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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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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ituation awareness method based on data fusion and independent objects for autonomous driving in 
on-road environment. The proposed method, designed to achieve an accurate analysis of driving situations in on-road environment, 
executes preprocessing tasks that include coordinate transformations, data filtering, and data fusion and independent object based 
situation assessment to evaluate the collision risks of driving situations and calculate a desired velocity. The method was 
implemented in an open-source robot operating system called ROS and tested on a closed road with other vehicles. It performed 
successfully in several scenarios similar to a real roa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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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목표 
위치까지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하고 결정하여 충돌 없이 교통 법규를 지키며 자율적으
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DARPA Grand & Urban 
Challenge [1-4]를 시작으로, Google을 비롯한 Benz, BMW, Audi, 
Nissan, Tesla 등의 자동차 회사들은 무인 자동차를 차기 개인 
운송수단으로써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 자
동차는 사람의 실수로부터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
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 불가한 사람들에게 주행 서비
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 인식, 주행 환경 인식, 주행 상황 판단 등의 
현재 최신 기술들은 이러한 무인 자동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
행하는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다양한 센서를 사
용하여 주행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은 각 요소들의 성능을 향
상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으며 인식된 정보를 융합하여 데이
터를 퓨전하는 기술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7].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 상황
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융합
된 정보가 아닌 각각의 요소들의 정보들로 주행 상황을 파악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성능이 향상된 각 요소들
의 정보 융합을 통한 주행 상황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행 영역을 전체 지도로 사용하는 저속의 이동형 로봇 

[8,9]과는 달리 차선이란 규약과 고속주행 환경에 맞추어 차
선 및 전후로 주행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의 주행 상황을 분
석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0-12]. 
본 논문에서는 각 종 로컬 센서로부터 인식된 정보를 도로 
지도 정보와 융합을 통하여 주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이터 퓨
전 기능과 주행 영역을 차선 및 전후방 레벨로 나누고 각 영
역에 독립 관찰자를 할당하여 할당된 영역의 주행 상황 위험
도를 평가하는 기능으로 구성된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을 소개한다. 독립 관찰자 기반 분석 방법은 차선
이라는 구조화된 환경과 고속주행 환경에서 차선 및 전후방 
레벨로 주행 상황을 분석하고 병렬 구조의 분석을 통해 계산 
속도를 향상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로봇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미들웨어인 ROS (Robot Operating System) [13]에서 
구현되었으며, 실제 차량에 탑재되어 폐 도로 환경에서 다른 
차들과 함께 실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시나리오 기반의 주행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의 구조를 설명하고, III 장에서는 
데이터 퓨전을 통한 주행 상황 인지 전처리 기능을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독립 관찰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행 상황 분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해 논하고, V 장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의 
주행 실험을 통해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의 성능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은 다양한 센서
를 이용하여 인식된 정보(GPS/IMU, 도로 지도, 주행 환경)를 
퓨전하여 주행 상황 인지에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전
처리 기능과 독립 관찰자를 차선 및 전후방 레벨의 주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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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분배하여 주행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 
위험도(주행 안전성)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에 제공하는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성된다. 
주행 상황 인지 전처리 기능은 글로벌

도로 지도 및 차량 위치 정보를 실험 차량 
계로 변환하는 좌표계 변환 기능과 인식 데이터의
을 완화하는 데이터 필터링 기능 그리고 주행
도로 지도를 융합하여 주행 상황을 파악하는
능으로 구성된다.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평가 기능은
선 및 전후방 레벨로 분할하고 각 분할된 
인 관찰자를 할당하여 관찰자가 주행 상황을
하도록 하는 기능 및 앞 차와의 상대 거리를
도 제어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독립 관찰자
황 인지 방법의 구조를 보여준다. 주행 
GPS/IMU, 도로 지도, 주행 환경 인식 정보를
행 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여 행동 결정에 
태로 주행 상황의 위험도를 제공한다.  

