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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lateral control system is propos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lane keeping performance which is 

independent from GPS signals. Lane keeping is a key function for the realization of unmanned driving systems. In order to obtain 

this objective, a vision sensor based real-time lane detection scheme is developed. Furthermore, we employ a data fusion along with a 

real-time steering angle of the test vehicle to improve its lane keeping performance. The fused direction data can be obtained by an 

IMU sensor and vision senso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as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s along with field tests 

using MOHAVE, a commercial vehicle from Kia Motors of Korea. 

 

Keywords: autonomous vehicle, lateral control, lane keeping, lane detection, IMU, vision sensor 

 

 

I. 서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밀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측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항법이 주를 이루고 있

다[1]. 이러한 자율주행 항법은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인식을 

통한 높은 자율주행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GPS 미수신 구간 및 신호 연약 구간에서는 불안한 자율주행 

성능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근래에는 비전 센서 및 관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과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개

발되고 있으며, 이 기술들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2,3].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GPS 미수신 구간 및 신호 연약 구간의 차선을 이

탈하지 않고 안정된 주행을 보장하는 비전 센서와 IMU 센서 

정보의 결합을 통한 횡방향 제어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차

선을 검출하고,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와의 정보

결합을 통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내에서 차선을 유지 

하도록 하는 주행 좌표를 생성한다. 이 주행 좌표를 목표지

점 추종 알고리즘(target point following algorithm) [4]에 적용하

여 횡방향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차 실험을 통하여 차선

유지 성능을 검증한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제안된 차선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행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III 장에서는 앞서 구한 주행 좌표와 IMU 센서의 정보결합을 

이용한 횡 방향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나타내었다. IV 장에서

는 실차 실험을 통하여 차선 유지 성능에 대하여 평가하고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비전센서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1. 차선 검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의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

확한 차선 검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차선 검출을 통한 정보

는 자동차를 차선 내에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리고 차선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적인 위치정보를 구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차선 검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지만, 여러 단

계의 전처리 과정으로 인해 검출 속도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실시간 성

능을 확보한다.  

그림 1과 같이 전처리 과정 중 그레이 스케일 변환의 과정

을 생략함으로써 차선 검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레이 스케일 변환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검출 속도는 개선 

되지만, 검출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진화 방

식 중 히스테리시스 임계 값(hysteresis threshold)기법을 사용하

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6]. 이진화 방식은 다음

과 같이 3 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 단계 1: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값이 존재하며, 최대 

임계 값 이상인 픽셀들은 윤곽선(edge) 픽셀로 분류한다. 

- 단계 2: 측정값이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값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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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면서 이미 윤곽선으로 분류된 픽셀들과 인접해 있

으면 윤곽선으로 분류한다. 

- 단계 3: 최소 임계 값과 이상이거나 최대 임계 값이 이

하이지만 기존의 윤곽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모두 

윤곽선 픽셀이 아니라고 분류한다. 

일반도로는 검은색(도로), 흰색(차선) 그리고 노란색(차선)

의 색상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임계 값 방식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색상정보들을 이용하여 최대 임계 

값과 최소 임계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다음의 표 1은 흰색과 노란색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최

대 임계 값 및 최소 임계 값을 설정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최소 임계 값과 최대 임계 값 사이에 존재하는 차선 픽셀

들을 0(black)으로 그렇지 않은 픽셀들은 1(white)로 변환하여 

픽셀들을 구분한다. 여기서 최소 임계 값에는 흰색의 표준컬

러 RGB 값을, 최대 임계 값에는 노란색의 표준컬러 RGB 값

을 적용한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윤곽선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모폴로지 기법 중 침식(erosion), 팽창

(dilation) 연산 과정을 적용하여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고 윤

곽선을 추출한다[7]. 그림 2는 제안한 방식으로 차선 검출을 

실시한 흐름도이다. 

