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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자율주행을 한 도로 상태 기반 제동 강도 계산 시스템

The Road condition-based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System for a fully autonomous driving vehicle

손 수 락1 정 이 나1*

Su-Rak Son Yi-Na Jeong

요    약

3단계 자율주행 차량 이후, 4, 5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의 완벽한 주행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상태를 최 으로 유지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 자율주행 기술은 LiDAR, 방 카메라 등 시각  정보에 과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정된 도로 이외의 도

로에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실행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량이 시각 정보 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로의 상태를 분류하고, 

도로 상태와 주행 상태에 따라 최 의 제동 강도를 계산하는 BSCS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System)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BSCS는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도로의 상태를 분류하는 RCDM (Road Condition Definition Module)과 RCDM의 결과와 재 

주행 상태를 통해 주행  최 의 제동 강도를 계산하는 BSCM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Module)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실험 결
과, KNN 알고리즘에 가장 합한 K의 수를 찾을 수 있었고, 비지도 학습인 K-means 알고리즘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RCDM이 더 

정확한 것이 증명되었다. 해당 논문의 BSCS는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에 가해지는 진동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시각 정보가 

제한되는 여러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 주제어 : 도로 상태, 최근  이웃 알고리즘, 제동 강도, 신경망, 완  자율 주행

ABSTRACT

After the 3rd level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 4th and 5th level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trying to maintain the 

optimal condition of the passengers as well as the perfect driving of the vehicle. However current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too dependent on visual information such as LiDAR and front camera, so it is difficult to fully autonomously drive on roads other than 

designated road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System (BSCS), in which a vehicle classifies road 

conditions using data other than visual information and calculates optimal braking strength according to road conditions and driving 

conditions. The BSCS consists of RCDM (Road Condition Definition Module), which classifies road conditions based on KNN algorithm, 

and BSCM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Module), which calculates optimal braking strength while driving based on current driving 

conditions and road condition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n this paper, it was possible to find the most suitable  number of Ks 

for the KNN algorithm, and it was proved that the RCDM proposed in this paper is more accurate than the unsupervised K-means 

algorithm. By using not only visual information but also vibration data applied to the suspension, the BSCS of the paper can make the 

braking of autonomous vehicles smoother in various environments where visual information is limited.

☞ keyword : Road conditions, K Nearest Neighbor algorithms, Breaking strength, Neural Networks, Fully Autonomous Driving

1. 서   론

자율주행 차량 기술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일본은 

3 벨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었고, 미국의 테슬라는 

2021년 말에 5 벨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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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국제자동차기술자 회 (SAE)에 따르면 자동차 자

율주행 기술은 모두 6단계로 구분된다 [2]. 표 1은 6단계

의 자율주행 기술을 나타낸다. 표 1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4단계는 운 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며, 5단계는 차량

에 운 자가 없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탑승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3단계 이후의 자율주행 차량은 완

벽한 주행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상태에도 신경 써야 한

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에 한 연구들은 

운 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 , 주  편안함

에 집 하고 있다. 그러나 재 자율주행 차량은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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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카메라 등 시각  정보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차

량이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정보를 사용한

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면서 승객의 안 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변수 

확장과 승객의 안 을 해 “완  자율주행을 한 도로 

거칠기 기반 제동 압력 계산 시스템”을 제안한다. 

(표 1) 자율주행 기술의 6단계 분류

(Table 1) Six-level classifica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단  계 조        건 제어 주체

0단계 운전자가 차량을 항시 운행. 인간

1단계
시스템이 차간 거리, 조향을 
보조.

인간+시스템

2단계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 
보조.

인간+시스템

3단계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위험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함.

시스템

4단계 운전자 개입 불필요 시스템

5단계
운전자 불필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탑승객이어야 함.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도로의 

거칠기를 8단계로 분류하고, 차량의 주행 상태, 도로 상

태에 따라 주행  승객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최 의 제

동 압력을 계산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

장에서는 도로를 심으로 한 해외, 국내의 연구를 살펴

본다. 제3장에서는 도로 거칠기를 분류하고 분류된 거칠

기에 따라 최 의 제동 압력을 계산하는 제동 압력 계산 

시스템의 구성에 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을 통

해 제안한 시스템의 효율성에 해서 검증한다. 마지막으

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미래의 연구 방향에 

해 제시한다. 