 
III. 주행 상황 인지 전처리 기능

주행 환경 인식 모듈은 각 종 로컬 센서(radar, laser scanner, 
vision camera, etc)를 사용하여 주변 물체, 노면
주행 환경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포함하는
족하다. 따라서, 인식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 좌표계로 구성된 차량
지도 정보를 실험 차량 중심의 로컬 좌표계로
계 변환 기능과 인식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하는
터링 기능 그리고 인식 데이터를 도로 지도에
데이터와 도로 지도를 융합하는 데이터 퓨전
주행 상황 인지를 하기 위한 전처리 기능에
1. 좌표계 변환 

좌표계 변환 기능은 글로벌 좌표계를 실험

그림 1.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independent object based situa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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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상황의 충돌 
결과를 행동 결정 모듈

 평가 기능으로 구

글로벌 좌표계로 구성된 
 중심의 로컬 좌표
데이터의 불확실성
주행 환경 인식 및 

파악하는 데이터 퓨전 기

기능은 주행 영역을 차
 영역에 독립 객체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
거리를 이용한 주행 속

관찰자 기반 주행 상
상황 인지 방법은 

정보를 입력 받아, 주
 필요한 데이터 형

기능 
(radar, laser scanner, 
노면, 교통신호 등의 
인식 데이터는 노이즈 
포함하는 정보량이 부

불확실성을 줄이고, 데이터 

차량 위치 및 도로 
좌표계로 변환하는 좌표
완화하는 데이터 필
지도에 매핑하여 인식 
퓨전 기능을 통해,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실험 차량 중심의 로

컬 좌표계로 변환하거나 로컬 좌표계를
환하는 기능으로, 글로벌 좌표계로
계로 변환하여 주행 상황 인지에
위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를
행동 결정 모듈에 전달한다. 다음은
로컬 좌표계(L)로 변환 및 로컬
계(G)로 변환하기 위한 식을 나타낸다

 ⃗  =   ⃗                             

⎣⎢⎢
⎡1 ⎦⎥⎥

⎤ =         0 0  0⃗  =   ⃗                           

⎣⎢⎢
⎡1 ⎦⎥⎥

⎤ =        0 0  0
 
다음의 행렬과 벡터는 각각 좌표계
를 나타낸다. 

  =        
 

2.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필터링 기능은 인식 
위해 설계되었으며, 발생 가능한
하여, 모델 일치 기반이 아닌 데이터
사용한다. 데이터 수무딩 기법은 }를 입력 받아, 2n + 1개의
{, , … , , , 
균을 통해 필터링한다. 2n + 1이
이 클수록 스무딩 효과는 강렬하다
을 5개로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정의한다. 

() =  (2
 ,  , ⋯, 는 인식 데이터를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림 2는 인식
터와 필터 된 데이터를 보여주며
이고, 빨간색 선이 필터 된 데이터이다
수 있듯이 상대 속도 추정의 정확성이
확성에 비해 떨이지는 것을 확인할
인식 데이터는 삼차원 레이저
점 군 데이터와 레이더 데이터를
차원 레이저 스캐너는 최대 80m
지 물체 검출이 가능하며, 검출된
정보는 삼차원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 150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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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를 글로벌 좌표계로 변
좌표계로 구성된 정보를 로컬 좌표
인지에 필요한 정보를 로컬 좌표계 
정보를 글로벌 좌표계로 변환하여 
다음은 글로벌 좌표계(G)에서 

로컬 좌표계(L)에서 글로벌 좌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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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좌표계 변환의 회전과 위치 전이

 ,  =                  (5)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하기 
가능한 주행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

데이터 기반의 스무딩 기법을 
기법은 원 데이터 벡터 {, , ⋯, 
개의 연속적인 홀수 원 데이터, … , , }의 평
이 필터의 폭이 되며, 필터 폭

강렬하다. 본 논문에서는 필터 폭
 스무딩 기법은 다음과 같이 

 + 1) (6) 

데이터를 나타내고, ()는 필터 된 
인식 모듈에서 제공하는 데이

보여주며, 파란색 선이 인식 데이터
데이터이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정확성이 상대 거리 추정의 정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 스캐너에서 획득한 삼차원 
데이터를 통해 추적된 정보이다. 삼

80m까지, 레이더 센서는 180m까
검출된 데이터로 고속에서 추적된 

 경우 약 50m, 레이더 센서의 



도로 환경에서

 

(a) Distance filtering. 

