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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비  센서와 딥 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의 속도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비

 센서 A로부터 제공되는 도로 속도 표지  상에 딥 러닝 로그램인 텐서 로우를 이용하여 속도 표지를 

인식한 후, 자동차가 인식된 속도를 따르도록 하는 자동차 속도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동시에 비  센

서 B부터 송되는 도로 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차선을 검출하고 조향 각을 계산하며 PWM 제어를 통

해 륜 차축을 제어, 차량이 차선을 추 하도록 하는 조향 각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제안된 조향 각 

 속도 제어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이썬 언어, 라즈베리 이  Open CV를 기반으로 하

는 자동차 시작품을 제작하 다. 한, 시험 제작한 트랙에서 조향  속도 제어에 한 시나리오를 검증함으

로써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steering control and speed control algorithm was presented for autonomous driving based on two 

vision sensors and road speed sign board. A car speed control algorithm was developed to recognize the speed sign by 

using TensorFlow, a deep learning program provided by Google to the road speed sign image provided from vision 

sensor B, and then let the car follows the recognized speed. At the same time, a steering angle control algorithm that 

detects lanes by analyzing road images transmitted from vision sensor A in real time, calculates steering angles, 

controls the front axle through PWM control, and allows the vehicle to track the lan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lgorithm's steering and speed control algorithms, a car’s prototype based on the Python language, 

Raspberry Pi and OpenCV was made. In addition, accuracy could be confirmed by verifying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steering and speed control on the test produced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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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직장인은 1년  운  시간이 평균 으로 약 350시간 

정도가 되는데[1], 이것은 인들에게 상당한 피로가 된

다. 차량 운  시 발생하는 사고로 졸음운 과 방 주시 

태만 그리고 차량 자체 결함 등으로 사고가 나는데, 사고 

부분은 안  운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게 된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동차가 운 자 도움 

없이 스스로 도로 환경을 인식하여 자율 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 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

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자율 주행에 큰 심이 집 되고 

있다. 인간은 마다 운  능력, 신체 반응 속도, 처 능

력이 다르지만, 자동차는 차량에 장착된 센서와 제어장치

를 이용한다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단이 가능하다

[3-4]. 한 사고 험성이 사라지고 교통 혼잡도 어드

는 장 이 있다[5]. 이러한 많은 장 과 편리함으로 인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규모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궁

극 으로,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상된다

[6]. 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9.7% 성장할 것

이라는 상이 있다. 자율 주행 기술은 앞으로 반복 인 

경로의 셔틀버스 운 이나 자동 출퇴근, 무인 택배 시스

템, 무인 이동식 매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러한 시장 요구에 응하기 

해 국내외 으로 자율 주행에 한 많은 연구개발 노력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7-11]. 

 기아차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벨2 자율주행 기

술을 개발, 상용화하 다[12]. 참고문헌 [13-14]에서는 도

로 상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차선 검출  추  방법론

이 제시되며. 참고문헌 [15]에서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

용한  도로 표지  인식기술을 제시한다. 참고문헌[16]에

서는 직사각형이나 원과 같은 형상 인식에 기반을 둔 도

로 교통 표지  인식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들 논문들은 

공통 으로 카메라 상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차선 검

출, 차선 추  그리고 교통 표지만 인식 방법론을 제안한

다. 하지만 자율 주행을 해서는 차선 검출  도로 표지

을 통합 으로 인식하여 차선 추   속도제어가 동시

에 실 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비  센서로부터 제공되

는 상신호로부터 차선 검출  속도 표지  인식을 기

반으로 하는 조향  속도제어 방법론을 제시한다. 먼  

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차선을 검출하고, 륜 차축을 

제어함으로써 조향 각 제어를 실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한다. 다음, 구 의 딥 러닝 로그램인 텐서 로어를 이

용한 속도 표지  인식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속

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끝으로 2개의 비  센서 

 라즈베리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작품을 제작하며, 

시험 트랙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의 정확

성을 검증한다. 

Ⅱ. 자율 주행 메커니즘 설계

자율주행은 차선 추 , 차량 속도, 충돌 회피, 차선 이

탈 방지, 자동 주차 기능 등을 포함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선 추   속도 제어 방법론을 연구하며, 목 을 실

하기 한 자율 주행 메커니즘을 그림 1과 같이 설계한다.