2. 련 연구

2.1 k-nearest neighbor (KNN)

KNN 알고리즘은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 알고리즘이다 [3, 4]. KNN 알고리즘은 주

로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과 비교된다. KNN 알고리즘

은 k개의 최근  이웃을 참조하여 자신의 class를 결정한

다. 따라서 KNN은 분류의 기 이 되는 학습 데이터가 필

요한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모델이다. 반면, K-means 알

고리즘은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군집화하는 알고

리즘이다 [5, 6]. 본 논문에서는 도로를 8개의 벨로 분

류하기 때문에, K의 개수가 많은 K-means 알고리즘이 아

닌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도로의 거칠기를 분류한

다. 다음은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한 연구다. KNN을 이용한 교통 혼잡 모니터링 연구는 

PWSL (Piecewise Switched Linear Traffic) 모델링 근 방

식과 KF (Kalman Filter)의 장 을 이용하여 교통상황의 

혼잡도를 모니터링했다 [7]. 해당 연구는 4차선 고속도로

의 교통 체증 탐지를 효율 으로 실행했다. 

2.2 road condition 

도로의 상태는 완 자율주행을 해 아주 요한 문제 

 하나다. 차량의 제동, 승객의 안 을 해 도로의 상태

를 분류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이다. 다음은 도로

의 상태를 악하기 한 연구들이다. 도로 밝기 측정 연

구는 애 리 이션을 통해 차량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도로를 주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도로의 정보들을 수집했

다 [8]. 카메라 상을 통하여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차선 

검출을 통하여 올바른 주행 방향 악과 사용자 시야에

서 방에 보이는 도로의 밝기를 측정했다. 해당 연구의 

애 리 이션은 다른 특수한 장비의 설치 없이 스마트폰

으로 도로의 밝기에 한 정보를 수집했다. 도로 거칠기

를 모니터링하기 한 연구는 자동화된 도로 거칠기 데

이터수집 장치를 개발했다 [9]. 해당 연구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바퀴에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포장도로의 거칠기

를 측정했다. 해당 시스템의 손실함수 오류는 10% 이하

로, 백분율 오류는 20% 이하로 측정되었다.

3.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SCS(Braking Strength Calculation 

System)는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첫째, RCDM(Road 

Condition Definition Module)은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도로의 상태를 8개로 분류한다. 둘째, BSCM(Braking 

Strength Calculation Module)은 도로의 상태와 차량의 주

행 상태를 이용하여 탑승객이 가장 안 할 수 있는 제동 

강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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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CDM (Road Condition Definition 

Modul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CDM은 KNN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도로의 거칠기를 8단계로 분류한다. RCDM은 4가

지 단계를 사용하여 도로의 거칠기를 분류한다.

(표 2) RCDM의 입력데이터 세트

(Table 2) RCDM's input data set

변수 명 의        미

 현재 차량의 속도

 이전 3초간 속도 변화량

 현재 조향각


서스펜션에서 받는 압력
(좌측 전방 타이어)


서스펜션에서 받는 압력
(우측 전방 타이어)


서스펜션에서 받는 압력
(좌측 후방 타이어)


서스펜션에서 받는 압력
(우측 후방 타이어)

 향후 3초 이내에 과속방지턱 존재 여부

 향후 3초 이내에 차선 변경 여부

 도로의 기울기

 도로의 곡률

 

첫째, 모든 변수를 0~1 사이로 스 일링한 트 이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KNN 알고리즘을 학습시킨다. 

KNN은 정확한 분류를 해 정규화된 입력데이터 세트, 

학습을 한 라벨들, k의 숫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1) RCDM의 구성

(Figure 1) The Configuration of RCDM

RCDM은 도로에서 나타나는 압력 데이터  이상치를 

제거하기 해 z-score 정규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0~1 

사이로 스 일링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이 존재하는가?”

