점 검출

차선은 일정한 크기를 갖는 평행한 직선으로 기하학

적 모델링에 의해 하나의 소실점을 가지게 된다. 소실선

(vanishing line)은 동일 평면에 속한 직선들의 소실점들

이 모두 일직선 위에 존재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수평

선을 의미한다. 소실선은 카메라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의 자세가 고정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차선의 소실점은 수평면 위에 존

재하는 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실점 검출은 주행 중인 차량의 내부 카메

라 영상에 ROI(Region Of Interest)을 설정하고, 설정된 

ROI에 대해 이미지 전처리 과정과 허프 변환을 통하여 

차선을 검출한다. 그림 1은 선명한 차선을 갖는 도로에

서의 소실점 검출 예를 보여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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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nishing point detection

이미지 전처리 과정과 허프 변환을 통하여 차선을 검

출할 때, 설정된 임곗값에 따라 검출되는 직선의 개수가 

달라지거나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도 및 

차로 주변의 장애물과 같이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차선

검출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차선이 없거나 차선

이 소실된 경우에는 차선을 검출할 수 없으므로 자율주

행차에는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림 2는 햇

빛에 의한 조도와 장애물 등의 외부 환경 요인과 차선이 

없는 경우, 소실점을 검출하지 못한 예이다.

(a) (b)

(c) (d)

Fig. 2 Examples of missing vanishing point (a) A lane 
without solid lines (b) A lane with only one solid line 
(c) Shadow lane (d) A Solid lane with trees around it

2.2. 소실점을 이용한 자율주행 제어

일반적으로 소실점을 이용한 차량제어는 소실점의 

위치와 차선의 중심에 자율주행차의 중심과 일치하도

록 제어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을 위한 조향 제어는 차

체 중심제어와 소실점 제어로 나눌 수 있다. 
제어를 위해 영상 이미지로부터 그림 3과 같이 좌, 우

측 차선을 검출하고, 검출된 차선을 이용하여 소실점을 

구해야 한다. 카메라의 영상 이미지에서 도로의 중심 좌

표를   , 차량의 중심 좌표를  , 차량 중심

의 축과 일치된 도로 양쪽 차선의 좌표를 각각 

  ,  , 소실점의 좌표를  라고 할 

때, 자율주행을 위한 조향각은 수식 (1)과 같이 차선 중

심제어 각과 소실점 제어 각의 합으로 표시된다. 

      

   
(1)

단, 는 시간에서의 소실점 제어 각도, 는 

차의 중심제어 각도,  는 일정 상수, 는 차의 중심과 

소실점까지의 축 거리, 는 차의 중심과 도로 중심까

지의 축 거리를 표시하였다.

Fig. 3 Steering control of an Autonomous Vehicle

소실점을 이용한 조향 제어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중심인  을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PID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도로

와 차량의 중심 오차는        이므로 

PID 제어기의 출력  는 수식 (2)와 같고, 자율주행

차를 위한 조향 제어는 수식 (3)과 같이 구성된다.

    




  
 (2)

      (3)

단,   는 PID 제어기 이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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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주행을 위한 CNN 제어기 설계

3.1. CNN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 딥러닝은 복잡한 다층구조

(muti-layers)의 신경망(neural network) 구조를 갖는다. 
CNN은 이미지 인식, 음성 신호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며,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매우 주목받고 있다[10-13]. LeCun[10]에 의해 처

음 제시된 CNN은 사람의 시각처리 과정을 모방하고 컨

볼루션(convolution) 연산을 하는 인공신경망 구조이다. 
그러나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는 CNN
은 함수 근사(function approximation)나 회귀(regression) 
문제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제어 시

스템은 SISO(Single-Input Single-Output) 또는 MIMO 
(Multi-Input Multi-Outputs)와 같이 1차원적인 입력구

조를 갖으나, 이미지와 같은 다차원적인 데이터 구조를 

갖는 CNN은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15].
함수 근사나 회귀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CNN은 구조

적으로 입력층과 출력층 그리고 두 계층 사이에 매우 많

은 컨볼루션 층(convolution layers)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으로는 특징검출 계층과 회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특징검출 계층은 컨볼루션, ReLU(Rectified Linear 
Unit), 풀링(pooling) 과정을 수행한다[10-12]. 컨볼루션

은 입력 이미지를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활성화하고, 풀링 과정은 비선형 다운 샘플링

(non-linear down sampling)으로 출력을 간소화하여 네

트워크가 학습할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여준다. 회귀 계

층은 일반적으로 완전연결 층(FC: Fully Connected layer)
으로 구성되며, 네트워크의 출력은 함수 근사 및 회귀 

문제의 출력과 같이 K 차원의 벡터로 구성된다[10-15].