그림 1. 자율 주행 메커니즘 설계
Fig. 1 Autonomous driving mechanism design

그림 1에서, 비  센서 A는 도로 표지  상을 차량 

속도 제어기에 송하고 차량 속도 제어기는 딥 러닝 모

델을 기반으로 속도 표지 을 인식, 속도를 결정하고 후

륜 구동력을 제어함으로써 차량의 진행 속도를 제어하도

록 설계된다. 반면에 비  센서 B는 도로 상을 실시간

으로 조향 각 제어기에 송한다. 조향 각 제어기는 수신

된 상을 처리하여 차선을 인식, 륜의 조향 각을 제어

함으로서 차량이 차선을 추 하도록 설계된다. 

2.1 딥 러닝 기반 속도 제어 알고리즘 설계

 자율 주행에서 차량 속도는 도로 허용 속도를 따라야 

하는데, 이때 도로 허용 속도는 도로 상의 속도 표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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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  센서 A로부터 

제공되는 상 신호로부터 기계 학습을 용하여 도로 

속도 표지 을 인식, 허용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채

택한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스스로 학습하고 문

제 을 개선해나가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기계에 학습시

켜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 

지능의 한 분야이다. 기계 학습은 그림 2에 보인바와 같

이,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지도학습 그리고 강

화 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17-19]. 

그림 2. 기계 학습의 분류
Fig. 2 Classification of the machine learning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은  분류되어 라벨이 

지정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기계에게 각 입력에 한 

정답(Label)을 제공하는 학습법이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비 분류되어 라벨이 지정되

지 않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기계에게 각 입력에 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학습법이다.  지도 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은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학습법으로 분류되어 라벨을 가지는 데이터들과  비 

분류되어 라벨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법이다. 실 으로 교육 데이터 집합이 무 큰 경

우 지도 학습법은 지나친 학습시간이 요구됨으로서 학습 

효율이 하게 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 데이

터 집합 에서 일부는 라벨을 주어 지도 학습을 실행하

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해서는 비 지도학습을 실행함으

로서 규모 데이터 집합에 한 학습의 효율성을 개선하

기 한 학습법이다. 강화 학습은 어떤 환경 하에서 정의

된 에이 트가 재의 상태를 측하고 선택 가능한 액션

들 에서 정책에 따라 액션을 취한 후 정 인 결과에 

해서 보상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지도 학습이나 비지

도 학습은 피드백 요소를 가지지 않지만 강화 학습은 이

들 학습법과는 다르게 보상이라는 피드백 요소를 가진다. 

그림 3. 딥 러닝 학습 차와 속도제어 알고리즘
Fig. 3 Deep learning procedure and speed control 

algorithm 

사물 인터넷, 클러스터 컴퓨  기술의 발 과 사회

 요구로 빅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서, 이들에 

한 해석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

습법은 컴퓨  능력의 한계로 1-2개의 층의 구조를 가짐

으로서 복잡한 행렬 계산 식 처리의 한계로 인해 빅 데이

터 처리에 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0년  새롭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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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GPU를 신경망 학습에 용함으로서 기존 신경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십 는 수백 개의 층을 가지는 복잡

한 구조의 인경신경회로망의 학습이 가능해 졌는데, 이와 

같이 다층을 가지는 인경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을 딥 러닝 는 심층 학습이라고 한다. 그림 3의 좌

측 흐름도는 심층 학습의 학습 차를 설명하는데1) 도로 

속도 표지  이미지 데이터 집합에 이러한 심층 학습법을 

용하면 도로 표지 의 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딥 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속도 제어기는 비  센서 A로부터 도로 속도 표지  

이미지를 수신한 후, 수신된 상 데이터를 그림 2에 보인 

심층 학습법으로 학습한 딥 러닝 모델에 용, 속도 표지

을 인식한다. 인식된 결과로부터 허용속도를 결정하며 

이  값과 다른 경우 재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 다음, 

궤환 제어(Feedback Control)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구

동 모터가 엔코더 모터인 경우 궤한 제어를 설계한다. 차

의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검출한 후, 허용 속도와 비교

하여 속도 오차를 계산한다. PID 제어기를 용하여 보상

된 제어 신호를 얻는다. 보상된 제어 신호로부터 PWM 

시비 율(Duty ratio)을 결정, 후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함

으로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어한다. 반면에 엔코더리스 

모터인 경우, PID 속도 궤환 제어가 용될 수 없기 때문

에 생략되고 속도 코드에 따라 정해지는 PWM 시비 율에 

기반 하는 개방 루  제어 차가 설계, 구 된다. 그림 

3의 우측 흐름도는 학습된 심층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속도제어 알고리즘을 보인다. 

