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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VE (KIST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Autonomous Navigation of KUVE (KIST Unmanned Vehicle Electric) 

전 창 묵*
, 서 승 범, 이 상 훈, 노 치 원, 강 성 철, 강 연 식 

(Changmook Chun, Seungbeum Suh, Sanghoon Lee, Chi-won Roh, Sungchul Kang, and Yeonsik Kang)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the system architecture of KUVE (KIST Unmanned Vehicle Electric) and unmanned autonomous 

navigation of it in KIST. KUVE, which is an electric light-duty vehicle, is equipped with two laser range finders, a vision camera, a 

differential GPS system, an inertial measurement unit, odometers, and control computers for autonomous navigation. KUVE 

estimates and tracks the boundary of road such as curb and line using a laser range finder and a vision camera. It follows 

predetermined trajectory if there is no detectable boundary of road using the DGPS, IMU, and odometers. KUVE has over 80% of 

success rate of autonomous navigation in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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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논문에서는 KIST의 무인 자율 주행 전기 차량, KUVE

의 시스템 구성과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 KUVE

는 연석이나 차선 등의 명확한 도로 경계선이 있는 구간에서

는 그 경계선을 따라 주행하며, 경계선이 없는 교차로나 유

턴 구간에서는 DGPS와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odometer 등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궤적을 따라 

이동한다. 

실외 환경에서 도로 경계의 연석을 찾아내고 주행하는 알

고리즘은 Wijesoma 등[1]에 의하여 레이저 거리 센서 정보로

부터 extended 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직선을 추출

하고 분할하여 연석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Kim 등[2]이 제안한 호프 변환(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연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하였다.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차선을 찾아내는 방법은 Hough 

변환, 템플릿 매칭, 스플라인 추정, 다항함수 추정 등등 다양

한 기법들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차선 추출

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늘과 불연속적인 차선들을 제

거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으며[3,4], 평평한 도로면에서 도

로의 경계선을 근사화하기 위하여 포물선을 사용하기도 했

다[5,6]. 그러나 ‘S’자 모양의 도로에서는 포물선 근사화를 하

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형상의 도로 경계선

을 근사화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수직 clothoidal 곡선을 사용

하거나[7], 다항식 곡선[8,9], 또는 스플라인 곡선[10]을 사용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입력 데이터의 잡음에 민감하

여 잘못된 도로 경계선을 추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

다. 경계선의 엣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11]과 [12]에서는 형태

학상의 분수선 변환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wide dynamic range 카메라를 이용하여 받아들인 영상

에 잘 알려진 기본적 엣지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extended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차선 추출의 신뢰도를 높였다.  

한편 최근에는 레이저 거리 센서(LRF)의 반사량을 이용하

여 차선을 찾아내는 방법도 제안 되었다[13,14]. 레이저 빔은 

기존의 비전 센서들에 비하여 주변의 조명 조건에 덜 민감하

여 실외 자율 주행에 점차 쓰임새가 넓어지는 중이다. 그러

나 레이저 빔의 반사량은 표면의 미세한 질감 뿐만 아니라 

센서와 물체 사이의 거리, 레이저 빔이 물체에 조사된 각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면 조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차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페인트로 칠해

져 있는 과속 방지턱과 횡단보도에서는 차선의 위치를 제대

로 찾기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15]. 

카메라 영상이나 레이저 빔을 동시에 이용하여 도로의경

계를 추출하는 연구도 이미 제안된 바가 있다. Huang 등은 

레이저와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여, 레이저 빔으로 돌출되

어 있는 형상이나 장애물을 찾고, 카메라 영상으로는 차선을 

찾아 그것들을 융합하여 도로의 경계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16,1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영상과 

레이저 반사량 모두를 이용하여, 각각에서 추정한 차선의 위

치가 갖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출력에 그것

들의 신뢰도에 따라 가중 평균을 취하는 센서 융합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KUVE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III 장에서는 연석 추출, 

차선 추출 및 센서 융합, 그리고 DGPS를 이용한 교차로 통

과 등의 자율 주행 기술을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실제 주행 

결과를 보여주며 V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를 언급하였다. 

