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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모형 차량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차선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율주
행을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모형
차량을 설계하고 흰 바탕과 검은색 차선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시뮬레
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라인스캔 카메라(TSL1401CL)를 사용하여 차선
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1. 서    론

현대에 들어 우리 주변에 다양한 기기들이 편리성, 안전성과 같은 다
양한 목적을 가지고 자동화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 역시 자동화가 이슈
화됨에 따라 무인자동차 즉,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무인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배제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경로와 주변 상황들을 인식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C 모형차
를 통해 자동화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자동 경로 인식, 긴급
상황 인식 등의 기능에 대한 연구 및 실질적인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구현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사례에서는 자동차 경로와 같은 양 옆에 라인을 인식하여
주행하도록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전방 상황을 파악하며 양 옆의 라인을
보며 경로를 예측하고 이외에도 경사진 길을 인식하여 속도조절을 하며,
스쿨 존(School Zone)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거나, 갑작스럽게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대처를 하는 AEB(Autonomous Emergency Brake)
시스템 등의 기능에 대해 다룬다[1].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에
자동차가 한 대만 주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동차가 현재 도로 규칙
을 잘 따르며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지능형 모형차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체의 하드웨어 구성은 다음과 같다. MCU는
32bit processor TRK-MPC5606B를 사용하였으며 128×1 linear sensor
array 라인스캔 카메라 TSL1201CL, DC모터 RN260-CN-18130,
MC33887 두 쌍으로 구성된 모터드라이브 모듈 TFC-Shield, 엔코더
E20HB, 서보모터 Futaba-S301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하드웨어 구성도

  2.1 Lane Keeping Control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행 도로와 유사하게 두 라인으로 이루어진 차
선을 인식하여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차량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라인유
지제어(Lane-Keeping Control)를 하기 위해서 우선 라인 검출이 선행
되어야 한다. 기존 라인검출 방식은 차량에 적외선센서를 달아 라인의
유무를 검출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라인이 차량바닥에 위치하지 않
고 양 옆에 있기 때문에 위 방법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라인스캔 카메라
모듈(TSL1401CL)을 사용해서 라인을 검출하였다.

<그림 2> 모형 차량의 하드웨어 설계도

라인스캔 카메라(TSL1401CL)는 128×1의 linear sensor array 모듈로
128개의 데이터 값을 처리하며 센서에 들어오는 밝기에 따라 각 픽셀별
로 0-5V사이의 출력 값을 가진다. 가령 검은색 라인에 위치하는 센서의
출력은 0V에 가까우며 흰색 주행 도로에 위치하는 센서의 출력은 5V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림 3> 라인스캔 카메라(TSL1201CL)의 데이터 처리

차량의 주행경로는 흰 도로상에 검은색의 두 라인을 좌우로 배치하여
설계하였다. 차량을 주행경로 정중앙에 위치시켰을 때와 좌측라인에 가
까이 위치시켰을 때 오실로스코프로 라인스캔 카메라의 데이터 출력단
자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좌측라인에 가
까이 위치시켰을 때는 라인이 좌측부터 라인스캔 카메라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측정된 데이터 값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밟지 않고 라인 안에서 주
행하여야 한다. 이를 구현시키기 위해 128개의 센서 값에서 중심픽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검은 선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조향, 왼쪽에서 검은
선이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조향, 선이 전혀 감지되지 않으면 직선주행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설정하였다.
주행경로상의 색상은 흰 도로와 검은색의 라인 2종류의 색상만 구분하
면 되기 때문에 MCU에서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 기능을 이
용해 데이터의 값을 디지털 변환하고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하는 기준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10bit ADC로 변환된 값이
900이상이면 흰색 100이하면 검은색일 경우 기준 값을 100과 900사이의
중간 값 500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여 라인과 도로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128개의 데이터 값들 중 카메라 인식범위의 양끝 10개의 데이터는 노이
즈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져 실제 데이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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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부터 128개의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
선 ADC변환된 카메라 데이터 값을 저장할 128개의 배열을 생성시켜 하
나의 픽셀 당 하나의 배열을 지정해 저장시켰다. 그리고 카메라의 중앙
픽셀을 기준으로 좌우로 데이터 값을 읽어가면서 설정된 기준 값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라인을 판단하도록 구현시켰
다.