2.2  상처리 기반 차선 추  알고리즘 설계

 차선 추  알고리즘은 차량 방에 설치되는 비  센

서 B로부터 도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후, 수집된 

이미지에 가우시안 블러 알고리즘, 캐니 알고리즘, 허  

변환 등 상 처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차선을 검출한 

후, 조향 각을 계산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상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체 인 차선 추  알고리즘을 

보이다.

그림 4. 차선 추  알고리즘
Fig. 4 Lane tracking algorithm

2.2.1 차선 검출

차선을 검출하기 해 먼 , 비  센서 B로부터 차선 

상을 실시간으로 읽어오며, Open CV 라이 러리의 회

색조 변환(Gray Scale Convert) 기능을 통해 흑백 사진으

로 변환 후, 가우시안 블러(Gaussian Blur)를 처리한다. 

가우시안 블러는 심에 있는 화면 픽셀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며 보통 5x5 크기로 사용한다.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하면 테두리 선이 남은 상태에서 블러링이 이루어지

며, 캐니 알고리즘으로 테두리 선을 검출하기 에 배경

과 물체를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기 해 사용한다. 식 (1)

은 가우시안 분포 공식이다. 

1) www.tensorfl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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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노이즈를 제거한 후, 캐니 알고리즘을 용하여 

테두리를 검출한다. 에지는 픽셀의 강도(Intensity)의 변

화에 응하는데, 이 에지를 검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터를 용함으로서 수평 축(x축) 방향과 수직 측(y측) 

방향의 강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노이즈를 제거한 후, 캐니 알고리즘을 용함으로서 

테두리를 검출할 수 있다. 에지는 픽셀의 강도의 변화에 

응하는데, 이 에지를 검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터

를 용함으로서 수평 축(x축) 방향과 수직 측(y측) 방향

의 강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필터 용 후, 기울

기(Gradient)의 크기와 구배는 식 (2), 식 (3)으로 각각 

표시된다. 식 (2)에서 Gx는 수평방향 기울기, Gy는 수직방

향 기울기이다.

  

  arc 
  

이미지의 각 픽셀에 한 기울기를 계산한 후,  가장 

큰 기울기를 가지는 픽셀은 남기고 나머지 픽셀은 0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해서 정의되

는 maxVal과 minVal 값을 근거로 테두리 여부를 결정한

다. 만약, maxVal 값 보다 큰 값이면 테두리로 보며, 

maxVal와 minVal 사이의 값을 가지면 선의 연결성을 

단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진들

을 그림 5에 보인다. (a)는 가우시안 블러와 회색조 변환

된 사진의 모습이고 (b)는 캐니 엣지 처리된 사진이다.

(a) Gaussian Blur        (b) Canny Edge

그림 5. 가우시안 블러  캐니 알고리즘 용 후 이미지
Fig. 5 Images after applying Gaussian Blur and Canny 

algorithm 

2.2.2 조향 각 계산

조향각 계산 코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검출되

는 차선이 두 일 때, 한 일 때, 선이 검출되지 않았을 

때로 나뉜다. 각도를 계산하기 에 이  상처리 부분

에서 차선 테두리를 검출 후 허  변환을 통해 픽셀 별로 

좌표를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차선의 평균선과 기울기  

편을 찾는다. 이는 좌표를 통해 x축 오 셋 값인 xoffset

과 y축 오 셋 값인 yoffset을 구하기 한 것이다.

첫 번째로 차선이 두 개일 때 x축 오 셋 값은 왼쪽 

차선의 x2 좌표 값, 오른쪽 차선의 x2 좌표 값을 추출하여 

평균값을 취한 후, 이를 화면 비/2로 빼  값이다. y축 

오 셋 값은 화면 높이/2로 정해 다. 두 번째로 차선이 

한 개일 때 x축 오 셋 값은 검출되는 한 차선의 x1, x2의 

좌표 값을 추출하여 x2에서 x1을 빼 다. y축 오 셋 값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선이 없을 때 x축 오 셋 값은 0이

