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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intersection detection and navigation method in the unstructured environment. The presented
method uses only a camera image. It generates candidate trajectories in the segmented camera image and decides whether the
vehicle enters an intersection using a histogram of the candidate trajectories. In addition, the vehicle selects the target trajectory
and tracks it with considering the vehicle velocity, static obstacles, and navigation information.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and evaluated in 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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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최근 자율 주행 기술들이 상용화 되면서, 구조
화 된 도로뿐만 아니라 차선이 없는 골목길과
주차장 같은 비-구조화된 환경까지 다루는 기술들
이 연구되고 있다.1)-2) 비-구조화된 환경에서는 교
차로가 빈번하게 존재하며, 이를 인식하고 주행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차량 위치를 인지하
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기반의 방법으로
는 위 환경에서 교차로 인식이 어렵다.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이용하여 로컬라이제
이션을 하는 경우, 구조화된 환경에 비해 좁은 도
로 폭과 도로들 간의 가까운 간격 때문에 차량의
위치 인식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또한,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빈번히 존재하는 코너 구간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의 방향 오차가 크게 발생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정보
없이 카메라에 기반하여 비-구조화된 환경 내 교차
로를 인식하고 주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차로를 인식하는 기존 연구로는 표지판 정보와
차선이 명확한 환경에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방
법이 있다.3) 카메라 이미지를 입력으로, Recurrent
Neural Network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고 교차로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주차장과 같이 차선이 없는 환
경에서는 위 방법으로 교차로를 인식하기 어렵다.
다른 연구로는 주행 가능 영역이 구분된 전방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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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주행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전방 카메라 이미지만을 이용한
다. 십자형 및 T자형 교차로(Fig. 1a)가 존재하는
환경을 가정하며, 이미지는 주행 가능/불가능 영역
이 구분되는 Bird’s-eye view 이미지로 변환되어
사용된다(Fig. 1b). 본 절에서는 비-구조화된 환경
에서의 교차로 주행 방법을 i) 후보 궤적을 이용한
교차로 인식 및 추종 궤적 선택과 ii) 궤적을 추종
하는 주행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1 교차로 인식 및 목표 궤적 설정
2.1.1 차량 모델을 이용한 후보 궤적 생성

Fig. 1 CARLA 시뮬레이터에서 구축한 (a) 4개의 교차로가
존재하는 주차장 환경 및 (b) 차량의 전방 카메라 이미
지(좌), 주행 가능/불가능 (흰색/검은색)영역이 구분된

차량의 모델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전방에 후보
궤적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비-구조화된 환경에
서 차량은 저속으로 이동하기에, 차량 모델은
Kinematic Bicycle Model5)을 사용한다. Kinematic
Bicycle Model의 식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중), Bird’s-eye view 변환 이미지(우).

𝑥̇ 𝑟 = 𝑣 ∙ cos(𝜃𝑟 )
라 이미지만을 이용하여 교차로를 인식하는 연구
가 있다.4) 전방 이미지에 차량을 기준으로 수직선
을 그린 후, 선 위에 중심점을 정의한다. 중심점
으로부터 0°에서 180°까지의 방향으로 직선을 그려
주변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된 거리
정보를 Hidden Markov Model의 입력으로 이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방향을 판단한 후, 주행 가능한 방
향이 2곳 이상일 때 교차로를 인식한다. 위 방법
은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교차로를 인
식하지만, 이미지 내 중심점의 위치에 따라 교차
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후보 궤적을 생성하여 교
차로를 인식하고 주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후보
궤적의 길이를 이용하여 주행 거리의 분포를 생성
하고, 이 분포의 극대점의 개수를 이용하여 교차
로를 인식한다. 교차로가 인식된 경우, 전역 계획
정보를 토대로 하나의 후보 궤적이 선택된다. 선
택된 궤적을 추종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 주변의
장애물 그리고 선택된 궤적의 방향을 고려한 목적
함수가 설정되며, 목적함수를 최대로 하는 조향각
과 속도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에서
비-구조화된 환경인 주차장을 구성하고, 제안된
방법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다.