  2.2 Steering Control
카메라 센서가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메라 중앙
픽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검은 선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조향, 왼쪽에
서 검은 선이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조향, 선이 전혀 감지되지 않으면 직
선트랙으로 직선주행을 하도록 한다. 여기서 조향을 중앙픽셀로부터 라
인을 판단하는 픽셀까지의 값의 차이에 반비례하여 조향의 정도에 가중
치를 두도록 하였고 이를 Look up table로 만들었다. 이로써 직선 주행
시 차량의 진행방향이 약간 비틀어져 있을 경우에도 적은 조향으로 오
차를 보정하고 곡선주행 시 점진적으로 커지는 조향으로 부드러운 주행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곡선주행에서는 전륜의 단순조향 외에 후륜
의 각 바퀴의 속도차이를 두어 차체의 조향에 도움을 주었다. 즉, 곡선
안쪽 바퀴의 회전속도를 줄임으로써 바깥쪽 바퀴의 회전속도를 상대적
으로 크게 만들어 곡선주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 5> 차량의 조향제어

  2.3 Velocity Control
차량의 신속한 주행과 주행경로 이탈방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의 속도제어가 필요하다. 가령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할 때 감속이 제
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차량은 관성에 의해 트랙을 벗어나고 말 것
이다. 가속 및 제동 시 보다 빠른 반응속도로 목표 값에 도달하기 위해
자동제어 방법 중 PID제어를 이용하여 구현시켰다. 그 결과 최초 속력
이 0인 상태에서 목표속도에 도달하는데 있어서 반응속도가 향상되었고
가속, 감속 구간에서의 속도제어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주행기록을 단
축할 수 있었다.

        


<그림 6> PID제어

  2.4 전체 주행 알고리즘
자율주행 하는 차량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이 실행
되고 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해 검은색 차선을 탐지한다. 차선을 인식하
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이며 첫 번째는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이다. 차선을 인식하지 않는 상황은 직선트랙인 경우로 이때에는 차량의
속도를 높여 주행하게 한다. 두 번째 상황은 카메라의 중심픽셀로 부터
좌우 차례로 차선을 검출하다가 차량 우측에서 차선이 먼저 검출될 때
이다. 이때에는 차량이 우측차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중앙픽셀로부터 차선과의 거리에 따라 조향각
도를 달리하고 바퀴속도를 감속하여 좌측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마지막
상황은 차량 좌측에서 차선이 검출되는 경우로 두 번째 경우와 같은 방
법으로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조향각도와 바퀴속도를 조절한다.
이 전체의 과정은 카메라가 한번 스캔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7>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림 8> 개발된 모형 차량 실물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형차를 이용해서 실제 자동차 경로와 같은 양 옆에
라인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하였으며 기존 적외선 센서를 이
용한 라인트레이서가 아닌 라인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차량에 적
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라인스캔 카메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상인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차선의 곡
률을 이용한 최단거리 경로주행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Raksincharoensak,P., Mouri,H., Nagai,M., “EVALUATION OF
FOUR-WHEEL-STEER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LANE-KEEPING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5권2호, 69-76, 2004.6

[2] 오태균, 임현수, 김지훈, 차영엽, “16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장착한
지능형 모형차 설계”, 2011년도 제어 로봇 시스템학회 전북제주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12권1호, 97-99, 2011.7

[3] 정민우, “무인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5

[4] 김학재, “초음파센서와 PID제어기를 이용한 모형차량의 충돌방지
시스템 설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