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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무선통신  상처리 기법을 이용한 차선 인식, 조향제어  속도제어 알고리즘

을 개발하 다. 자율주행 차량이 상처리 기법 기반으로 도로 교통 신호를 인식하는 신에 블루투스 무선통

신을 이용하여 자 교통 신호로부터 속도 코드를 수신하여 도로 허용속도를 인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 다. 

그리고 캐니 알고리즘, 허  변환을 이용하여 차선을 추 하도록 하는 PWM 제어 기반의 조향제어 알고리즘

을 개발하 다. 개발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해서 차량 시작품과 차량  주행 트랙 시작품을 개

발하 다. 조향제어  속도제어를 한 주제어 장치로 라즈베리 이  아두이노를 각각 용하 으며 구  

언어로는 Python과 OpenCV를 사용하 다. 차량 시작품과 모의트랙을 이용한 차선 추   운  제어 성능 

평가 실험에서 유효한 성능을 보임으로서 제안된 방법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lane recognition, steering control and speed control algorithms were developed using Bluetooth wireless 

communication an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Instead of recognizing road traffic signals based on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 methodology for recognizing the permissible road speed by receiving speed codes from electronic traffic 

signals using Bluetooth wireless communication was developed. In addition, a steering control algorithm based on PWM 

control that tracks the lanes using the Canny algorithm and Hough transform was developed. A vehicle prototype and 

a driving test track were developed to prove the accuracy of the developed algorithm. Raspberry Pi and Arduino were 

applied as main control devices for steering control and speed control, respectively. Also, Python and OpenCV were 

used as implementation languag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confirmed by demonstrating 

effectiveness in the lane tracking and driving control evaluation experiments using a vehicle prototypes and a te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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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

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5만 명, 2018년에는 135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1].  사회에서 자동차는 가장 편

리한 도구이지만 반면에 인의 생명에 가장 큰 치명

인 도구가 되기도 한다[2-3].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기 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다[4]. 자율주행은 

운 자가 핸들, 가속페달, 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도 설정된 목 지로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

주행을 수행하기 한 핵심 기술로는 주변 주행 환경 인

식(Perception), 재 주행 치 확인(Localization)과 함

께 이에 따른 주행 경로 제어 시스템(Control)이 필요하다

[5].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재는 Tesla, 기아, 

Ford 등과 같은 세계 각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

행 자동차를 도입하기 해 재 연구 개발을 진행 이

다[6]. 

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SCC-ML의 원리는 먼  

방카메라, 이더 등의 센서가 다양한 운 상황에서 발

생 되는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해 ADAS의 두뇌격인 

제어컴퓨터로 보낸다. 제어컴퓨터는 입력된 정보로부터 

운 자의 주행습 을 추출해 종합 인 주행성향을 악

한다. 이때 인공지능 기술  하나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 용된다. 그리고 2021년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

능한 벨3 차량을 출시하고, 2024년부터는 시내 도로주

행까지 가능한 벨4 차량을 운송사업자부터 단계 으로 

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7].

그리고 테슬라는 재 벨2 수 으로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인 오토 일럿은 차량에 부착된 다량의 카메

라와 이더가 결합하여 주변의 사물과 거리를 단하는 

이더(rader) 심이다. 하지만 사물의 형상을 정확하게 

단하기 어렵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8-9]. 재 많은 

연구에서는 테슬라와 같이 차량 주변 환경을 인지할 때 

이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차선인식, 차량인식, 교

통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의 상 획득 장치를 이용하여 

도로 교통 표지  이미지를 입력받는 과정에서 날씨 변

화, 빛의 밝기, 그림자 등과 같은 자연 인 요인들로 인해 

원래와 다른 색상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표지 의 치, 

촬  각도, 상의 흔들림, 배경의 복잡도와 같은 촬  

시의 주변 환경  요인들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교통 표

지 을 차량 네비게이션 등의 내부 장치가 자동으로 인식

하는 과정은 간단치가 않다[10].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

하기 해 최근에 새롭게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교통 신호

를 인식하는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다[11].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  상

처리 기법을 이용한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먼

, 차량과 디지털 교통 신호 체계 간 무선통신을 통해 

교통 신호를 수신하여 차량 허용속도를 인식, 속도를 제

어하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다음 상 처리를 기반으로 

차선을 검출, 추 하도록 하는 PWM 제어 기반의 조향제

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끝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의 정

확성을 확인하기 해서 차량  주행 트랙 시작품을 제

작하며,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방법론의 유효

성을 검증한다.