𝑦̇𝑟 = 𝑣 ∙ sin(𝜃𝑟 )
𝜃̇𝑟 =

𝑣 ∙ 𝑡𝑎𝑛𝛿
           (1)
𝐿

𝑥̇ 𝑟 , 𝑦̇𝑟 , 𝜃̇𝑟 는 차량의 후륜(rear) 중심 기준, 움직임의
변화량으로 후륜 중심의 위치 및 방향을 의미하며,
𝑣는 차량의 속도를 의미한다. δ는 차량을 기준으로
한 바퀴의 각도이다. 𝐿은 차량 전륜과 후륜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식 (1)의 속도와 조향각을 고정하여 차량이 주행
할 궤적을 생성하고, 이를 후보 궤적(τ)으로 정의
한다. 생성된 후보 궤적(τ)은 Fig. 2a에서 녹색선
으로 표시됐다. 이는 현재 차량의 상태에서 특정
조향각과 속도로 제어하였을 때, 장애물 지점까지
후륜 중심이 이동하게 될 궤적을 의미한다. 차량의
최소 조향각부터 최대 조향각까지 일정하게 증가시
키어 위 과정을 반복하여 후보 궤적의 집합(T)을
정의한다.
2.1.2 후보 궤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교차로 인식

본 단락에서는 후보 궤적 집합(T)을 이용하여 후
보 궤적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고, 교차로를 인식하
는 방법을 설명한다. 교차로 인식의 전체 과정은
하단의 Algorithm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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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십자형 교차로에서의 [직진, 좌회전, 우회전]로 구
분된 목표 궤적. 전역 계획이 우회전임에 따라, 추종하게
Fig. 2 후보 궤적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교차로를 인식

될 우회전 궤적(τ∗G ).

하는 과정. (a) 후보 궤적 생성, (b) 조향각에 따른 후
보 궤적의 거리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각도 차이와 궤적
길이가 각각 𝛼 와 𝛽 이상을 만족하는 극대점 표시.

Algorithm 1: Intersection Detection method
𝐈𝐧𝐩𝐮𝐭: T = {τi }1:n , parameters 𝛼, 𝛽
H ← {𝐋𝐞𝐧𝐠𝐭𝐡(τ)|𝜏 ∈ T}
{τG } ← 𝐅𝐢𝐧𝐝𝐋𝐨𝐜𝐚𝐥𝐌𝐚𝐱𝐢𝐦𝐚𝐬(H, 𝛼, 𝛽)
𝐼 ← 𝐈𝐧𝐭𝐞𝐫𝐬𝐞𝐜𝐭𝐢𝐨𝐧𝐃𝐞𝐭𝐞𝐜𝐭𝐢𝐨𝐧({τ𝐺 })
𝐫𝐞𝐭𝐮𝐫𝐧 𝐼
후보 궤적 집합(T)의 모든 후보 궤적(τ)의 길이
가 계산된다 (𝐋𝐞𝐧𝐠𝐭𝐡(τ)). 궤적의 길이는 Fig. 2a
의 녹색선의 길이가 되며, 이는 최대값을 1.0로
갖는 정규화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다. 이 후보
궤적 히스토그램(H)은 차량이 해당 후보 궤적을
추종하였을 때, 궤적의 길이 분포를 의미하며 Fig.
2b에 표시하였다. 후보 궤적 히스토그램(H)에서
파라미터 𝛼와 𝛽를 이용하여 극대점을 찾는다. 𝛼
는 극대점에 해당하는 조향각끼리의 최소 차이를
의미하며, 𝛽는 극대점에 해당하는 궤적의 최소 길
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Fig. 2b에서와 같이 최
소 길이(𝛽) 이상인 극대점을 찾는다. 찾은 극대점
에 해당하는 조향각의 차이가 최소 차이(𝛼) 이상
을 만족하는 극대점의 궤적을 목표 궤적(τG )으로
정의한다. 최소 차이(𝛼) 이하의 경우는 궤적의 길
이가 최대인 극대점만 목표 궤적(τG )이 된다. 이
목표 궤적(τG )은 Fig. 2a에 붉은색 선으로 표시되
었으며, 해당 궤적을 따라 주행 가능한 방향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 목표 궤적(τG )의 개수가 2개 이
상일 때, 차량의 전방 도로는 교차로로 인식된다.