와 같이 수치로 수집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one hot 

encoding을 사용해 부울 변수로 변환한다.표 2는 RCDM

의 입력 변수를 나타낸다. KNN을 한 k의 수는 k-fold 

교차 검증을 통해 결정한다. 수식 1은 z-score 정규화를 나

타낸다. 

′

  
(1)

수식 1에서 는 수집된 입력데이터의 원래 값을 의미

하고, 은 모든 데이터의 평균값을, 은 모든 데이터의 

표 편차를 의미한다. 표 3은 RCDM이 분류하는 도로의 

라벨을 나타낸다. RCDM은 표 3의 값으로 라벨링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KNN 모델을 학습시킨다. 

(표 3) RCDM의 라벨링 정보

(Table 3) Labeling information in RCDM

변수 명 의        미


Label 1 of KNN

(깨끗한 도로)


Label 2 of KNN

(고속도로와 같이 매끈한 포장도로)


Label 3 of KNN

(요철이 있는 포장도로)


Label 4 of KNN

(오래된 포장도로)


Label 5 of KNN

(부드러운 요철 도로)


Label 6 of KNN

(벽돌, 타일과 같은 거친 요철 도로)


Label 7 of KNN

(비포장도로)


Label 8 of KNN

(오프로드)

둘째, RRCS는 정확한 도로 거칠기 분석을 하여 서

스펜션에 4개의 3축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주행  각 바

퀴에 용되는 압력을 계산한다. 셋째, 재 차량이 주행 

인 도로의 곡률, 도로의 과속방지턱 구간 등을 계산하

여 도로의 거칠기와는 련 없는 압력 데이터를 제거한

다. RRCS는 지도에서 제동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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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로의 곡률, 과속방지턱 여부를 결정하여 KNN에 

용한다. 넷째, 표 2의 데이터를 입력데이터 세트로 사용

하여 도로의 거칠기를 8단계로 분류한다. 

3.2 BSCM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Modul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SCM은 제동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딥 러닝 신경망을 설계한다. BSCM은 RCDM에

서 분류된 도로의 거칠기와 주변 차량 상태, 목 지까지

의 경로를 사용하여 주행에 최 화된 제동 강도를 계산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동 강도 계산을 해 방향과는 

계없이 오로지 제동의 강도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은 

입력데이터를 사용한다. 입력데이터가 어짐에 따라 

BSCM의 실시간성과 정확성이 보장된다.

(표 4) BSCM의 입력데이터 세트

(Table 4) BSCM's input data set

변수 명 의        미

 현재 차량의 속도

 이전 3초간 속도 변화량

 현재 조향각

 도로의 상태

 향후 3초 이내에 좌, 우회전 여부

 향후 3초 이내에 차선 변경 여부

 도로의 기울기

 도로의 곡률

 전방 차량과 거리

 이전 3초간 전방 차량과의 상대 가속도

 마찰 계수

표 4는 BSCM에서 사용되는 입력데이터 세트를 나타

낸다. 자율주행  입력데이터 세트에서 이상치가 발생

하기 어렵고, 발생 된 이상 수치는 무시하면 안 되기 때

문에 BSCM은 입력데이터를 최 -최소 정규화를 이용해 

0~1 사이로 정규화한다. 수식 2는 최 -최소 정규화를 나

타낸다. 

′ 

  
(2)

수식 2에서 min, max는 각 데이터  최댓값이 아닌 

해당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한

다. 표 4의 마찰 계수를 제외한 모든 입력데이터는 최 -

최소 정규화를 통해 정규화된다. 마찰 계수는 Traffic 

Accident Reconstruction의 상황별 마찰 계수  도로 거칠

기 분류 모듈에서 분류할 수 있는 마찰 계수만을 사용한

다 [10]. 표 5는 BSCM가 사용하는 마찰 계수를 나타낸다. 

BSCM의 히든 이어는 7개의 노드를 가진 9개의 

이어로 구성된다. BSCM은 하나의 출력 노드를 사용하여 

제동 강도를 결정한다. BSCM의 출력 노드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제동이 필요 없는 상태를, 1은 최 로 

제동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BSCM은 기울기 값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입력 이어와 7개의 

히든 이어 사이의 활성화 함수로 ELU (exponential 

linear unit)를 사용한다. 수식 3은 ELU 함수를 나

타낸다.