Ⅱ. 차량 구조 설계

자율 주행을 한 디지털 교통 신호체계와 차량 간 무

선 통신에 한 기본 개념은 그림 1에 보인다.

그림 1. 디지털 교통 체계화 차량 간 무선통신 개념 
Fig .1 The Concept of wireless communication 

Between Digital transportation systems an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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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디지털 신호 체계는 신호등 시와 도로 

허용 속도에 한 코드를 무선신호를 통해서 송하고 

도로 상의 차량은 무선으로 수신된 교통 신호를 분석하여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제어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2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의 주행 속도를 통제하기 한 차량

의 기본 구조를 보인다.   

그림 2. 차량의 기본 구조 설계
Fig. 2 Basic structural design of vehicle

그림 2에서 차량은 디지털 신호체계로부터 신호등의 

시와 속도 코드를 수신하도록 무선 모듈, 교통 신호등

과 속도 표지 과의 거리를 인지하기 해 음  센서와 

이들 신호로부터 차량 속도를 제어하기 해 속도 제어기

가 설계된다. 한 도로 상으로부터 차선을 검출, 추

하기 한 상 센서와 메인 제어기가 설계된다. 

Ⅱ. 차선 추  알고리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로 상 데이터

를 기반으로 차선을 추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해 

라즈베리 이 카메라와 OpenCV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차선 추  알고리즘을 그림 3과 같이 설계한다. 라즈베리

이 카메라에서 상을 입력받아 Gray Scale을 용한 

후, 이미지의 윤곽선을 쉽게 검출하기 하여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 이진화(Binary)를 용하여 상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 후 상 이미지에 낮은 

에러율, 정확한 에지 치, 응답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캐니 에지(Canny Edge)를 용하여 입력된 상 이미지

의 가장자리를 검출한다. 이때, 캐니 에지는 잡음을 제거

하여 보다 정확한 에지를 검출할 수 있도록 다음 네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차선 추  알고리즘
Fig. 3. Lane tracking algorithm

먼 ,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가우시안 필터링을 

용한다. 그리고 에지 그 디언트(기울기)의 크기와 방향

을 계산하기 해 소벨 함수를 이용하여 GX(sobelX), 

GY(sobelY)로 에지의 수평선, 수직선을 검출한다. 다음

으로, 검출된 여러 에지  가장 큰 값만 에지로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설정한 임계값보다 큰 값만 에지로 인정하여 

얇고 정확한 에지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12]. 입력받은 

상을 바탕으로 상의 하단 부분을 ROI(Reg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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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심 역) 역으로 설정한 후, 차선을 검출하기 

해 캐니 에지로 에지를 검출한 다음, 허  변환 알고리

즘을 용하여 직선들을 검출한다[13]. 이를 바탕으로 조

향 각을 계산한 후,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과정을 반복한

다.

3.1 허  변환

허  변환은 이미지에서 선과 같은 단순한 형태를 빠

르게 검출할 수 있으며, 직선을 찾아 이미지나 상을 보

정하거나 복원한다. 선은 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각 좌

표계에서 직선의 방정식 y = ax + b를 이용하여 ( , )좌

표에 있는 모든 들에 한 직선을 표시하고 극 좌표계

(, )로 변환, 표시한다. 그림 4의 (a)와 (b)는 각각 직선

에 한 직각 좌표계와 극 좌표계에서 표시를 보인다.

그림 4. 직선에 한 직각 좌표계와 극 좌표계 표시
Fig. 4 Representation in rectangular and polar 

coordinates for a straight line

그러므로 임의의 을 지나는 직선은 식(1)과 같은 형

태로 표 할 수 있다[14]. 이때 의 범 는 직선이 [0, 

π] 와 [π, 2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0, π]로 결정한다. 

   단  ≤ ≤  
극좌표계로 변환한 직선의 방정식인 식(1)을 통해 나

오는 무수히 많은 곡선은 그림 5와 같이 그려질 수 있다. 

이때, 네 개의 곡선에서 교차 이 생긴다면 네 을 지나

는 직선이 같다는 의미로  4개가 하나의 직선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n개의 곡선이 한 에서 만나면 n개의 

이 하나의 직선 에 있다는 뜻이 되므로 그림 5의 (a)

와 같이 (, ) 의 교 의 좌표를 가지고 (x, y) 평면에 

직선을 그리면 n개의 을 가지는 직선을 그림 5의 (b)와 

같이 그릴 수 있게 된다[15-16]. 