(b) Velocity filtering. 

그림 2. 스무딩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필터링
Fig.  2. Data filtering through the smoothing algorithm.
 

3. 데이터 퓨전 

인식된 물체 정보는 물체 ID, 위치, 상대속도
헤딩, 크기, 타입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체 
을 인지하고 분석하는데 부족하다. 따라서, 
학적인 정보뿐 아니라 도로 속성의 의미론적인
하는 도로 지도 정보를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본 논문에서는 인식된 물체 정보와 도로 
하여 주행 상황 인지 및 분석을 용이하게 
기능을 소개한다. 데이터 퓨전 방법은 인식된
도로 지도에 매핑하여 융합하는 방식으로, 
된 물체는 도로 지도의 데이터 구조인 폴리곤
며 각 매핑된 폴리곤은 물체 정보와 도로 지도
형태로 주행 상황 분석에 사용된다. 도로 지도의
인 폴리곤은 고정밀도(약 2cm)의 RTK (Real Time Kinematic) 
GPS를 사용하여 각 차선의 중심을 유지하며
다운 샘플링 한 후, 도로 모델의 곡선으로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생성된 곡선을 일정간격
누어 생성된다. 곡선맞춤은 다음과 같이 제어점과
항식에 의해 결정되는 베지어 곡선을 이용한다

 C(t) =   (),  ∈ [0,1]
  

 (t) =   (1 − ) ,  = 0, …
 는 제어점을 의미하고, 는 Berstein n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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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가 융합된 
지도의 데이터 구조

RTK (Real Time Kin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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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으로 곡선맞춤 작업을 

일정간격(1m)으로 나
제어점과 Berstein 다

이용한다. 

] (7) 

… ,  (8) 

 다항식을 의미한다. 

그림 3. 안전 폭 기반 물체 매핑.
Fig.  3. Object mapping based on the safety margin.

 
매핑 방법은 물체의 중심점을
는 물체는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3미터로 가정하고, 그 안에 폴리곤의
폴리곤은 물체 정보와 융합되어
도로 지도는 폴리곤 형태로 실험차량을
후방 100m, 측방 50m의 크기만큼
는 전달된 모든 폴리곤과 비교를
주행 차선, 전방 좌측 차선, 후방
후방 우측 차선, 그리고 그 이외
분류되어 저장된다. 그림 3은 안전

 

 
(a) The perception data from 

local sensors. 
(b)

그림 4. 물체 매핑을 통한 데이터
Fig.  4. Data fusion by mapping objects into the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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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 mapping based on the safety margin. 

중심점을 기준으로 도로 상에 존재하
 물체의 폭과 길이를 안전 폭 

폴리곤의 중심점이 포함되면 그 
융합되어 물체 폴리곤으로 등록된다. 

실험차량을 중심으로 전방 200m, 
크기만큼 10Hz로 전달되며, 각 물체
비교를 통해 전방 주행 차선, 후방 
후방 좌측 차선, 전방 우측 차선, 
이외 영역인 총 7가지 영역으로 
안전 폭을 기준으로 물체를 매

 
(b) The perception data with data 

fusion by object mapping. 

데이터 퓨전. 
Data fusion by mapping objects into the road map. 