 

II. 시스템 구성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는 다양한 센서와 시스템들이 장착

되어 있고, 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차량 플랫폼으로는 후륜 구동, 전륜 조향 방식으로 주행을 

하고 내부에 조향 모터와 거리주행계가 장착되어 있는 

CT&T 社의 6인승 AGV형 골프 카트를 이용하였다. 전방 장

애물과 연석, 차선을 탐지하기 위하여 차량 전방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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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팅각을 주어 LRF 센서(Laser Range Finder)를 장착하였으며, 

측방과 후방에 대한 정보도 고려하기 위해 플랫폼 후방에 두 

대를 추가로 장착하였다. 보다 강인한 차선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Vision 카메라를 장착하였고, LRF 센서 데이터와의 

통합을 위해 LRF 센서와 같은 틸팅각을 주었다. 자율 주행

시 플랫폼의 전역 위치추정을 위하여 DGPS 수신기를 장착

하였고, 자세는 관성측정장치를 통해 판단한다. 센서들의 성

능은 표 1과 같다. 

차량의 선속도와 각속도는 윈도우 기반의 상위레벨 제어

기에서 계산되고, 시리얼통신을 통해 임베디드 기반의 하위

레벨 제어기로 전송된다. 그리고 하위레벨 제어기는 상위 명령

에 맞춰 플랫폼에 장착된 조향 모터와 구동모터를 제어한다. 

그림 2는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

타낸다. 전체 시스템은 크게 주행 시스템과 원격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고, 주행시스템은 다시 영상 처리부와 제어부로 

나뉜다. 제어부에서는 LRF 정보, 위치 정보, 자세 정보를 이

용하여 연석추출 알고리즘과 칼만 필터 기반의 위치화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영상 처리부에서는 차선인식을 수행하고 

차선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어부에 전송함으로써 보다 정확

한 경로 계획 및 추종을 가능하게 한다. 원격 시스템은 자율 

주행시 영상정보와 주행정보, 장애물 정보를 무선랜으로 연

결된 고정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지

국에서는 실시간으로 플랫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명령을 내릴 수 도 있다. 

 

III. 자율 주행 

1.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한 도로 경계 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도로 경계선 인식 알고리즘의 안정성

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였지만, 도로변에 쌓인 낙엽

이나 차선의 윤곽보다 강한 그림자와 같은 강한 빛에 의해 

생기는 실외환경의 변화는 종종 도로 경계 인식의 실패를 야

기한다. 연석이나 차선 등 도로의 경계를 따라 차량이 안정

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차량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관계식

과 도로 경계선의 측정 관계식을 이용한 필터를 구현했다. 

1.1 차선 예측 모델 

그림 3에서는 차선과 로봇의 상대 좌표계를 설명하고 있

다. “Distance Ahead”는 비전 시스템이 차선과 로봇과의 거리

를 인식하는 로봇으로부터 정면으로의 거리인 1.923m이다. 

그림 1.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 시스템 구성. 

Fig.  1. The KUVE system configuration. 

 

표   1. 센서 세부성능 사양. 

Table 1. Sensor specification. 

 
 

 

 

그림 2.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 소프트웨어 구조. 

Fig.  2. The KUVE softw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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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인식 알고리즘으로부터 추정된 차선의 상대 위치는 

( ), ,

k k K

v v v
X Y φ  좌표계에서 ( ), ,

k k K

L L L
X Y φ 이다. 로봇이 k에서 

k+1 시간까지 움직일 때 로봇에 대한 차선의 상대 위치는 그

림 E에서 보여주고 있다. k

L
φ 는 k시간에 k

v
X 축과 차선의 접

선과의 각도이며, 로봇이 k

v
X 와 k

v
Y 방향으로 ,

x
t  

y
t 움직일 

때, 차선의 위치는 ,x∆  y∆ 로 움직인다. 차선이 도로와 평

행하게 뻗어있다고 가정할 때, 차선위치의 동력학 식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난다.  