3.2. CNN 제어기 설계

소실점을 이용한 자율주행차의 제어는 매우 단순하

며 직관적이다. 영상 이미지의 처리와 허프 변환을 통해 

차선을 검출할 때, 설정된 임곗값과 영상 이미지의 환경 

요인에 따라 차선검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리고 차

선이 없거나 차선이 소실된 경우 차선을 검출할 수 없어 

자율주행차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

미지 인식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CNN을 사용

하여 정확한 차선검출과 소실점을 구할 수 있다면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제어기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4는 CNN을 적용한 자율주행차의 조향 제어를 

위한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자율주행을 위한 차선의 소

실점과 소실점을 만드는 좌, 우측의 소실점 라인을 예측

하고, 예측된 결과로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조향 제어로 

구성하였다. CNN의 입력은 영상 이미지가 사용되며, 
출력은 소실점의 축 좌푯값 과 좌우 소실점 라인의 

축 좌푯값  이다. 각 좌표의 축 좌푯값들은 모

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소실점의 경우, 축 좌

푯값은 자동차 내부의 카메라 틸트(tilt)와 연관되어 있

으므로 고정된 카메라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

다. 좌우 소실점 라인의 축 좌푯값들은 차량의 중심선

을 지나는 수평선과 만나는 점들이므로 축 좌푯값들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도

로의 중심을 계측하는 센서 없이 카메라 영상만을 사용

하므로 정확한 차선의 중심값은 알 수 없어 CNN의 출

력값을 사용하여 차선의 중심을 예측하였다. 소실점을 

이용한 조향 제어와 같이 자율주행차가 차선의 중심에 

정밀하게 추종하기 위하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

여 PID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조향 

제어는 앞선 수식 (3)과 같다.

Fig. 4 Control of an autonomous vehicle using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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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CNN 제어기의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는 4개의 

컨볼루션 층과 3개의 완전연결 층으로 구성하였다. 컨
볼루션 층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모든 컨볼

루션 층에 1*1 stride, 3*3 kernel을 사용하고, 완전연결 

층은 3개의 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실점의 축 값과 

좌우 소실점 라인의 축 좌푯값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Type Structure
Input 3×36×64 image
Conv kernel:32×3×3 stride:1 pad:same ReLU

Pool Average, kernel 2×2
Conv kernel 48×3×3 stride:1 pad:same ReLU
Pool Average, kernel 2×2

Conv kernel 64×3×3 stride:1 pad:same ReLU
Pool Average, kernel 2×2
Conv kernel 64×3×3 stride:1 pad:same ReLU

Pool Average, kernel 2×2
FC 48 neurons, Sigmoid

Dropout 20%

FC 16 neurons, Sigmoid
FC 3, Sigmoid

Table. 1 The proposed CNN structure

Ⅳ. 모의실험 환경 및 학습 데이터

4.1. 모의실험 환경

자율주행차의 가상 모의실험 환경은 Unity3D를 사용

하여 C#으로 구현하였다. Unity3D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와 강력한 기능의 설계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3D 시뮬레

이터(simulator), 가상 재구성, 3D 애니메이션(animation)
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드는데 가장 적

합하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오픈 소스 AirSim 
시뮬레이터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자율주행차는 Unity3D
에서 제공하는 물리 엔진과 자동차 자체 동역학 엔진을 

사용하여 실제 물리 법칙 환경과 유사하도록 설정하였

으며, 일반적인 소형 자동차의 제원을 기준으로 전폭 

2[m], 높이 1.5[m], 전장 4[m], 축거 2.6[m], 무게는 

1100[kg]으로 설계하였다.
가상 모의실험 도로 환경은 Blender(Blender Foundation

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대한 실제 환경에 가깝도

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도로는 차로의 폭을 3.5[m] 평면

도로 형태로 구성하고 곡선의 반지름은 17[m]로 좌회

전, 우회전, 직선 구간이 혼합된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
림 5는 모의실험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a)

(b)
Fig. 5 Virtual simulation environment (a) Autonomous 
vehicle (b) Lane map

4.2. 학습 데이터 

모의실험에 사용된 자율주행차에는 정중앙에 카메라

를 설치하고 Unity의 내장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이미지의 크기는 320×180[pixel]
로 설정하여 일반적인 차량 블랙박스의 16:9 비율에 맞

추어졌다.
CNN의 학습을 위해 표 2와 같이 차로의 주변 환경에 

따라 4가지 도로 환경을 사용하여 총 8171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세트로 구성하였다. CNN 학습에 

사용하는 목표 출력값은 총 8171 이미지에 대하여 모두 

수작업으로 차선의 소실점과 좌, 우측의 소실점 라인을 

측정하여 좌표점을 구하였다. 그림 6은 학습을 위한 도

로 환경의 예를 나타내었다.