Roa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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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는 방법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방법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체의 형태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그
로 인해 야기되는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개발 환경 ROS에서 실제 인식된 데이터와 도로 
지도에 매핑된 물체 폴리곤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a)의 
빨간색 점은 레이더 센서에서 인식된 물체를 나타내고, 파란
색 점은 삼차원 레이저 스캐너 센서에서 인식된 물체를 나타
낸다. 그림 4(b)의 마젠타 색 박스는 전방 주행 차선에 매핑
된 물체, 녹색 박스는 전방 좌측 또는 전방 우측 차선에 매
핑된 물체,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후방 좌측 또는 후방 우측 
차선에 매핑된 물체를 나타낸다. 그림 4의 결과와 같이, 물체 
매핑을 통한 데이터 퓨전 기능은 인식 정보와 도로 지도 정
보를 융합할 뿐 아니라 도로 밖의 물체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능 또한 포함한다. 

 
IV.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평가 기능 

본 세션에서는 주행 영역을 차선 및 전후방 레벨로 분할하
고 분할된 영역에 독립 관찰자를 분배하는 기능과 세 가지 
안전 요소(time to collision, inter vehicular time, minimum safety 
margin)를 이용한 주행 상황 위험도 평가[12], 그리고 물체와
의 상대 거리를 이용한 주행 속도 제어 기능을 설명한다. 
1. 독립 관찰자 분배 

차선이란 규약이 있는 도로 환경과 고속 주행 환경에서 
주행 영역 전체를 하나의 판단 요소로 간주하여 주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영역을 차선 레벨로 나누고, 각각의 
나눠진 영역에 주행 상황을 감시하는 독립 관찰자를 분배하
여 각각의 독립 관찰자에게 주행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주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주행 영역은 
그림 5와 같이 전방 주행 차선 영역, 후방 주행 차선 영역, 
전방 좌측 차선 영역, 후방 좌측 차선 영역, 전방 우측 차선 
영역, 후방 우측 차선 영역인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그
림 5의 빨간색 영역이 독립 관찰자가 분배되어 인식된 물체
와 도로 지도가 융합되는 영역을 나타내며, 각 영역의 크기
는 시스템 센서 사양에 의해 결정된다. 
2. 주행 상황 위험도 평가 

각각의 독립 관찰자들은 할당된 주행 영역의 충돌 위험도
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안전 요소를 이용한다. 첫 번
째 안전 요소는 충돌 시간(TTC: Time To Collision)이며, 이는 
두 차량이 현재 속도와 현재 궤적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경우, 
충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TC =   −   (9) 

  는 주행 차선의 전방에 존재하는 물체와 실험 차량
과의 상대 거리를 나타내고, 는 실험 차량의 현재 주행 
속도,  는 전방 물체의 주행 속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안전 요소는 차간 시간(IVT: Inter Vehicular Time,)이
며, 이는 실험 차량이 현재 속도와 현재 궤적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경우, 앞 차와 충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제
동 거리 확보를 위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IV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VT =    (10) 

 

세 번째 안전 요소는 최소 안전 거리(MSM: Minimum 
Safety Margin)이며, 이는 앞 차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거리를 의미하며, 실험 차량 후반부에 달려 있는 GPS 센서
와 실험 차량 머리와의 간격에 대한 위험도 및 정지했을 때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한다. 이와 같이 
IVT와 MSM의 두 안전 요소는 TTC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
로써,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두 차
량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하고, 교통 체증 등의 정지해야 할 
상황에서의 두 차량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한다.  
각각의 안전 요소는 다음과 같이 충돌 위험도의 파라미터
로 정의될 수 있다.  

  = 1( ) = 1,  < 2.0 0,  ℎ  (11) 
   = 1( ) = 1,  < 4.0 0,  ℎ  (12) 
    = 1( ) = 1,   < 20 0,  ℎ  (13) 

 
본 논문에서 설정한 조건 값은 국제표준(ISO) [14], 시스템 센
서 스팩, 그리고 한국 교통 법규 [15]에 의해 설정되었다. 
각각의 독립 관찰자는  ,  ,  의 충돌 위험도 
파라미터의 조합을 통해 할당된 영역이 진입 안전한지를 평
가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일 비트로 행동 결정 모듈
에 제공한다. 