( ) ( ) ( ) ( )1 ,x k f x k u k v k+ =   +   (1) 

( ) ( )

( ) ( )

( ) ( )

, ( )

cos sin 0

sin cos 0 ( )

0 0 1

cos sin

sin cos

v v

v v

k k

L x v L y v

k k

L x v L y v

v

where

f x k u k u k

x k

x t y t

x t y t

φ φ

φ φ

φ φ

φ φ

φ

  + 

∆ ∆ 
 

= − ∆ ∆ 
  

 ∆ − ∆ + ∆ − ∆
 
 + − ∆ − ∆ + ∆ − ∆
 
 ∆
 

 

v(k)는 그 분산값을 Q(k)로부터 얻은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

즈이며, 
v

φ∆ 는 200msec의 샘플링 시간 동안의 조양각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Input state, u(k)의 항은 다음 계수들로부터 

계산된다.  

 

그림 4. 차선 모델과 좌표계. 

Fig.  4. Line model and coordinate frame. 

 

,

k kBC AB
L x

AB BC

C C
x z

m m

−
∆ = −

−
 

( )

( )

,

tan ,

cos tan sin

k kBC AB
L AB AB y

AB BC

AB v

AB v v v v

C C
yx m c z

m m

m

c y y x

φ

φ φ φ

−
= + −

−

= ∆

= ∆ + ∆ − ∆ ∆ − ∆

 

tan ,

,

sin ,

cos ,

k

BC

k k

BC y BC x

v v

v v

m z

c z m z

x V T

y V T

φ

φ

φ

−

= −

∆ = − ∆ ∆

∆ = ∆ ∆

 

V는 로봇의 직선 속도이고, k
z 는 k시간의 차선의 위치의 

measurement state 벡터이다. mAB와 CAB은 그림 4에서 점 B와 

C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절편값이다.  

1.2 차선 측정 모델(measurement model)  

차선의 위치, ( ), ,

k k k

x yz z zφ 의 측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k

z k h x k w k

h x k H x k

= +

=

 (2) 

H는 66×  identity 행렬이고 w(k)는 가우시안 화이트 측정 노

이즈이다. Measurement state vector는 다음과 같이 update 된다.  

 

Prediction Step: 

[ ]( 1 | ) ( | ), ( ) ,

( 1 | ) ( | )

T T

u

x k k f x k k u k

f f f f
P k k P k k Q

x x u u

+ =

∂ ∂ ∂ ∂       
+ = + Λ +       

∂ ∂ ∂ ∂       

 (3) 

u
Λ 는 input state의 분산 행렬이다.  

 

Update Step: 

[ ]1

1

( 1| 1) ( 1| ) ( ( 1) ( 1 | ) ),

( 1 | 1) ,

x k k x k k BB z h x k k

P k k A CB D

−

−

+ + = + + + − +

+ + = −

 

where 

 
(a) 

(b) 

그림 3. 비전 센서로부터의 차선의 위치. 

Fig.  3. Line position originated from camera fixed coordinate sy

stem. 

 



제어 ⋅ 로봇 ⋅ 시스템학회 논문지 제 16 권, 제 7 호 2010. 7 

 

620 

( 1| ),

( 1 | ) ,

( 1| ) ,

( 1 | )

T

T

A P k k

h h
B P k k R

x x

h
C P k k

x

h
D P k k

x

= +

∂ ∂   
= + +   

∂ ∂   

∂ 
= +  

∂ 

∂ 
= + 

∂ 

 

1.3 Gating 

위의 칼만필터의 과정에서, 예측과 측정 모델을 이용한 차

선위치의 추정 방법은 측정시에 다양한 빛에 의해 변하는 외

부환경 변화로 인한 인식 오류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센서로부터 측정된 차선의 위치 정보는 칼만필터 내

의 예측값과 비교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식오류

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시스템은 새로 측정된 

정보가 예측값과 비교했을때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안에 속할 때만 신뢰성 있는 정보로 인식한다. 계산

된 최소의 거리가 설정되어있는 한계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칼만필터의 과정에서 update step을 수행하지 않고 예측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위의 gating 단계에서의 계수들은 다

음과 같이 정의 된다.  

 

1

( 1| )

( 1| ) ( 1)

( )

T

T

M

h
S P k k

x

R x k k z k

D x R S R γ
−

∂ 
= +  

∂ 

= + − +

= ≤

 (4) 

S는 분산 행렬이고, R은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로 구해지는 

residual 항이며 DM은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가르킨다. Gating

과정에서 99%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γ 의 값은 11.4로 

설정되었으며, 이 값은 chi-square 분포에서 얻은 값이다. 