      

       ≤ 
(3)

다음으로 BSCM은 신경망의 출력 결과를 해 마지막 

히든 이어와 출력 이어 사이의 활성화 함수로 

Sigmoid 함수를 사용한다. 

(표 5) 상황별 마찰 계수

(Table 5) Context-specific friction coefficient

Driving condition
Pavement

road

Crack

road

Unpaved 

road

Dry

road

48km/h or more 0.45~0.70 0.35~0.60 0.40~0.70

Less than 48km/h 0.55~0.80 0.50~0.60 0.40~0.70

Wet

road

48km/h or more 0.45~0.65 0.25~0.55 0.45~0.75

Less than 48km/h 0.45~0.70 0.30~0.60 0.45~0.75

Sigmoid 함수는 결과가 0~1 사이로 출력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용이하다. 수식 4는 Sigmoid 함수를 나타

낸다. 

 
   


(4)

입력 이어부터 출력 이어까지 ELU와 Sigmoid 함

수를 이용하여 출력값이 결정되면, BSCM은 트 이닝 데

이터의 세트의 출력 데이터를 통해 신경망을 학습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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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SCM은 손실함수로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를 사용한다. 수식 5는 RMSE의 계산 방법을 나타

낸다.

     (5)

(그림 2) BSDM의 신경망 모델 구성

(Figure 2) The Neural Network Model Construction 

of BSDM

수식 5에서 는 신경망의 최종 출력값을, 는 트 이

닝 데이터 세트의 출력값을 의미한다. 신경망의 학습이 

완료되면, BSCM은 실시간 주행 데이터와 도로 상태 데

이터를 통해 제동 강도를 계산한다. 그림 2는 BSCM의 

체 인 구성을 나타낸다.

4. 실   험

본 논문은 RCDM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표 6의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RCDM의 KNN 모델은 TensorFlow를 활용한 이썬언어

로 제작되었다. 본 논문의 실험은 다음과 같다.

(표 6) 가상환경 구축 사양

(Table 6) Virtual Enviro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s

분     류 사      양

CPU  Intel i5-6500 3.20GHz

RAM  DDR4 16GB

GPU  GTX1060 VRAM 6GB

SSD  125GB
 

첫째, RCDM에 적합한 K를 구하기 하여 본 논문은 

K를 1부터 31까지 증가시키면서 RCDM의 에러를 계산한

다. 둘째, RCDM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RCDM의 도로 분류 정확도가 비

교된다. 셋째, 도로의 거칠기가 제동에 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기 해 같은 조건에서 도로 거칠기만 차이가 있

을 때, BSDM의 결과가 측정되었다. 먼 , 본 논문은 

RCDM에 합한 K를 찾기 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을 

해 210개의 데이터 세트가 사용되었으며, 이  30세트

를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180세트를 

5-fold 교차 검증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데이터는 가

상으로 생성되었으며 210개  34개는 로 라벨링 된 

학습 데이터 세트, 21개는 로 라벨링 된, 33개는 로 

라벨링 된, 21개는 로 라벨링 된, 35개는 로 라벨링 

된, 24개는 로 라벨링 된, 22개는 로 라벨링 된, 20

개는 22개는 로 라벨링 된 학습 데이터이며, 각 학습 

데이터의 feature는 가상 황경에서 도로에 가해지는 압력

을 일정 수치로 유지한 주행 정보를 사용했다. 그림 3은 

RCDM의 오분류 에러를 나타낸다. 