고 y축 오 셋 값은 화면 높이/2로 동일하므로, 이럴 경우 

차는 직진만 하게 된다 차량의 조향 각 는 오 셋 값들

을 이용하여 식 (5)로 표시할 수 있다. 식 (5)에서, 이썬 

코드로 계산된 값이 라디안 값을 가지기 때문에 디그리로 

환산하며 직진 기 으로 서보 모터가 90°의 각도를 가지

므로 90을 더해 다.

 tan 


×
   

에서 구한 조향 각을 서보모터 식 (5)에 용하여 

서보모터에 한 PWM 제어 시비 율을 결정한다. 각도에 

따른 PWM 한 시비 율은 서보 모터마다 다르므로 실험

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  

 서보 모터가 0° 일 때 3, 90° 일 때 79, 180° 일 때 

12.7이므로 기울기가 각도에 한 시비 율의 기울기는 

9.7/180, 편은 3이다. 따라서 PWM 시비 율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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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고찰  

3.1 차량 시험 제작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차량 시작품을 그

림 6과 같이 제작하 다. 차량 구성은 비  센서 A, B로 

동작할 라즈베리 이 2 , 이 카메라 2 와 후륜 모터, 

륜 모터, 원을 공 할 배터리로 구성하 다. 표 1은 

시작품 차량의 사양을 보인다.

그림 6. 성능 평가를 한 시작품 차량
Fig. 6 Prototype vehicle for performance evaluation

표 1. 시작품 차량의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prototype car

Components Parts specification

Speed 

Controller

Raspberry Pi 4 RAM 4GB

Pi Camera 640 x 480  60p

Rear Wheel

 Motor

3V -12V, 

681rpm - 1931rpm

Steering 

Angle 

Controller

Raspberry Pi 4 RAM: 4GB

Pi Camera 640 x 480  60p

Front Wheel  

Motor

Stall Torque: 

9.4kg/cm(4.8V)

power source Battery
65W External 

Battery Pack

3.2 텐서 로어 용 방법

본 논문에서는 도로 속도 표지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한 솔루션으로서 앞에서 설명된 딥 러닝 기법을 용한

다. 도로 속도 표지 에 한 학습 모델을 만들 때 표지   

종류가 많고 학습량이 많을수록 정확도와 다양성은 올라

간다. 하지만 그만큼 모델을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산 속도도 느려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모델의 경량화를 해 구 에서 개발하여 리 사용되

고 있는 딥 러닝 도구인 텐서 로어(Tensorflow)와 티치

에이블 머신(Teachable machine)을 학습 도구로 사용하

며, 유효성 확인을 해서 요구되는 최소 개의 교통 표지

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림 7. 속도 표지  교육 데이터 집합 모델링
Fig. 7 Speed sign board training set modelling

그림 7은 속도 표지  사진을 학습시키는 화면이다. 

특히, 라즈베리 이를 속도 제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라즈베리 이 용 텐서 로어 라이트를 학습 도구로 

사용하며, 학습시킬 이미지는 도로 속도 표지 이다. 

(a) Before     (b) After

그림 8. 라즈베리 이에 모델 용 결과
Fig. 8 Model application result to Raspberry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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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의 (a)는 학습된 직후 시험 이미지 데이터에 

한 성능 평가 결과, (b)는 학습된 모델에 한 실제 라즈베

리 이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에 한 인식 결과를 보인

다. 결과 값은 총 3개로 인덱스 값, 라벨 이름, 일치 율로 

나뉜다. 모델 일을 라즈베리 이에 넣고 경로 설정 후 

실행시키면 연결된 이 카메라를 통해 학습시킨 이미지

의 일치 율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검출된 일치 율과 인덱

스 값에 따라서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3.3 차선 폭 결정 실험

차량에 최 화된 코드와 트랙 제작을 해 속도에 따른 

실험과 차선 간격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표 2는 차선 

비에 따른 자율주행 성공률이다. 차선이 20cm일 경우 

성공률은 25% 로 매우 낮으며, 30cm일 경우는 30%로 다

소 개선되지만 시험, 평가를 해서는 부 합하다. 이것은 

차선 간격이 무 넓으면 차량이 곡선을 돌 때 바깥쪽 차

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트랙을 이탈하고 차선 간격이 무 

좁으면 차량의 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선 

인식 지연만으로도 차선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차선 비를 25cm로 하는 경우, 차선 추  성

공률이 70%로 크게 개선됨으로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에 합하다. 따라서 시험 평가 트랙의 트랙 

비는 25cm의 간격으로 하 다. 