표 2는 그레이 스케일 변환과정이 포함된 기존의 차선검

출 방식과 제안한 방식의 검출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다. 결과는 동일한 영상에 10회의 반복적인 차선검출을 시도

하여 얻어진 검출시간의 평균값을 제시한 결과이다. 기존 방

식은 0.142sec인 반면, 제안한 방식은 0.056sec의 약 2.5배 향

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2. 좌표변환 

자율주행 자동차의 횡방향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검출한 차선을 이용하여 다음으로 이동할 주행 좌표

를 찾아야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

동차를 기준으로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한 차선 정보는 픽셀 정보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픽셀 

정보들은 자동차가 진행하는 좌, 우의 차선을 표현한다. 이 

양쪽 차선 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출한 양쪽 차선 픽셀의 중간 값을 찾고, 이 값을 다음 목

표 지점의 좌표로 사용한다. 즉 차선의 시작 픽셀과 끝 픽셀 

사이의 픽셀 개수를 반으로 나눈 값(x1)을 사용한다. 

그림 3은 비전 센서에서 검출한 차선의 양쪽 픽셀의 중간 

값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P0 는 비전 센서로 얻어지는 자

동차의 현재 위치이다. 현재 위치는 비전 센서가 탑재된 위

치이다. 또한 차선의 시작점(start point)과 끝점(end point)은 차

선 검출을 통해 구한 픽셀의 위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차선 검출의 영상처리 과정. 

Fig.  1. Image processing for lane detection. 

 

표   1. 히스테리시스 임계 값 설정. 

Table 1. Hysteresis threshold setup. 

Threshold 

(White, Yellow) 

IF low threshold < Image < high threshold, 

0 (black) 

Otherwise, 1(white) 

 

 

그림 2. 차선 검출 흐름도. 

Fig.  2. Lane detection flowchart. 

표   2. 차선검출 시간(sec) 실험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 of lane detection. 

시도횟수 기존의 방식 제안한 방식 

1 0.149 0.054 

2 0.132 0.058 

3 0.137 0.059 

4 0.131 0.056 

5 0.135 0.061 

6 0.142 0.058 

7 0.149 0.059 

8 0.142 0.053 

9 0.151 0.055 

10 0.153 0.056 

평균 0.142 0.056 

 

 

 

그림 3. 중점 좌표 검출. 

Fig.  3. Middle poin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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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양쪽 픽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중간 픽셀(P1)의 위치

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오른쪽 차선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구

간에서 끝점의 위치를 얻지 못한다면 미리 설정해 놓은 도로 

폭의 절반 길이를 시작점에 적용하면 중간 픽셀의 위치를 검

출할 수 있다. 중간 픽셀은 자동차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

치로 추종 해야 할 주행 좌표로 비전센서의 이미지가 갱신 

되었을 경우 P1 은 다시 P0 가 된다.  

P1 은 픽셀 단위의 좌표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 단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림 4는 픽셀 단위의 좌표를 미터 단위의 

좌표로 변환하는 실험이다. 

픽셀을 미터 단위로 변환하는 개념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실험은 직선 차선의 도로에서 실시하며, 자동차는 도로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방향각 또한 도로의 진행방향과 일

치하여야 한다. 

y0 와 y1 사이 픽셀의 개수를 영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영상에서 구한 픽셀 의 개수와 실제 측정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영상에서의 한 

픽셀당 미터 단위의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

동차의 주행 속도와 실험에 사용한 비전 센서의 성능이 초당 

30프레임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거리 선정이 필요하였고, 실

험을 통하여 y1 까지의 길이가 7.8 미터일 때 영상의 소실 없

이 주행 좌표를 얻을 수 있었다. 