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십자형과 T자형 교차
로를 고려하여, 목표 궤적을 [직진, 좌회전, 우회
전]으로 구분한다. Fig. 3에서와 같이 차량의 현재
방향과의 차이가 가장 작은 궤적을 직진 궤적으로
정의한다. 이 직진 궤적을 기준으로 좌측의 목표
궤적은 좌회전 궤적이 되며 우측의 목표 궤적은 우
회전 궤적이 된다. 교차로에서 전역 계획에 따라
[직진, 좌회전, 우회전] 궤적 중 하나가 선택되며,
이는 교차로에서 추종할 목표 궤적(τ∗G ) 이 된다.
2.2 목적 함수를 이용한 궤적 추종 방법
목표 궤적(τ∗G )을 추종하기 위해, 목적 함수를 기
반으로 조향각과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전체 방법은 Algorithm 2와 같다.
Algorithm 2: Tracking method
𝐈𝐧𝐩𝐮𝐭: steering(𝜃), velocity(𝑣), τ∗𝐺 ,𝜃D , 𝑣D
𝛉cand ← {𝜃|𝜃 ∈ [−𝜃max , 𝜃max ]}
𝐕cand ← {𝑣|𝑣 ∈ [𝑣min , 𝑣max ]}
𝜃 ∗ , 𝑣 ∗ ← 𝐎𝐛𝐣𝐞𝐜𝐭𝐢𝐯𝐞𝐅𝐮𝐧𝐜𝐭𝐢𝐨𝐧(𝛉cand , 𝐕cand , τ∗𝐺 , 𝑇)
return 𝜃 ∗ , 𝑣 ∗
조향각과 속도 집합, 𝛉cand , 𝐕cand 을 정의하여 목
적 함수에서 탐색할 조향각 및 속도의 범위를 결정
한다. 위 조향각(𝛉cand ) 및 속도(𝐕cand ) 집합은 이
산화된 조향각과 속도의 집합이며, 이 집합에서 목
적 함수를 고려하여 목표 궤적(τ∗𝐺 )을 추종하기 위
한 조향각과 속도를 결정한다.
목적함수, 𝐽는 차량의 속도, 장애물 그리고 목표
궤적의 방향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3 추종할 목표 궤적 결정 (τ∗G )

교차로 인식에서 사용된 목표 궤적(τG )과 교차
로에서의 전역 계획을 이용하여 추종할 목표 궤적

𝐽 = 𝑘𝑣 𝑓1 (𝑣) + 𝑘𝑓 𝑓2 (𝜃, 𝑣, 𝑇) + 𝑘ℎ 𝑓3 (𝜃, 𝑣, 𝑇, 𝜏𝐺∗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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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능/불가능 영역이 구분된다. Bird’s-eye view
로 변환된 이미지는 약 전방 30[m]까지 관측이 가
능하며, 제안한 방법의 입력이 된다(Fig. 1b). 실
험에서 파라미터, 𝛼와 𝛽는 각각 0.27, 0.40로 설정
하였다. 최대 조향각(𝜃max )은 540°로 정하였으며,
주차장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 속도(𝑣min )와 최대 속
도(𝑣max )는 3[km/h]와 8[km/h]로 정하였다. 식 (2)
의 𝑘𝑣 , 𝑘𝑓 , 𝑘ℎ 는 0.1, 1.0, 0.5로 설정하였으며, 시뮬
레이션의 제어 주기는 0.2초로 고정하였다.
Fig. 4 제안한 방법의 교차로 인식 결과. 전방 이미지(상
단), 기존 방법(중단), 제안한 방법(하단). (a) 십자형
교차로, (b) T자형 교차로, (c) T자형 교차로

𝑓1 은 정규화된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며 최대 속도
(𝑣max )인 경우 1.0, 최소 속도(𝑣min )인 경우 0.0의
값을 갖는다. 𝑓2 는 장애물을 고려하는 함수이다.
이는 조향각(𝜃)과 속도(𝑣)로 차량을 일정 시간 𝑇
까지 제어하였을 때, 주행 궤적 내의 주행 가능한
영역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Fig. 3에서
차량의 주행 궤적(파란색 선)에는 장애물이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𝑓2 값은 1.0이 된다. 함수
𝑓3 는 목표 궤적(𝜏𝐺∗ )의 방향을 고려한다. 차량이 일
정 시간 𝑇초 주행한 후의 차량의 방향과 목표 궤
적(𝜏𝐺∗ )의 끝에 도달하였을 때의 방향 차이를 의미
한다. Fig. 3에서 목표 궤적(𝜏𝐺∗ ) 끝에서의 방향을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냈다. 이 화살표의 방향과
차량 궤적(파란색 선) 끝에서의 방향의 차이가
180°일 때, 𝑓3 의 값은 0.0이 되며, 0°일 때 1.0의
값을 갖는다. 식 (2)의 𝑘𝑣 , 𝑘𝑓 , 𝑘ℎ 는 각 함수의 비율
로 실험을 통해 결정된다. 위 정의된 목적 함수(𝐽)
를 최대화하는 조향각(𝜃 ∗ )과 속도(𝑣 ∗ )로 차량을
제어하여 목표 궤적(𝜏𝐺∗ )을 추종한다.