 

 
그림 5. 독립 관찰자 분배. 
Fig.  5. Independent objec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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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0,  ℎ
   = 1,  +  0,  ℎ
 

IVT 정의에 의하여 충돌 위험도 파라미터 
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주행 속도 제어 

주행 속도 제어 기능은 충돌 회피 및 목표
적으로 실험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제어하는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물체와의 상대
실험 차량의 현재 주행 속도, 도로의 목표
지가 있다. 그러나 그림 2(b)의 결과와 같이
속도 데이터는 노이즈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주행 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체와의 상대 거리, 실험 차량의 현재 주행
로의 목표 주행 속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과 같이 두 가지 에러를 줄이는 최적의 속도로
  =    { ∙  +  ∙

  =  −   → 0 
  =  −  ( ) →
 

Solve problem: 
 J  =  ( −  )+  β ( − 

 ∂ J∂v  = 2α −  + 2 −   − ∂ f∂v

그림 7. ROS 환경에서 전체 시스템 흐름도
Fig.  7. The flow diagram of the system in ROS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방법 

  ≥ 1 (14) 
 ≥ 1 (15) 

 는 후방 관찰

목표 속도 추종을 목
제어하는 기능이다. 사용 
상대 속도, 상대 거리, 
목표 주행 속도 네 가
같이 물체와의 상대 
있어, 본 논문에서는 
같이 세 가지의 정보, 
주행 속도, 그리고 도

, 주행 속도는 다음
속도로 계산된다. 

} (16) 

 (17) 

→ 0 (18) 

 ( )) 
(19) 

f   

(20) 

그림 6. 도로 교통 규칙에 의한 안전
Fig.  6. The function to keep the safety distance by the traffic rules.

 
  = 2   −    +

+   ∂ f∂v  
  = 0 

 는 실험 차량의 주행 속도를
목표 주행 속도를 나타내고, 
물체와의 상대 거리를 나타내고
전 거리 유지를 위한 도로 교통
는 각 에러 항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V. 시나리오 기반 

본 세션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황 인지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비슷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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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거리 유지 함수. 

he function to keep the safety distance by the traffic rules. 

    ( ) 
(21) 

(22) 

속도를 나타내고,  은 도로의 는 전방의 가장 가까운 
나타내고,  ( )는 그림 6의 안
교통 규칙을 나타낸다[15]. 와 
나타낸다. 

 실차 주행 실험 
제시한 독립 관찰자 기반의 주행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과 
기반으로 주행 실험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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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ROS 
었고, 다른 주변 차량들과 함께 폐 도로 환경에서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차 주행 실험은 ROS 
불리는 시각화 툴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깅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의
도로 주행과 비슷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통해
행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1) 저속 차량 추월
연속 추월을 포함한다. 폐도로 환경은 편도
로의 주행 목표 속도는 80 km/h, 저속 차량의
km/h, 전역 경로는 2차선 도로로 설정하였다
개발 환경에서 전체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ROS 환경의 RViz 영상을 자세히 설명한다
박스 안의 화살표는 주행 상황 분석에 의한
나타내며, 연두색은 안전함을, 빨간색은 위험함을
오른쪽의 하얀색 메시지는 주행 상황 인지
결정된 주행 행동을 나타내고, 파란색 실선은
따른 주행 경로를 나타낸다. 실차 주행 실험의

그림 9. 저속 차량 추월 시나리오 주행 실험
Fig.  9. The performance of the driving scenario to pass a slower vehicle ahead.

노 삼 열, 한 우 용 

ROS 환경에서 구현되
환경에서 실차 주행 

ROS 환경의 RViz라 
테스트와 현장 디버
방법의 성능은 실제 
통해 평가하였다. 주
추월, 2) 저속 차량 

편도 900미터이며, 도
차량의 속도는 30~40 

설정하였다. 그림 7은 ROS 
보여준다. 그림 8은 

설명한다. 그림 8의 주황색 
의한 충돌 위험도를 
위험함을 나타낸다. 

인지 결과를 이용하여 
실선은 결정된 행동에 
실험의 데모 영상은  

그림 8. ROS 환경에서 RViz 영상의
Fig.  8. The details of the RViz in ROS.

