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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

행 중이며,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
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은 현재 레벨 2단계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까지 상용화되어
있다.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에는 적응형 순항 제어(ACC, 
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 유지 보조(LKA, Lane 
Keeping Assist), 자동 긴급 제동 보조(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ABSD: Active 
Blind Spot Detection),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Highway 

Driving Assist) 시스템 등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고 
예방, 충돌경감 등 운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어 안전성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Kim 등이 ACC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방법을 시나리오로 제안하고 평가수식을 통
해 이를 검증하였고 시뮬레이션과 실차시험을 통해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1) Yoon 등은 LKA 시스템의 안전성 평
가를 위해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평가 수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2) Kwon 등은 국내 도로교통법과 Euro NCAP 
(New Car Assessment Programme) 시험평가 규정에 
따른 시험조건을 토대로 실차시험을 제안하고, 이론평가 
수식과 실측값의 비교분석으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3) 
Bae 등은 HDA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하
고 시뮬레이션(simulation)과 실차시험의 비교분석을 통
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4) Ok 등은 ADAS의 종방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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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을 위한 시스템의 역학 모델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주요인자인 속도조정 소요시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
가하였다.(5) Na 등은 ACC와 AEB의 통합평가 시나리오
를 제안하고 주변 환경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프리스
캔(PRESCAN)을 통해 구현하였다.(6) Park 등은 실제 운
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로 변경 궤적을 생성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 알고리즘이 다양한 운
전자를 모사하는 궤적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 
Lee 등은 시뮬레이션 및 실차시험을 통해 복합요소를 반
영한 사고 상황에서 ADAS 차량의 사고 대응 및 충돌 회
피성능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고 실차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고,(8) Park 등은 비전 
센서를 이용해 YOLO(You Only Look Once) 기반의 거
리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9) Kim 등은 ACC-LKA 
통합 제어기 개발로 직선도로 및 굽은 도로에서 차선 유
지 능력, 전방 차량 추종 및 급정거 성능을 실험하였고, 
ASM(Automotive Simulation Model)을 통해 주어진 도
로 및 시나리오로 실제 환경을 대신하여 검증하였다.(10)

ADAS는 카메라(camera),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의 센서(sensor)가 
사용되나, 센서들의 높은 가격으로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카메라는 다른 센
서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 주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센서에 대한 사용접근성이 용이
하여 카메라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Park 등은 카메라 센서만을 이용해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주변 차량의 경로를 예측하였고,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11) Koo 등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단일 카
메라 기반의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을 제안하였고,(12) 
Heo 등은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차 영상을 추
출하고 이동 물체까지의 거리와 이동속도를 측정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13) 또한 Kim 등은 충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경로를 생성하여 목표지점까
지 운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함을 검증하
였고,(14) Ahn 등은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의 움
직임 인식을 위한 모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15) Mun 
등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중 두 대의 카메라와 한 
대의 라이다를 병합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16) 

그러나 단안 카메라를 이용한 ADAS 관련 연구는 많
지만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LKA 시스

템의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이론 수식을 제안하고자한
다. 그리고 DGPS, DAQ와 같은 장비들을 이용한 실차시
험을 통하여 이론 수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단안 카메라
를 이용한 LKA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2. 이론 수식 개발
2.1. 이론 수식의 가정 및 조건

2.1.1. 카메라 설치 및 영상 조건

카메라 설치 및 영상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카메라는 차량의 차폭 가운데 설치되어야한다.
- 카메라는 전방을 향하며, 지면과 수평하게 설치되

어야 한다.
- 카메라 영상에서 차선이 검출되어야 한다.
- 카메라 영상에서 차량의 보닛이 검출되어야 한다.

2.2. 이론 수식 제안

2.2.1. 카메라 영상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영상은 
아래 Fig. 1과 같다.

Fig. 1 Image taken from vehicle’s camera

카메라 영상에서 소실점으로부터 차선이 검출된다. I2, left
는 차량 보닛 윗부분 기준, 영상 중심으로부터 왼쪽 차선
까지 거리이다. I2, right는 차량 보닛 윗부분 기준, 영상 중
심으로부터 오른쪽 차선까지 거리이다. I는 영상의 가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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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하학적 구도

차량의 기하학적 구도는 아래 Fig. 2∼Fig. 3과 같다.