그림 5. 극 좌표계로 표시된 직선 방정식
Fig. 5 Equation of a straight line in polar Coordinate 

system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 의 의 개수를 악하여 설

정한 임계값 이상의 개수를 가질 때만 직선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2 조향 각 계산

허  변환을 이용하여 검출된 차선의 기울기를 기반으

로 차선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먼 , 입

력 상에서 허  변환을 이용해 찾은 직선 에 일정 

기울기를 가진 선들만 선별한다. 그리고 차선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서 상 앙을 기 으로 왼쪽 차선 역과 

오른쪽 차선 역 2개로 나 다. 다음으로, 각 역에서 

검출된 차선의 기울기와 y 편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차

선의 시작  (, ), 차선의 끝  (, ) 좌표를 받아온

다. 이때 왼쪽 차선의 경우 좌표는 >, <로 나타

나고 이때 식(2)에 의해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반 로 오른쪽 차선의 경우 좌표가 <, <로 

나타나고 식(2)에 의해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 

=와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무한 라고 단하여 다

음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을 거치면 왼쪽 차선들의 시작  (, )과 

끝  (, )들, 오른쪽 차선들의 시작  (, )과 

끝  (, )들을 각각 얻을 수 있다. 이 시작 과 끝

들로부터 주행 벡터는 그림 6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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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선으로 표시되는 주행 벡터의 시작 과 끝 에 한 

좌표 사이의 거리를 , 좌표 사이의 거리를 로 정

의한다.

그림 6. 자동차의 조향 각
Fig. 6 Steering angel of vehicle

이때, 검출된 왼쪽 차선들의 시작 과 끝 들을 이용

하여 조향 각을 계산할 수 있는데, 차선이 2개일 경우 조

향 각 값은 식 (3)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tan
    tan

  

이때,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기 한 서보모터의 

회  각 는 서보모터가 0°에서 180°까지 양방향으로 회

할 수 있기 때문에 식 (3)을 통해 얻어지는 라디안으로 

표시되는 조향 각 를 각도로 변환한 후, 90°를 더함으로

서 얻어진다.

라인이 한 개로 인식되어 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 조

향 각은 0이 되고, 두 개의 라인이 인식될 때 각도가 90도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90도 이하이면 왼쪽으로 바퀴가 회

하게 된다[17-18].

VI. 무선 교통신호체계 설계

자율 주행 차량이 시각  방식에 기반 하여 교통 신호

를 인식하는 신에 무선통신을 통해 교통 신호를 수신함

으로서 보다 안 한 속도제어가 이루어지도록 무선통신 

기반 교통신호체계가 설계된다.

4.1 무선통신 기반 디지털 신호등 설계 

차량이 신호등 시에 따라 안 하게 주행하도록 하기 

해 차량이 신호등과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시 코드

를 수신하여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도록 한다. 블루투스는 

기기 간 마스터(Master)와 슬 이 (slave) 구성으로 연

결되는데, 마스터 기기가 생성하는 주 수 호핑

(Frequency Hopping)에 슬 이  기기를 동기화시키는 

것으로 다른 시스템의  간섭을 피해 안정 으로 연결

될 수 있게 한다[19-20]. 

그림 7. 디지털 교통 신호등의 신호처리 순서
Fig. 7  Signal processing sequence of digital traffic 

lights

그러므로 2.4GHz 작동 주 수를 갖는 HM-10 블루투

스 모듈을 사용하여 신호등은 마스터로 차량은 슬 이

로 용하여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실  하도록 한다. 그

림 7은 마스터 역할을 하는 디지털 교통 신호등의 신호처

리 순서를 보인다. 그림 7에서 CT는 재 시간(Current 

Time), TR, TG, TY는 각각 기 설정된 빨간색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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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시 시간 그리고 노란색 시 시간을 의미한다. 마

스터인 신호등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신호등이 빨간불

이 되면 ‘R’문자, 신호등이 노란불이 되면 ‘Y’문자, 마지막

으로 신호등이 란불이 되면 ‘G’문자를 설정된 시 시

간 동안 송신한다. 