 

III. 횡방향 제어 알고리즘 

횡방향 제어 알고리즘은 Point to Point 방식의 목표 지점 추

종 항법이 기반이 된다. 기본적으로 Tsugawa 등이 제안한 목

표지점 추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횡방향 알고리

즘을 구성한다. 또한,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heading angle 

modulator algorithm)을 함께 적용한다. 따라서 비전 센서를 통

해 얻어지는 목표지점(target point)을 기반으로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IMU 센서와의 정보결합을 통하여 실

시간 방향각을 보정하는 횡방향 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1.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의 원리 

본 알고리즘은 현재의 위치에서 다음 목표지점까지 이동

하기 위한 경로 및 조향각을 생성해주는 횡방향 제어 알고리

즘이다. 특히 현재의 위치에서 다음 목표지점은 점들로 이루

어진 경로에서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현재 방

향각과 가야 할 각 경로 점들과의 조향각을 주행 곡선(cubic 

curve)을 이용하여 산출해내는 방법이다[8]. 

자동차 동역학 식 (1)를 이용하여 이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이 식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

는 측 방향 미끄러짐(side slip)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저속에

서의 일반적인 주행 특성을 해석하는 경우, 어느 정도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9].  

 

cos

sin

tan

x

x

x

x v

y v

v

l

θ

θ

θ
δ

=

=

=

�

�

�

 (1) 

여기서 x 와 y 는 자동차의 현재위치이고, θ 는 자동차의 방향

각, v 는 자동차의 속도, δ 는 조향각(steering angle), 그리고 l 

은 자동차의 휠 베이스(wheel base)를 나타낸다. 

그림 6은 기준 좌표계에서 자동차와 다음으로 이동할 목

 

 

그림 4. 픽셀을 길이 단위로 변환. 

Fig.  4. Conversion from pixel to a length unit. 

 

그림 5. 픽셀을 길이단위로 변환하는 개념. 

Fig.  5. Concept of conversion from pixel to unit of length. 

 

표   3. 길이로 변환된 픽셀. 

Table 3. Pixel to length conversion ratio. 

Number of pixels (P0 -P1) 230 pixels 

Real distance (P0 -P1) 7.80 m 

Ratio 0.33913 m/pixel 

 

 

그림 6.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 

Fig.  6. Target point follow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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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점을 보여준다. 
0

Θ 는 현재 위치 
0 0

( , )X Y 에서의 자동차

의 방향각을 나타나며, 
1 1

( , )X Y 은 다음으로 이동할 목표지점

의 좌표, 
1

Θ 는 그 지점에서의 측정되는 자동차의 방향각이

다. 자동차의 무게중심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동체 좌표계

에서 원점 위치와 목표지점을 관통하는 곡선을 통해 얻어지

는 접선 각 θ0 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유일

한 주행 곡선은 식 (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10]. 

 3 2y ax bx= +  (2) 

여기서 계수 a와 b는 식 (3), (4)에 나타내었다. 

 1 1 1

3

1

tan 2x y
a

x

θ −

=  (3) 

 1 1 1

2

1

3 tany x
b

x

θ−

=  (4) 

현재 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원하는 궤적은 종방향 속

도에 독립적이므로 주행 곡선을 이용하여 목표 지점과 목표

각도(θ1)로 이동하기 위한 조향 제어 각도는 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

r1
(2 )tan lbθ

−

=  (5) 

그림 7은 앞서 설명한 비전 센서에서 현재의 위치와 다음 

목표 지점까지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고, 이 좌표를 바탕으

로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

이다.  

2.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은 그림 8에서와같이 현재 자동차

의 진행 방향과 목표지점과의 방위각 오차(θe)를 0으로 유지

하도록 자율주행 자동차의 방향각을 제어한다. 

비전 과 IMU 센서의 샘플링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이 데

이터를 그대로 피드백 하여 보상하면 
e1 r1

θ θ θ= − 를 0으로 

보내게 되므로 그림 9에서와 같이 목표 지점이 아닌 Path(2)

로 자동차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

향각 변조기
1

( ( ))C t 를 이용한 방향각 보정을 실시한다[11]. 

방향각 변조기 C1(t) 은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8.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 

Fig.  8. Heading angle modulator algorithm. 

 

 

그림 9.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향각 제어. 

Fig.  9. Heading angle control via heading angle modulator. 