Fig. 2 Geometric structure of vehicle (top-view)

Fig. 3 Geometric structure of vehicle (side-view)

L은 I의 실제 거리이고, L2, left는 I2, left의 실제 거리, L2, right
는 I2, right의 실제 거리이다. θ는 카메라의 화각이고, ψ는 
차량과 차선의 상대 헤딩각(heading)이다. dleft는 차량의 
왼쪽 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이고, dright는 차량의 오른
쪽 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이다. df, wh는 차량의 앞바
퀴부터 앞 범퍼까지의 거리이고, wcar는 차량의 차폭이다. 
a는 앞 범퍼부터 보닛으로 가려지는 곳까지의 거리이고, 
c는 카메라부터 앞 범퍼까지의 거리이며, k는 a부터 차선
까지의 거리이다.

2.2.3. 이론 수식 제안

카메라 영상에서 측정되는 거리와 실제 차량의 기하학
적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거리의 비례관계는 아래 식 (1)
과 같다.

       (1) 

카메라의 종류마다 다른 화각을 가진다. 카메라의 화
각에 따라 영상에서 측정되는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아
래 식 (2)∼(3)과 같다. L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고 식 (1)을 이용하면 아래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tan


 (2)

  ××

 
×tan


 (3)

차선이 검출되면 차량과 차선의 상대적 헤딩각을 구할 
수 있고, 헤딩각으로 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삼각비를 이용하여 아래 식 (4)∼(7)로 나타
낼 수 있다.

 ′′×cos   (4)
′×tan (5)
  ′      ′′ (6)

′ 

  (7)

본 연구에서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정보로 차량
의 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식 (1)~(7)
을 활용하였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수식을 제
안할 수 있고, 아래 식 (8)~(9)와 같다. 제안하는 수식은 
단안카메라를 이용하여 LKA 시스템의 기능 평가가 가
능하다.

 
 

 


 


cos 

  si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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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차시험
3.1. 시험 차량

제안하는 이론 수식의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안
한 시나리오에 대한 실차시험을 진행하였다. 실차시험 차
량은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을 사용하였고 아래 Fig. 
4와 같다. 시험차량은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등의 센서
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ACC, LKA, AEB 등의 기능이 탑
재되어 있다. 시험 차량은 국내 LKA 기능이 탑재된 차량 
중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차량 중 하나이다.

Fig. 4 Genesis EQ900 for actual vehicle test

3.2. 시험 장비
실차시험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RT3002, SIRIUS, 카

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장비는 Fig. 5와 같고, 사
양은 아래 Table 1에 나타내었다. RT3002는 GPS 기반
의 차량 동특성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SIRIUS는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이며, 카메라는 앞바퀴부터 차선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3.3. 시험 장소 및 도로 조건

실차시험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진행하였으며 도로위
치를 아래 Fig. 6에 나타내었으며, 도로조건은 아래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도로는 시험조건에 적합한 직선구간
과 곡선구간이 존재하고, 실차시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통행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Fig. 6 Road for actual vehicle test

Table 2 Road condition for actual vehicle test
Road condition

Curvature 0, 500m
Condition flat, dry, clean asphalt

Friction coefficient 1.079

3.4. 시험 결과

실차시험 데이터 중 차량의 속도, 헤딩각, 요레이트(yaw 
rate), 앞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냈으
며, Fig. 7~Fig. 10과 같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차시험
은 총 3회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실차시험은 선행연구에
서 제안된 LKA 시스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를 기준으
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차량이 차선을 이탈한 뒤 복귀 
후 안정화 까지 약 10초가 소요되었다. 그 이후 시험결과 

Table 1 Equipment specification
Specification

RT3002 L1/L2 Kinematic GPS with positioning 
accuracy to 2cm RMS.

SIRIUS
Real time data acquisition

synchronized acquisition of video, 
GPS and many other sources

Camera 1920×1080 resolution (video)
15 megapixels resolution (still)

Fig. 5 Equipment for actual vehil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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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Heading angle

(c) Yaw rate (d) Left lane distance
Fig. 7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1)

(a) Velocity (b) Heading angle

(c) Yaw rate (d) Left lane distance
Fig. 8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2)

(a) Velocity (b) Heading angle

(c) Yaw rate (d) Left lane distance
Fig. 9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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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변화가 거의 없는 동일한 값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시나리오 1의 실차시험 결과이며, 직선구간

에서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면서 헤딩각 3deg.가 주어
진 상황이다. 총 3회의 시험 모두 차선을 이탈 한 뒤 약 
4초 내로 차선복귀를 완료하였다.

Fig. 8은 시나리오 2의 실차시험 결과이며, 직선구간
에서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면서 헤딩각 3deg.가 주어
지고, 2deg.의 추가 조향각이 주어진 상황이다. 총 3회의 
시험 모두 차선을 이탈 한 뒤 약 3초 내로 차선복귀를 완
료하였다.

Fig. 9는 시나리오 3의 실차시험 결과이며, 곡선구간
에서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면서 헤딩각 3deg.가 주어
진 상황이다. 총 3회의 시험 모두 차선을 이탈 한 뒤 약 
6초 내로 차선복귀를 완료하였다.