4.2 무선통신 기반 차량 주행 제어 회로 설계

그림 8은 그림 7에 보인 디지털 신호등으로부터 수신

되는 교통 신호등 시 코드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제어

하도록 설계된 차량 속도 제어 순서도를 보인다.  

그림 8. 신호코드에 따른 차량의 주행 제어 순서
Fig. 8  Vehicle driving control sequence according to 

the received traffic signal code

슬 이  차량은 이들 신호 코드를 수신하면 신호 코

드가 주행 방향의 신호등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인지를 확

인한다. 만약, 차량 주행 방향의 신호등 신호이면 음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등까지의 거리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거리가 허용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새

로운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반면에 만족하면 신호 코드

별로 미리 정의된 속도에 따라 정지, 가속 는 감속하도

록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 보인바와 같이 차량

이 DC 모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블루투

스 무선통신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 코드에 따라 시비 율

(Duty Cycle)을 결정함으로서 차량의 속도제어가 실 되

도록 한다. 여기서, PWM 시비 율은 신호 코드가 ‘R’인 

경우 정지, ‘Y’인 경우 최 속도의 39%, ‘G’인 경우 최 속

도의 59%에 이르도록 정의된다.  

4.3 음  센서 기반 거리측정 회로 설계

교통 신호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수신하기 때문에 

교통 신호를 신호등이 있는 치에서만 수신해야 한다. 

이를 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음 센서를 차량 

방 측면에 부착하여 신호등을 장애물로 인식하여 신호등

까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설정한 임계값 이하의 

거리가 측정 을 때만 해당 교통 신호를 인식하여 블루투

스 무선통신을 이용한 교통 신호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블루투스 통신시스템 구성도
Fig. 9 Bluetooth communication system configuration

거리 30cm를 Distance의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실시간

으로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다가 차량이 장애물과의 

30cm 거리 안에 들어올 때, 신호등과 블루투스 통신하여 

모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21-24]. 그림 9는 

블루투스 무선통신과 음 센서, 차량의 구동 DC 모터

를 포함한 실제 신호등과 차량간의 블루투스 통신 체계 

구성을 보인다.

V. 제작  실험

5.1 시험 차량 제작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시작품을 제작한다. 실 으로 실제 디지털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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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과 유사한 시작품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 

1에 보인 사양을 가지는 부품을 기반으로 그림 10 같은 

RC카 기반의 시험 차량을 제작하 다.

Functions Components Model

Steering 

Angle 

Control

Main controller Raspberry Pi 4

Camera Pi Camera V2

Servo motor GA25-370

Speed 

Control

Speed controller Arduino mega 2560

DC Motor MG996R

Motor driver LSZH-EK001

Ultrasonic Sensor HC-SR04

Comm. Bluetooth HM-10

표 1. 시작품 사양
Table 1. Prototype specification

그림 10. 시험 제작 차량의 외형
Fig. 10 Test vehicle prototype

시험 차량은 앞바퀴에 설치되는 서보 모터를 통해 조

향 제어가, 뒷바퀴에 설치되는 DC모터를 통해 속도 제어

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된다. 차선추  시 요구되는 도로 

상 수집을 한 비  센서와 조향제어 알고리즘을 탑재

하기 한 주제어장치로 각각 라즈베리 카메라 V2와 라

즈베리 이 4가 채택된다. 라즈베리 이 4는 라즈베리

이 카메라 V2를 통해 당 30 임의 상을 입력받아 

OpenCV 상처리 로그램을 통해 차선을 인식하고 조

향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계산된 조향 각으로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모터의 속도제어 장치로 아두이노 

메가 2560이 설계된다. 서보모터는 륜 구동 모터로 

50Hz(=1/20ms)의 PWM 주 수를 가지고 2.5%의 듀티 

사이클에서 0°, 12.5%의 시비 율(Duty Cycle)에서 180°를 

유지한다. 

무선 신호등과 속도 제어장치와의 루투스 통신을 

해 블루투스 HM-10이 용된다. 블루투스는 마스터, 슬

이  기능이 있는 HM-10 모델을 이용해 아두이노메가 

2560과 연결되여 신호등을 신호를 송신하는 마스터, DC

모터를 신호를 수신하는 슬 이 로 설정하여 무선통신

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행 차선의 신호등으로부터 수신되

는 교통신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신호등과

의 거리를 확인하기 한 음  센서가 용된다. 