ROAD Environment
Road 1 Only solid lane
Road 2 A Solid lane with big trees around it
Road 3 A Solid lane with small trees and grass around it
Road 4 A lane without solid lines with big trees around it

Table. 2 CNN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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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ad 1 (b) road 2

(c) road 3 (c) road 4

Fig. 6 Road environments for CNN learning.

CNN의 학습은 오픈소스(open source) 신경망 라이

브러리인 Keras[17]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구성하고, 
표 2와 같이 구성된 8171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또한 과적합(over-fitting) 방지를 위해 학습 데이터

의 25%를 검증(validation) 세트로 나누어 구성하고, 최
적화 방법으로 adam[18]을 이용하며 총 500 epoch를 진

행하였다. CNN의 학습결과 MSE가 99.35%로 매우 양

호하게 학습되었다.

Ⅴ. 모의실험 및 결과

모의실험에서 소실점을 이용한 제어기와 CNN을 적

용한 제어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제어 환경은 표 3과 

같이 설정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주행 테스트는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지도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Car speed [km/s] 50
Time step [sec] 0.045
Max. steering
angle [degree] 25

PID 
Gains

 0.03

 0.001

 0.005

Test 
road

Test road 1 A Solid lane with big trees and grass 
around it

Test road 2 A lane with solid and dotted lines with 
small trees and grass around it

Test road 3 A lane without solid lines with big trees 
around it

Table. 3 Environment settings

5.1. Test road 1

그림 7은 Test road 1과 같이 도로 주위에 큰 나무와 

실선 차선이 있는 경우, 소실점을 이용한 제어기와 CNN
을 적용한 제어기의 차량과 도로 중심과의 오차를 표시

하였다. 소실점을 사용한 제어기는 실선 차선이 있는 도

로에서 대체로 소실점들을 검출하였으나, 큰 나무가 있

는 그늘진 도로에서 차선검출이 어려웠다. 주행 테스트

에서 48초~57초 구간에서 차체가 심하게 도로 가장자

리로 쏠림을 알 수 있다. 도로 중심과의 평균 오차의 합

은 소실점을 사용한 제어기에서는 96,270.43[mm]이며, 
CNN을 적용한 제어기는 86,592.80[mm]로 제안한 방법

이 더 정밀하게 추종함을 알 수 있다. 

Fig. 7 Tracking Error for Test road 1

5.2. Test road 2

그림 8은 차선이 실선과 점선으로 혼합된 차선과 주

변 풀숲과 가로수로 인해 차선이 가려져 있는 Test road 
2에 대한 주행 테스트 결과이다. 소실점을 사용한 제어

에서는 차선이 없거나 가려진 도로에서 차선검출이 어

려워 정확한 소실점을 추정하지 못한다. 57.855초와 

113.883초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소실점을 추정

하지 못하였으며, 100.891초~105.966초와 111.041초~ 
115.710초 구간에서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한다. 또한, 
145.143초부터 차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여 146.160초 이

후에는 도로를 완전히 벗어나 차량이 탈선한다. 이는 정

확히 소실점을 추정하지 못해 조향각이 크게 변화하여 

차량을 탈선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CNN을 이용한 

제어기에서는 실선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의 주행과 같

이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도로 중심과의 평균오차의 

합은 123,954.74[mm]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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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acking Error for Test road 2

5.3. Test road 3

그림 9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주위에 큰 나무가 있고 

실선 차선이 없는 Test road 3의 주행 테스트 결과이다. 
소실점을 이용한 제어기는 차량이 출발과 동시에 차선

을 검출하지 못하여 도로의 중심을 벗어나 차량이 탈선

한다. 실선 차선이 없는 경우, 허프 변환으로 차선을 검

출할 수 없어 소실점과 도로의 중심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CNN을 적용한 제안한 방법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실선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소실점과 좌우 소실

점 라인을 잘 추정한다. 도로 중심과의 평균 오차의 합

은 96,697.13[mm]로 측정되었다. CNN은 특징검출 계

층인 컨볼루션을 통하여 실선 차선이 없는 도로의 영상 

이미지로부터 소실점과 소실점 라인의 특징을 잘 추출

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CNN을 적용한 제안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뛰어난 제어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앞으로 실제 차량에 CNN을 적용한 많은 연

구가 요구되며, ADAS를 대체할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

로 제시될 수 있다.

Ⅵ. 결  론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차

량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

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ADAS 기능이 구현된다. 그러

나 너무 많은 센서와 고가의 기능으로 단순화된 시스템

이 요구된다. 시각센서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중 소실점

을 이용한 제어기법은 자율주행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나, 차선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된 경우에 차선

검출과 소실점 추정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영상 이미지를 CNN에 적용하

여 도로의 소실점과 소실점을 만드는 좌, 우측의 소실점 

라인을 예측하고, 예측된 점들로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조향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CNN을 적용

한 제안한 방법이 실선 차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의 

중심을 잘 추종하였으며, 일반적인 소실점을 사용한 제

어기법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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