실험 결과. 
The performance of the driving scenario to pass a slower vehicle ahead. 

Samyeul Noh and Woo-Yong Han 

 
영상의 자세한 설명. 

The details of the RViz in ROS.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독립 관찰자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방법 

 

93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youtu.be/8ULoTRQ-Kq8) 
1. 시나리오 1: 저속 차량 추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방에 저속 차량이 존재할 경우, 저
속 차량 추월 메뉴버의 행동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적절한 주
행 상황 인지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
다. 그림 9는 저속 차량 추월 시나리오와 주행 실험 결과를 
자세히 보여준다: (a) 전방에 저속 차량이 존재하지만, 좌측 
전방에도 저속 차량이 존재하여 전방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
지하며 현재 주행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b) 좌측 전
방에 존재하던 저속 차량이 감속하지만 좌측 후방 관찰자는 
진입이 아직 위험함을 나타낸다. (c) 좌측 전방 및 후방 관찰
자가 진입이 안전함을 보고하면 차선 변경 메뉴버를 통해 전
방 저속 차량 추월을 시도한다. (d) 차선 변경을 통해 추월 차
선으로 진입한다. (e) 우측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전까지 추
월 차선을 유지하며 진행한다. (f, g, h) 우측 전방 및 후방 관
찰자의 진입 안전 보고를 통해 저속 차량을 완전히 추월하면 
목표 차선으로 복귀한다. (i) 추월이 완료되면, 목표 차선을 

유지하며 도로 목표 속도로 주행한다. 
주행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주행 상황 인지를 통
해 저속 차량 추월 행동 결정이 잘 이루어 졌다. 
2. 시나리오 2: 저속 차량 연속 추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방에 두 대의 저속 차량이 존재할 
경우, 두 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추월하는 행동 결정을 내리
도록 하는 적절한 주행 상황 인지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림 10은 저속 차량 연속 추월 시나
리오와 주행 실험 결과를 자세히 보여준다: (a) 전방에 저속 
차량이 존재하지만, 좌측 전방과 좌측 후방에도 저속 차량이 
존재하여 전방 차량과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현재 주행 차선
을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b) 좌측 전방에 존재하던 저속 차
량이 가속하여 좌측 전방 관찰자가 진입 안전함을 보고하지
만, 좌측 후방 관찰자는 진입 위험함을 보고한다. (c) 좌측 후
방에 존재하던 저속 차량 또한 가속하면 좌측 전방 및 후방 
관찰자가 진입이 안전함을 보고하여 차선 변경 메뉴버를 통
해 전방 저속 차량 추월을 시도한다. (d) 차선 변경을 통해 추

 
그림 10. 저속 차량 연속 추월 시나리오 주행 실험 결과. 
Fig.  10. The performance of the driving scenario to pass two slower vehicl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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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차선으로 진입한다. (e) 우측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전까
지 추월 차선을 유지하며 진행한다. (f) 저속 차량 한 대를 추
월 완료하지만, 우측 전방에 또 다른 저속 차량이 존재하여 
추월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한다. (g, h) 우측 전방 및 후방 관
찰자의 진입 안전 보고를 통해 두 대의 저속 차량을 완전히 
추월하면 목표 차선으로 복귀한다. (i) 추월이 완료되면, 목표 
차선을 유지하며 도로 목표 속도로 주행한다. 
주행 실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주행 상황 인지를 통
해 저속 차량 연속 추월 행동 결정이 잘 이루어 졌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독립 관찰
자 기반의 주행 상황 인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행 환경 인
식 블록에서 인식된 데이터의 노이즈를 완화하고 도로 지도 
정보와 융합하는 데이터 퓨전을 통해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
고, 안전 요소를 기반으로 주행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행동 결정 모듈에 분석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으로, 실제 도로 환경과 비슷한 주행 시나리오를 통해 성능
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무인 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허가되면, 실제 도로에서 주행 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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