2. 연석 추종을 이용한 자율 주행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연석 추출 알고리즘을 보여

준다.  

레이저 거리 센서에서 측정한 거리 정보를 Hough 변환하

여 직선을 추출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연석의 위치를 추출하

며, 위에서 설명한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연석까지

의 거리를 보다 높은 신뢰성으로 추정한다. 그림 6과 그림 7

은 Hough 변환의 결과와 그로부터 추출된 연석의 위치를 보

여준다. 

3. 차선 추종을 이용한 자율 주행 

비전 센서가 주는 풍부한 정보는 많은 시스템에서 이용되

고 있다. 특히 실외 자율 주행 시스템에서 비전 센서를 이용

한 차선인식은 여러 방식으로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 

센서는 실외 환경의 빛에 민감성으로 인해 생기는 인식 오류

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도로 표면에 드리워진 조형

물에 의한 그림자나 물 자국 등에 의해서 잘못된 차선인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영상처리를 통한 차선인식은 에지 

추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도로 상에 

 

 

그림 5.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한 도로의 연석 검출. 

Fig.  5. Curb detection on the road using a laser range finder. 

 

그림 6. LRF 데이터와 Hough 변환에 의한 최장 직선. 

Fig.  6. LRF data and the longest line from Hough transform. 

 

 

그림 7. 추출된 연석의 위치. 

Fig.  7. Extracted location of the curb. 

 

그림 8. 그림자로 인한 차선인식 오류의 예. 

Fig.  8. Distracting environment for lan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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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보다 그림자의 윤곽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에지라는 차

선의 한가지 특징만으로는 인식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지 뿐만이 아

닌 차선의 색, 굵기, 선형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차

선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3.1 에지 정보 

에지 정보는 언급했듯이 영상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

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차선인식은 아스팔트와 

차선의 경계에서 grey level intensity의 변화로 인식을 하기 때

문에 에지 정보가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에 존재

하는 많은 에지 중에서 차선의 에지는 차선과 아스팔트 도로 

사이의 경계선의 대비가 큰 편임으로 도로표면의 작은 점이

나 물 자국 등으로 생기는 경계선 보다는 grey level intensity의 

변화가 크고 경계면 에서의 가로방향 변화 지속성도 3~4 

pixel 정도이다. 그림 9(a)에서와 같이 차선은 이미지 상에서 

대각선 방향의 직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각선 에지 추출

에 강인한 Sobel 에지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그림 9(b)의 에

지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영상처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차선

과 도로의 경계면 에서의 intensity 변화량을 기준으로 0~255

사이의 grey level intensity 이미지를 그림 9(c)와 같이 0과 1로 

구성된 binarized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그림 9(d)는 3~4 pixel

의 최소가로방향 변화지속구간 threshold로 도로 표면에 작은 

점들로 생기는 에지를 제거하였고 이미지의 왼쪽 절반은 차

선인식 시스템이 오른쪽 차선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제거 되

었다.  

3.2 두께 정보  

차선의 두께 정보는 차선이 항상 20cm의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이다. 앞의 결과로

부터 나온 에지 영상에서 가로방향으로 20cm의 폭을 가지고 

존재하는 에지 만을 남겨두는 필터링 과정을 통해 그림 9(e)

와 같이 그림자로 생기는 에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차선의 에지는 도로와 차선과의 경계인 나란한 두 선으로 나

타나는데 실제 제어에 사용될 차선과 로봇과의 거리는 로봇

의 중심으로부터 차선의 시작 경계면 까지 거리임으로 차선

과 경계면이 처음 만나는 차선의 왼쪽 경계면의 에지만을 추

출 하였다.  

3.3 색 정보 

차선의 색 정보는 다른 조형물로 생기는 에지로부터 차선

의 에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그림자가 도로의 상당 부분 드리워져 있을 때 

차선은 항상 노란색 혹은 흰색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선인식

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앞선 영상 처리에서 차선의 폭인 

20cm내의 구간에서 그 색 정보를 조사하여 설정된 일정 색

이 일치한 에지만을 남겨두게 된다. 색 정보 감지는 색상의 

빛에 의한 왜곡에 비교적 강인한 HSI color space를 이용하였

다. 추출된 에지 이미지는 그림 9(f)와 같이 그림자의 영향이

나 다른 주변 환경에 의해 생기는 에지를 거의 제거한 상태

가 된다. 