3. 교차로 인식과 주행 성능 평가 및 분석
3.1 시뮬레이션 환경
우리는 제안한 방법을 CARLA 시뮬레이터에서 연
구소 내 주차장의 실측을 바탕으로 비-구조화된
환경을 구축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1a). 카
메라는 차량의 무게 중심 대비 1[m] 위에 설치되
었으며 5° 아래로 기울여 차량 양쪽 옆 영역도 인
식이 되도록 하였다. 화각은 90°이며, 이미지는 주

3.2 결과 및 분석
우리는 두 실험을 구성하여 제안한 방법을 평가
하였다. 첫번째 실험으로 Fig. 1a의 교차로의 각 진
입 도로에서 제안한 방법의 인식 성능을 기존 방법
과 비교 및 분석한다. 두번째로 인식된 교차로에서
주행 성능 또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Fig. 1a의 각 교차로의 진입 도로에서 교차로 인
식률과 False Positive를 측정하였다. False
Positive는 교차로가 인식되었을 때, 십자형 교차
로를 T자형 교차로로, 혹은 그 반대로 인식한 횟수
를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환경의 총 진입 도로의
수는 13개이며 인식률(Detection Rate)과 False
Positive를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기존 방법(ISM)과 제안 방법의 교차로 인식 성능

Detection Rate False Positive
ISM4)
Proposed Model

84.6[%]
100.0[%]

3회
1회

비교할 기존 방법(IntersectionScanModel,ISM4))은
전방 이미지에서 차량을 기준으로 수직선(Fig. 4의
녹색 점선)을 그린 후, 일정 거리 앞에 중심점을
정의한다. 이 중심점에서 0°에서 180° 방향으로 직
선(녹색 선)을 그려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행이 가능한 방향(붉은색 선)을 판단하여 교차로
를 인식한다. 본 실험에서 기존 방법(ISM)의 중심
점은 교차로 인식률이 최대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84.6[%]로 교차로가 인식되었다. 제안한 방법
(ProposedModel)은 십자형 교차로를 성공적으로 인
식하였으며 Fig. 4a에 나타냈다. 기존 방법 또한 교
차로를 인식하였지만 주행 방향(붉은색 선)을 2 곳
만 인식하여 십자형 교차로를 T자형 교차로로 인식
하였다 (False Positive). Fig. 4b와 c와 같은 주차

4

2020 한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Fig. 5 제안한 방법의 교차로 인식 및 다음 도로 진입. 차
량의 전방 이미지 (상단), 교차로 인식 (중단), 목표 궤적
(노란색)을 추종하기 위한 조향각과 속도 결정 (하단).

장 내 작은 교차로에서 기존 방법은 교차로를 인
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심점의 위치에 따라, 각
환경에서 교차로를 인식하는 성능의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후보 궤적
을 통해 실제로 차량이 주행 가능한 방향을 결정
하여 교차로를 인식하였고, 실험 환경의 모든 진
입 도로에서 교차로를 100[%]로 인식하였다.
Fig. 5에 제안한 방법으로 교차로를 인식(𝑡=0.0s)
하고 다음 도로까지 진입하는 것을 나타냈다. 차
량 전방에 후보 궤적(녹색 선)을 생성하고, 목표
궤적(붉은색 선)을 설정하여 교차로를 인식하였다.
제안한 주행 방법은 전역 계획이‘좌회전’인 것을
고려하여 추종할 목표 궤적(𝜏𝐺∗ )을 결정하였으며,
차량의 속도, 주변 정적 장애물 그리고 궤적의 방
향을 고려한 목적 함수로 조향각과 속도를 결정하
였다. 교차로 진입 초기(𝑡=0.8s)에는 목표 궤적
(𝜏𝐺∗ )으로 바로 진입할 시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이
존재하여, 차량 궤적(파란색 선) 상에 장애물 비
율이 적은 방향으로 주행하며 공간을 확보하였다.
교차로 내에서(𝑡=2.4s)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목표 궤적(𝜏𝐺∗ )의 방향으로 주행하며 다음 도로로
진입(𝑡=3.1s)하였다. 이로써, 제안한 궤적 기반의
방법으로 교차로를 인식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교차로를 주행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구조화된 환경에서 교차로를
인식하고 주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
법은 로컬라이제이션 정보 없이, 차량의 전방 카

메라 이미지만을 이용한다. 주행 가능/불가능한 영
역이 구분된 이미지에서 후보 궤적을 생성하여 교
차로 진입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전역 계획을
고려하여 목표 궤적을 정하고 목적 함수 기반의 주
행 방법으로 정적 장애물을 회피하며 주행하였다.
CARLA 시뮬레이터에서 제안한 방법의 교차로 인식
및 주행 성능이 평가되었다. 주행을 직선으로 가정
한 기존 방법 대비, 조향각까지 고려하여 실제 궤
적으로 접근한 제안 방법의 교차로 인식률이 약
18[%] 상승하였으며, 목적 함수 기반의 방법으로
목표 궤적을 추종하며 다음 도로까지 진입할 수 있
었다. 추후 계획으로는 실제 주차장 환경에서 교차
로를 인식 및 주행하는 차량 실험 및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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