 

 e1

1 2 1

( )
( ) ( ) ( )

( )
r r r

k

t
C t t t K

d t

θ
θ θ= +  (6) 

dk 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와 pp 까지의 거리 오차이

며, Kr 은 방향각 변조에 적용할 가중치이다. 가중치는 자동차

의 회전반경과 목표지점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목표지점이 먼 경우 무리하게 방향각을 변경할 필요가 없지

만, 거리가 가까운 경우 크게 방향각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변조 가중치는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수치를 찾는다.  

그림 10은 방향각 변조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현재 횡방

향 제어에 적용한 피드백 루프이다. 피드백 루프에서는 방향

각 오차(θe)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표시하였다. 비

전 센서를 통해 목표지점 ( )
p

P i 가 주어지면 자율주행 자동

차의 현재 위치인 ( , )
c
P x y 와 비교를 통하여 1차 제어 목표 

각 
r1

( )θ 이 생성된다. 이때의 각을 기준으로 IMU 센서에서 

측정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시간 방향각(θ )을 이용하여 

그림 7. 비전 센서를 이용한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 

Fig.  7. Target point following algorithm using vision sensor. 

 

그림 10. 방향각 변조기를 이용한 피드백 루프. 

Fig.  10. Feedback loop using heading angle mod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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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다. 그림 10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방향각 변조기 전

과 후에 0.1초 마다 보정을 실시한다. 방향각 보정과 방향각 

변조기를 통하여 2차 제어 목표 각 
e2

( )θ 로 변환한다. 2차 제

어 목표 각은 
e2 r2

θ θ θ= − 로 계산 된다. 최종적으로 이 각을 

0으로 수렴하도록 PD 제어기를 이용한 최종 조향각 δf 을 생

성한다. 

 

IV. 실험 및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는 차선이 존재하는 임의의 주행 경로를 따라 

주행을 하면서 차선 검출 및 유지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어진 경로를 진행하면서 비전 센서로 

얻은 주행 좌표와 실제 도로의 궤적을 비교한다. 그리고 

IMU 센서에서 얻은 자동차의 실시간 방향각과 현재 진행 방

향각을 비교하여 정보융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림 11은 실험에 사용된 무인자동차(기아 자동차 모하비)

이다. 실험에 사용한 GPS 수신기는 Garmin사의 17x hvs모델

을 사용하였고 오차범위는 1m이내이다. IMU 센서는 Xsens 

사의 MTi-G-700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직선, 완만한 곡선, 90도 곡선에서 진행하였고, 차량

의 속력은 시속 15Km와 30Km로 구분하여 성능평가를 수행

하였다. 

성능평가는 차선유지 기반 자율주행으로 시행하고, 경로와 

속력을 변화시키면서 비전 센서와 IMU 센서의 정보를 획득

한다. 획득한 비전과 IMU 센서의 정보를 비교하면서 성능평

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3-15의 (a)에서 비전 센서로 구한 x 좌표의 오차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측정환경과 광량에 민감한 비전

센서의 특성상 측정을 진행하는 동안 오차성분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가 직선 및 곡선주행을 실시할 때 차량의 

방향각이 실시간으로 변한다. 따라서 차량의 방향각이 변하

게 되면 관성이 발생하는데, 이 관성으로 인해 비전 센서의 

측정값에 오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자

 

동차의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비전 센서의 오차 값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의 가속으로 인해 시속 15Km

일 때의 오차보다 30Km일 때 오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IMU 센서와의 정

보결합이 필요하다.  

 

 
(a) 

 
(b) 

그림 13. (a) 직선도로에서의 x 좌표 검출 실험결과, (b) 직선

도로에서의 요 정보 실험결과. 

Fig.  13. (a) Experiment result of x-coordinate detection in straight 

road, (b) Experiment result of yaw data in straight road. 

 

 
(a) 

 

 

그림 11. 실험용 자율주행 자동차. 

Fig.  11. Experimental autonomous vehicle. 