3.4 선형 정보 

이미지상의 차선의 형태는 직선으로 근사 된다는 가정에

서 추출된 에지 정보로 가장 근접한 직선을 찾아내게 된다. 

Hough 변환을 통해 가장 근접한 직선을 구하는데, 주어진 에

지 점에서 가능한 모든 직선들 중에 가장 많은 에지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차선으로 인식한다. 그림 9(g)와 같이 

그림자가 두드러진 경우에도 차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5 비전 센서를 이용한 차선 인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다양한 차선의 특징을 이용한 차선인

식 알고리즘은 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희미한 차선, 과

속 방지턱, 그림자 조건 등의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실험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림 10(a)는 차선이 매우 희미할 때의 

 

 
(a) 

 
(b) (c) 

 
(d) (e) 

 
(f) (g) 

그림 9. (a) 입력 이미지, (b) 에지 이미지, (c) 이진화 이미지, 

(d)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된 이미지, (e) 차선

두께 정보를 이용하여 추출된 이미지, (f) 차선 색을

이용하여 추출된 이미지, (g) 차선의 선형 정보를

이용하여 차선 인식 결과 이미지. 

Fig.  9. (a) Original image, (b) Edge detection using Sobel operator, 

(c) Binarized image, (d) Application of line edge clue 

threshold, (e) Application of line width clue threshold, (f) 

Application of line linearity clue threshold, (g) Application of 

line linearity clue threshold and the result image of lane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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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b)는 과속 방지턱이 있을 경

우의 영상처리 결과이며 그림 10(c)는 명암 대비가 심할 때

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0(d)부터 그림 10(f)는 다양한 모

양의 그림자가 도로 위에 드리워 질 때의 영상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실외 외부환경 조건 하에서의 

실험은 제안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광량에 따라 수없이 변

화하는 실외환경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DGPS를 이용한 자율 주행 

자율 주행에 있어 위치추정은 가장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무인 주행 전기 자동차에는 전역위치추정을 목

적으로 위치 정확도가 높은 Novatel 社의 Propak V3 수신기를 

사용하였고, 수신기의 수평위치오차는 20cm 이내이다. 수신

기에서는 위도, 경도, 고도 및 가시위성의 개수 등의 정보를 

출력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 및 목표 위치를 알려주고, 전역 

주행 경로를 생성한다. 전역 주행 경로는 0.5m 간격의 타겟

으로 생성이 되고, 차량은 그 타겟을 추종하여 자율 주행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자율 주행시 DGPS는 단순히 차량의 현재 위

치만을 알려주고, 조향각 제어는 그 위치에서의 도로 특징을 

통해 수행된다. 하지만, 연석이나 차선과 같은 도로 특징이 

없는 구간에서는 경로 내의 타겟과 DGPS의 위치정보만을 

이용해 타겟을 추종하는 방법으로 조향각 제어가 수행된다. 

교차로, U턴 구간과 같은 도로정보 추출이 어려운 환경에서

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율 주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심지 환경에서도 강인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IV. 자율 주행 실험 결과 

1. 실험 환경 

자율 주행 실험을 위한 장소로는 KIST 후문에서부터 본관

까지 왕복 약 1.3km 구간이며, 주행 경로는 교차로, 과속방지

턱, U턴 구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2는 주행 경로를 나타낸다. 

2. 실험 결과 

무인 자율 주행 전기 자동차는 3m/s의 속도로 실험 환경을 

주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차량의 선속도 피드백은 구동축에 

장착된 엔코더를 통해 획득하고 각속도 피드백은 IMU 센서

를 통해 획득한다. 전체 경로는 각각 연석 추종 구간, 차선 

추종 구간, 경로 타겟 추종구간으로 나눌 수 있고 추종 타겟

과의 거리차이를 통해 각속도 제어가 이루어진다. 현재 

KUVE는 그림 12에 도식화 되어 있는 KIST 구내의 구간에

서 80% 이상의 성공률로 자율 주행을 하고 있다. 