5.2 모의 트랙 제작 

 자율 주행 차량의 무선 통신 기반 차선 추   주행 

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해 하나의 모의 트랙을 제작하

다. 모의 트랙은 가로 226cm, 세로 160cm의 검정색 보드 

에 흰색 테이 로 제작된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되는 

2개의 차선을 포함한다. 

그림 11. 모의 트랙과 신호등
Fig. 11 The test track and traffic lights

차선폭은 이 카메라의 시야각과 차량의 허용 가능한 

조향 각에 합하도록 21cm로 제작하 다. 한 그림 11

에 보인바와 같이 1개의 디지털 신호등을 제작하여 신호

등과 차량 간에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통해서 교통 시 

신호가 송수신되도록 하 다.

5.3 성능 시험 평가

 본 논문에서는 먼 , 주행 제어를 한 기본 기능으로

서 서보모터의 조향 각 제어 성능을 검증하 다. 표 2는 

서보모터를 제어할 때 발생하는 실제 각도의 오차율을 

계산한 것으로 서보모터에 조향 각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제 각도를 측정하여 오차를 계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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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  각에 따른 입력 각과 측정 각의 오차율 
Table 2. Error rate of input angle and measurement 

angle according to the reference angle

Actual

angle

Number of measurements
Error 

rate

[%]1 2 3 4

60 65 65.5 65.3 65.75 8.97

70 70 70.5 70.6 70.5 0.57

90 93 93.5 93.6 93.25 3.708

100 101 101.5 101 100.75 1.06

다음, 음  센서 기반 거리 측정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음  센서는 송신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부에서 받아 그 시간 차이

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표 3. 측정된 거리에 따른 오차 값
Table 3. Error according to the measured distance

Actual 

distance[cm]

Measuring distance to 

obstacles[cm]

Error 

rate[%]

20 17.53 12.35

15 15.59 3.93

10 8.10 19.00

7 5.03 28.14

일반 인 센서는 트리거(Trigger) 핀으로 신호를 보내

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에코(Echo) 핀으로 수신한

다. 음 는 장이 짧아 지향성과 직진성이 높으며 공

기 에서는 약 340m/s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

을 가진다[21]. 다음 표 3은 음 센서로 측정된 거리에 

따른 오차 값을 나타낸다.

끝으로. 모의 트랙에 한 주행 시험을 통해 무선 통신 

기반 차선 추   주행 성능을 검증하 다. 그림 12는 

차선 추  실험에서 보이는 조향 각의 변화를 보인다. 반

면에 그림 13은 무선 신호등 제어 실험에서의 보이는 시

비 율 제어 결과를 보인다.

그림 12. 차선 추  실험에서 추정되는 조향 각
Fig. 12 Steering angle variation seen in lane tracking 

experiments 

그림 13. 신호제어 실험에서 보이는 시비 율 변화
Fig. 13 Duty ratio variation seen in signal control 

experiments 

  실험을 통해서 그림 12에 보인바와 같이 조향 각 제

어를 통해서 차량이 시험 트랙을  추 하여 주행하는 것

을 확인하 으며 디지털 신호등의 신호 시에 따라 그림 

13에 보인바와 같이 정지, 가속 그리고 감속의 주행 제어

를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향후 개선 사항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신호등과 차량 간의 무선 통신

을 통한 기본 인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연구하 다. 라

즈베리 이 4를 차량의 주제어장치, 아두이노 메가 2560

을 속도 제어장치로 하여 라즈베리 이 V2 카메라를 통

해 송되는 상 데이터를 처리, 차선을 인식하고 조향

제어를 실 하는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을 구 하 다. 

한, 무선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HM-10 블루투스 모듈과 

장애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음 센서를 이용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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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와 모의 트랙 상의 디지털 신호등 간의 블루투스 무

선통신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실험 과정에서 라즈베리 이의 시야각이 좁아 차선인

식에 한계 을 발견하 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라즈베리 이 카메라와 서보모터를 결합하여 모의 트랙 

환경 기반의 상하좌우 각도 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

라 틸트’ 모형을 활용, 격한 경사가 있는 모의 곡선 트랙

에서 차량의 앞바퀴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도록 하여 

라즈베리 이 카메라의 시야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단된다.

따라서 차후, 라즈베리 이의 시야각을 증 하고 엔코

더 모터를 기반으로 교차로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속도 궤환 제어를 실 함으로서 차선을 보다 정확히 인식

하고 자율주행의 안 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들이 연구

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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