(그림 3) RCDM의 오분류 에러

(Figure 3) misclasification errors of the RCDM

실험 결과, RCDM은 K를 7개로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에러율을 보 다. 오히려 K의 개수가 11개로 증가하면, 

데이터 사이의 간섭으로 인하여 에러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RCDM의 KNN 알고리즘은 7개의 최

근  이웃을 사용하여 도로 상태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RCDM의 효율성을 검증하

기 해 지도학습인 RCDM과 비 지도학습인 K-means 군

집화 알고리즘을 비교했다. 그림 4는 테스트 데이터 수에 

따른 RCDM과 K-means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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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CDM과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의 정확도

(Figure 4) Accuracy of the RCDM an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실험 결과, RCDM은 100개에서 150개까지 테스트 데

이터 세트가 증가하는 동안 약 80%의 정확도를 유지했으

나,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은 실험 데이터가 120개일 

때부터 정확도가 하락하여 최종 으로 55.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표 7) RRMS[9]와 RCDM의 비교

(Table 7) Comparison between RRMS [9] and 

RCDM

RRMS [9] RCDM

방식
바퀴에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가속도 
신호를 필터링

압력 센서의 입력과 주행 
상황을 사용하여 거칠기를 
분류

장점
- 단순한 데이터 및 

물리적 구조
- 빠른 연산

- 여러 도로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도학습을 통한 실제 
연산시간 단축

단점

- 저속 이동 시에만 
측정가능

- 측정 가능한 
경로가 제한적

- feature에 노이즈가 발생 
시 정확도가 낮음

에러율 
평균

7번의 테스트에서 
19.72%

7번의 테스트에서
17.92%

RCDM의 평균 정확도는 81.6%, k-means 알고리즘의 

평균 정확도는 70.8%로 측정되었으며, RCDM이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보다 약 11% 더 정확했다. 데이터가 늘

어남에 따라 비지도 학습인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 따라서 RCDM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도로 상태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하다. 

한, 이  연구에 제시된 Road Roughness Monitoring 

System (RRMS)[9] 과 RCDM의 정확도는 표 7과 같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거칠기가 실제 제동 압력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하여 BSCM의 입력데이터  

RCDM에서 분류한 도로 거칠기와 마찰 계수만을 변경하

여 제동 압력에 실제 변화 여부가 측정되었다. 과 

상태의 마찰 계수는 0.50, ~의 마찰 계수는 0.42, 

과 상태의 마찰 계수는 0.62으로 설정되었다. 표 8

은 3개의 주행 상태에서 거칠기에 따른 BSCM의 결과를 

나타낸다. 주행 1은 방 차량이 감속하는 상황, 주행 2는 

조향이 좌측으로 변경되는 상황, 주행 3은 우측으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실험 결과, 주행 1을 제외

하고 도로의 거칠기가 다른 경우 제동 압력에 차이가 발

생했으며, 거친 도로일수록 더 낮은 제동 압력이 계산되

었다. 즉, 도로가 거칠수록, 낮은 제동 압력으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도로의 거칠기가 제동 압력에 향을 

미치나, 방 차량의 감속은 도로 거칠기와 거의 계없

이 방 차량의 속도에 따라 제동이 이루어져야 함이 증

명되었다.

(표 8) 도로 거칠기에 따른 BSCM의 결과

(Table 8) Results of BSCM according to road 

roughness

       

주행 1 0.442 0.440 0.441 0.439 0.442 0.429 0.355 0.302

주행 2 0.644 0.642 0.592 0.521 0.513 0.513 0.461 0.401

주행 3 0.231 0.223 0.201 0.194 0.175 0.142 0 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시각  의존성을 해소

하기 하여 서스펜션의 압력 데이터를 통해 도로의 상

태를 분류하고, 도로의 상태에 따라 주행  최 의 제동 

강도를 계산하는 BSCS (Braking Strength Calculation 

System)를 제안했다. BSCS는 RCDM을 통해 차량의 서스

펜션으로부터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압력 데이터와 

재 속도, 과속방지턱 여부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

로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했다. 한, BSCM의 신경망을 

통해 차량 주행  최 의 제동 강도를 계산했다. 실험 결

과 KNN에 필요한 최 의 K를 찾을 수 있었고, RCDM이 

비지도 학습인 K-means 군집화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함

을 증명했다. 향후 시각  정보가 더 많은 환경 정보와 함

께 사용된다면 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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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향후 해당 기술을 가상환경에 용하여 가상 탑승

객이 느끼는 편안함을 수치화하여 탑승객의 편안함을 증

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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