2.1 연석 추종 실험 

연석 검출을 위해 LRF 센서의 틸팅각을 40°로 하였고 노

면으로부터 1.65m높이에 장착하였다. 연석 추종은 차량의 중

심과 연석과의 거리가 1.5m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고, 그림 

12의 E구간을 주행하였다. 그림 13은 연석과의 거리오차를 

 
(a) Vague line (b) Speed bump 

 
(c) Strong contrast (d) Extreme shadowy road 

 

(e) Extreme shadowy road (f) Extreme shadowy road 

그림 10. 차선 인식 결과 이미지.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line detection algorithm under 

Various conditions. 

 

그림 11. 전역 주행 경로. 

Fig.  11. Global driving route. 

 

그림 12. 실험 환경. 

Fig.  12. Test environment. 

 

그림 13. 연석 추종 오차. 

Fig.  13. The curb track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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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거리 오차는 약 0.1m 차이로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지만 실

제 주행에 있어서는 직선주행이라 할 수 있다. 약 600m 구간

에서 연석과의 거리오차는 평균 0.391m를 나타내고, 연석이 

없는 구간까지 고려한다면 추종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 차선 추종 실험 

그림 14는 차선과의 거리오차를 나타낸다. 

차선 위치는 Vision 카메라와 LRF 센서를 칼만필터에 적용

하여 예측하였고, 실험환경은 직사광선이 비추지 않는 맑은 

날에 수행되었다. 약 500m 거리를 주행한 결과 거리 오차는 

약 0.084m로 차선추종 또한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3 경로 타겟 추종 실험 

경로 타겟 추종 실험은 연석과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 수행

하였다. 연석과 차선이 없는 구간은 좌회전, U턴, 우회전 구

간으로 그림 12의 B, C, D와 같다.  

그림 15(a), (c), (e)는 각각 좌회전, U턴, 우회전 주행시 경로 

타겟과 주행 궤적을 나타낸다. 좌회전시 초기 진입 각도가 

타겟의 각도와 차이가 있지만 조향각 제어를 통해 타겟을 추

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거리오차는 1.86m이고 좌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거리오차는 1.18m를 나타낸다. U

턴 구간에서도 초기 진입위치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타

겟을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U턴 구간에서 전체 거리오

차는 3.23m이고, 끝나는 지점에서의 거리오차는 1.83m로 회

전량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를 나타냈

다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구간에서는 전체 

거리오차는 1.27m이고, 끝나는 지점에서의 거리오차는 1.65m

로 우회전 구간 도중 연석을 찾을 경우 경로 타겟 추종을 멈

추고 연석 추종을 수행하기 때문에 끝 지점에서 거리오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경로 타겟 추종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주행 경로에 맞춰 경로 타겟이 정확히 그려지는 것과 무

인 자율 주행 전기 자동차의 수평 위치 오차를 줄이는 것이

다.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두 기술 모두 DGPS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위치화 기술이 향상 된다면 경로 

타겟 추종 성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KIST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 주행 전기 차

량의 시스템과 KIST 구내의 구간별 자율 주행 전략을 설명

하였다. 연석이 있는 구간에서는 레이저 센서의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연석의 위치를 extended Kalman filter로 추정하여 그

것을 따라 주행하였다. 연석이 없고 차선만 있는 구간에서는 

카메라의 영상에서 EKF를 거쳐 추출한 차선의 위치와 레이

저 센서의 반사량에서 EKF를 거쳐 추출한 차선의 위치를 융

합하여 그것을 따라 주행하였다. 끝으로 연석이나 차선 등 

도로의 경계를 정의할 수 없는 교차로나 U턴 구간에서는 

DGPS와 IMU, odometer의 정보들을 융합하여 주행하였다.  

KUVE는 현재 KIST 구내에서 80% 이상의 성공률로 무인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향후 Bayesian 

filter 등을 활용하여 연석과 차선 추출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도로 경계가 없는 교차로에서 노면 지형을 인식

하고 지역적 특정 형상 (local feature)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보다 높은 자율 주행 성공률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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