표 2. 차선 간격에 따른 주행 성공률
Table 2. Driving success rate by lane width

Lane Width 20cm 25cm 30cm

Success Rate 25% 70% 30%

3.4 표지  인식  차선 추  실험

일반 으로 도로의 속도 표지 은 빨간 색의 원형 표

지 이다. 따라서 정확한 속도 표지  인식을 해서는 

이미지로부터 원형을 검출한 후, 검출된 원형 심 역

(ROI : Region of Interest)을 심층 학습 모델에 입력하여 

속도를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라즈베리 이 

상에서 텐서 로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실행 속도

가 심각하게 하되어 실 으로 용하기가 어렵다. 따

라서  원형 ROI를 검출하는 신에 속도 표지  이미지를 

교육 데이터 집합으로 하는 경우들을 검토하 다. 한 

속도 표지  인식이 차량의 속도에 향을 받기 때문에 

속도를 변환시키면서 3가지의 경우를 시험, 평가하 다. 

첫 번째 경우는 기존의 속도 표지 과 유사하게 빨간 색

의 원형 속도 표지 을 직  교육 데이터 집합으로 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빨간 색의 다른 형태를 가지는 표지

을 교육 데이터 집합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색과 모양이 모두 서로 다른 교육 데이터 집합으

로 하는 경우이다.

표 3. 속도에 따른 표지  인식률과 주행 성공률
Table 3. Speed sign recognition rate and driving 

success rate according to speed

Speed

Value 

Speed Sign Board

Case 1 Case 2 Case 3

30 10% Over 90% Over 90%

60 20% Over 90% Over 90%

90 40% Over 90% Over 90%

표 3은 3가지 경우에 한 교육 데이터 집합을 각각 

학습시킨 후 제작된 25cm 차선의 시험 트랙에서 차량을 

주행시킴으로서 얻어진 속도 표지  인식률과 주행 성공

률에 한 시험 평가 결과를 보인다. 

그림 9. 시험 트랙 주행 장면
Fig. 9 Test track driving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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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에 보이는 일반 인 표지 과 동일한 경우는 형

태와 색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에 따라 인식률이 

매우 하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경우 2와 경우 3은 속도 변화에 계없이 인식

률이 90% 이상인데, 이는 기계학습에서 표지 의 색과 

형상을 달리하면 인식 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가 20%일 때 인식률은 99%, 주행 

성공률은 90%이다.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표지  인식률

과 주행 성공률이 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트랙에 한 60% 이하 속도의 자율 주행 실험을 

통해서 제작된 차가 비교  정확하게 차선을 추 함으로

서 제안된 차선 추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9는 시험 트랙 상에서 자율 주행 실험 장면을 

보인다.

Ⅳ. 결론  개선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비  센서와 딥 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의 속도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비  

센서 A로부터 제공되는 도로 속도 표지  상에 딥 러닝 

로그램인 텐서 로우를 이용하여 속도 표지를 인식시

킨 후, 자동차가 인식된 속도를 따르도록 하는 자동차 속

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동시에 비  센서 B부터 

송되는 도로 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차선을 검출

하고 조향 각을 계산하며 PWM 제어를 통해 륜 차축을 

제어, 차량이 차선을 추 하도록 하는 조향 각 제어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제안된 알고리즘들의 유효성을 검증

하기 해서  자동차 시작품을 제작하 다. 한, 시험 트

랙 상에서 색상과 모양을 달리하는 3가지 속도 표지  경

우에 해서 속도별로 표지  인식  차선 추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25cm 차선, 선로 다른 형상의 속도 

신호 표지 을 가지는 시험 트랙 상에서 최  속도의 60% 

속도 하에서 90% 이상의 자율 주행 성공률을 확인함으로

서 개발된 방법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속도 표지  인식을 기반으로 주행 속도제어를 

실 하기 해서는 실제 도로 표지 의 원형 형상을 추출

하여 속도를 인식하며,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속도 궤환 제어를 실 해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형상을 달리하는 속도 표지  인식과 엔코더

리스 모터기반의  개방 루  제어 차가 설계, 구 되었

다, 차후, 도로 속도 표지 의 원형 형상에 기반 한 속도 

인식 방법과 엔코더 모터에 기반 한 PID 속도 궤환 제어

에 한 연구를 계속 으로 추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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