 

그림 12. 실험 장소 (직선, 완만한 곡선, 90도 곡선). 

Fig.  12. Experimental area (straight road, gentle curve road, 90°

curv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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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4. (a) 완만한 곡선도로에서의 x 좌표 검출 실험결과, 

(b) 완만한 곡선도로에서의 요 정보 실험결과. 

Fig.  14. (a) Experiment result of x-coordinate detection in gentle 

curve road, (b) Experiment result of yaw data in gentle 

curve road. 

 

 
(a) 

 
(b) 

그림 15. (a) 90도 곡선도로에서의 x 좌표 검출 실험결과, (b) 

90도 곡선도로에서의 요 정보 실험결과. 

Fig.  15. (a) Experiment result of x-coordinate detection in 90° curve 

road, (b) Experiment result of yaw data in 90° curve Road. 

그림 13-15의 (b)는 비전 센서와 동시에 측정한 IMU 센서

의 요(Yaw) 정보이다. 실험결과의 특징은 동일한 측정 시간 

내에서 시속 15km일 때 보다 30km일 때가 목표 각도에 먼

저 도달하기 때문에 두 그래프의 요정보가 동일하지 않다. 

직선과 완만한 곡선 그리고 90도 곡선에서는 비전 센서와는 

 

(a) 

(b) 

(c) 

그림 16. (a) 직선에서의 실험결과, (b) 완만한 곡선에서의 실

험결과, (c) 90도 곡선에서의 실험결과. 

Fig.  16. (a) Experiment result of straight road, (b) Experiment result 

of gentle curve road, (c) Experiment result of 90° curve 

road. 

Eun Seong Park, Chang Ho Yu, and Jae We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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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적은 범위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전 센

서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 횡 방향 제어는 IMU 센서와의 정

보 결합을 통해 향상된 주행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6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선유지를 진행하는 동안

의 주행궤적을 GPS로 측정하여 표시한 그래프이다. 직선 그

리고 완만한 곡선에서는 기준 경로에 큰 이탈 없이 차선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90도 곡선에서는 자

동차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곡선에 각도가 커짐에 따라 횡방향 제어 

입력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향후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4는 자율주행 궤적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전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 성능을 확보

하는 차선 검출 알고리즘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좌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IMU 센서와의 정보 결합

을 통하여 비전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횡 방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Tsugawa 등

이 제안한 목표지점 추종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해 비전 센서를 이용한 주행좌표의 검출 성

능을 확인하였고, 제안한 횡방향 제어시스템을 통해 차선유

지 성능을 주어진 도로에서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위도 및 

경도의 평균이 0.0493도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

행을 위한 차선유지 기반 자율주행 종방향 제어에 대한 성능 

향상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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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결과의 RMS 오차. 

Table 4. RMS error of experiment results. 

 
15KPH 

Longitude (deg.) Latitude (deg.) 

Straight 

Max. 0.0067 Max. 0.0062 

Min. 0.0013 Min. 0.0000 

Avg. 0.0028 Avg. 0.0043 

Gentle 

Curve 

Max. 0.0055 Max. 0.0086 

Min. 0.0001 Min. 0.0003 

Avg. 0.0031 Avg. 0.0056 

90° 

Curve 

Max. 0.0302 Max. 0.0412 

Min. 0.0031 Min. 0.0071 

Avg. 0.0262 Avg. 0.0361 

 
30KPH 

Longitude (deg.) Latitude (deg.) 

Straight 

Max. 0.0355 Max. 0.0176 

Min. 0.0001 Min. 0.0001 

Avg. 0.0190 Avg. 0.0097 

Gentle 

Curve 

Max. 0.0169 Max. 0.0457 

Min. 0.0016 Min. 0.0001 

Avg. 0.0128 Avg. 0.0250 

90° 

Curve 

Max. 0.0457 Max. 0.0512 

Min. 0.0021 Min. 0.0098 

Avg. 0.0387 Avg. 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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