Fig. 10은 시나리오 4의 실차시험 결과이며, 곡선구간
에서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면서 헤딩각 3deg.가 주어
지고, 2deg.의 추가 조향각이 주어진 상황이다. 총 3회의 
시험 모두 차선을 이탈 한 뒤 약 6초 내로 차선복귀를 완
료하였다.

4. 이론값과 실차시험 결과 값의 비교분석
4.1. 이론값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대해 제안 이론 수식
을 적용하여 실차시험을 진행하였다. 시나리오별 이론값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Theoretical result by scenario
Scenario I2, left

[m]
I

[m]
Wcar
[m]

Ψ
[deg]

df.wh
[m]

dleft
[m]

1 0.02 0.16 1.92 -1.35 0.89 -0.29
0.05 0.16 1.92 0.00 0.89 1.05

2 0.02 0.16 1.92 -0.04 0.89 -0.38
0.05 0.16 1.92 -1.14 0.89 0.76

3 0.04 0.16 1.92 -0.46 0.89 0.36
0.03 0.16 1.92 3.37 0.89 0.48

4 0.05 0.16 1.92 1.05 0.89 0.98
0.02 0.16 1.92 -1.05 0.89 -0.41

4.2. 시나리오별 이론값과 실차시험 결과 값 비교

앞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이론값과 실차시
험의 결과 값을 시나리오별 그래프로 나타냈고, 각 시나
리오별 총 3회의 반복시험(first test, second test, third 
test)에 대해 Fig. 11~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1은 앞바퀴부터 차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시나리
오 1의 결과 값이고, Fig. 12는 시나리오 2의 결과 값, 
Fig. 13은 시나리오 3의 결과 값, Fig. 14는 시나리오 4의 
결과 값이다.

4.3. 비교분석

시나리오별 최소편차와 최대편차를 가지는 이론값과 
실차시험의 결과 값 그리고 실차시험 대비 이론값의 편차

(a) Velocity (b) Heading angle

(c) Yaw rate (d) Left lane distance
Fig. 10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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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rst test

(b) Second test

(c) Third test
Fig. 11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1)

(a) First test

(b) Second test

(c) Third test
Fig. 12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2)

(a) First test

(b) Second test

(c) Third test
Fig. 13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3)

(a) First test

(b) Second test

(c) Third test
Fig. 14 Result of the actual vehicle test (scenar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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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래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직선구간으로 편차 약 0.01~ 

0.14m, 0.00~0.14m가 발생하였으며, 영상에서부터의 측
정 편차와 차량의 헤딩각에 따른 편차로 판단된다.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는 곡선구간으로 편차 약 0.01~ 
0.18m, 0.00~0.21m가 발생하였다. 직선구간에 비해 곡
선구간은 차선이 검출되지 않을 때 차선예측이 어려워 이
에 따른 측정 편차가 발생하였고, 곡선구간 선회 시 발생
하는 차량의 큰 요레이트와 헤딩각에 따라 편차가 발생했
다고 판단된다.

Table 4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actual vehicle test 
result by scenario

Scenario. Theoretical Actual Deviation
1 min. -0.29 -0.29 0.01

max. 1.05 0.90 0.14
2 min. -0.38 -0.39 0.00

max. 0.76 0.62 0.14
3 min. 0.36 0.35 0.01

max. 0.48 0.66 0.18
4 min. 0.98 0.98 0.00

max. -0.41 -0.20 0.21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LKA 시스템

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차시험과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
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단안카메라를 이용한 LKA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를 위해 평가 파라미터인 차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이론 수식을 제안하였다.

2) 이론 수식은 카메라에서 추출되는 정보와 차량의 
기하학적 구도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3) 단안카메라를 이용한 이론 수식과 DGPS와 DAQ를 
이용한 실차시험 결과 값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
다. 실험결과는 시나리오 4인 곡선구간에서 60km/h
로 주행 중인 차량에 3deg.의 헤딩각과 2deg.의 추
가 조향각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편차인 0.21m 
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곡선구간에서는 직선구

간에 비해 차선이 검출되지 않을 때 차선 예측이 어
렵고, 곡선구간 선회시 발생하는 큰 요레이트와 헤
딩각에 따라 편차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4) 단안카메라를 이용한 LKA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차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
였다.

5) DGPS와 DAQ 등과 같은 고가의 장비나 숙달된 전
문가 없이 단안카메라만을 이용하여 LKA 시스템
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
차시험 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론 수식에 요레이트와 같
은 변수를 추가하여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장마 등의 집중호우기간 또는 야간과 같
은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실차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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