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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내용
1.1 하드웨어 구성
1.1.1 몸체 구성
초기 설계 시에는 MPC5606B 보드를 뒤로 보내고 부가적인 회로를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달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차체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선회 시 불안정함을 보였고 그에 따라
MPC5606B 보드를 앞으로 옮기고 모터드라이브를 뒤로 옮겨 무게중심과 전체적인 높이를 동시에
낮추었다.
세 번째 설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높이를 낮추어서 자동차가 선회 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CATIA 로 설계한 하드웨어 변화 과정이다.
첫 번째 설계

두 번째 설계

세 번째 설계

Figure 1. 설계 도면

최종적인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적외선 센서와 전원 및 Encoder 회로부 외의 기타 지지대로 구성
되어있다. 아래는 자동차의 특징적인 부분들만 촬영한 사진으로 각 부분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
져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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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부분 구성
앞쪽 정면에서는 언덕 판단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부착되어있으며, 조향을 담당하는 서보모
터가 장착되어 있다. (서보모터는 기본 제공되는 모터 외의 부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배면에는 차량이 지면과 끌리지 않도록 탄성체를 부착하였다. 특히 차량이 언덕을 통과할 때

지면에 걸려 통과하지 못함을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기에 일반 강철 자 대신에 탄성이
매우 큰 스테인레스 자를 가공 한 뒤, 부착하였다
측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 쪽 바퀴에는 Encoder 가 장착되어있다. Encoder 를 부착하는 판은
실측을 통해서 강철을 가공해서 만들었고, Encoder 축 기어는 본 차량의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기어와 동일한 모듈의 기어를 부착하여 맞물리게 하였다.
카메라 바로 밑에는 장애물 판단을 위한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였고 각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회전하는 고정대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이다.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는 차량의 앞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중앙부에 위치해서 적절한 Lane Detection 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Figure 3. 차량 형태

1.1.2 회로 구성
다음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원 회로 사진이다.

전원부

Encoder 부
Figure 4. 차량 회로 구성

BAT'

3

VIN

VOUT

2

C1
0.1uF AMS1117

3.3V
47uF
CAP

Schematic 1. REG’ 3.3V
BAT'

1

1uF
CAP

VIN

VOUT

3

MC7805/TO

5V
1uF
CAP

Schematic 2. REG’ 5V

전원부
Battery 는 대회 규정대로 Li-MH 7.2V 3000mAh 를 사용하였고 MPC5606B, FRDM-TFC 그리고 서보
모터는 정류 회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외 Line Scan Camera, Encoder, IC Chip 그리고 PSD Sensor 에 공급되는 전압이 Battery 전압
과 상이하므로 AMS1117 과 MC7808CT Regulator 를 이용하여 각각 3.3V 와 5V 의 전압을 정류회로를
구성하여 공급하여 주었다.
구동부 (DC Motor)
주행을 하기 위한 DC Motor 에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 정류회로 없이 Battery 정격전압 7.2V
그대로 흐른다. 주행 시 Motor 가 고속회전 시 순간적으로 고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TVS 다이오드
를 Motor 의 양단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고전압이 방지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TVS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정전기 방전(ESD) 전송 또는 데이터 라인과 전자 회로와 연관된, 조명 파업, 유도성
부하 스위칭에 의해 유도된 것과 같은 전기에 심한 압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 DC Motor 가 고속회전 시 브러시와 정류자에 의한 기계식 접점에 의해 noise 가 발생하는 것
을 제거 위해 0.1uF 세라믹 콘덴서를 케이스와 단자간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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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3. Encoder 정•역회전에 따른 회로
D-Flip Flop 을 이용하여 엔코더의 정회전과 역회전을 판별하고 And Gate 를 이용하여 Encoder
펄스를 회전에 따라 각각 따로 받도록 하였다.

2 소프트웨어 구성
1.2.1 Cotrol Logic

Figure 5. Timing Sequence 개략도

알고리즘의 시작 타이밍을 거리(엔코더 틱 수)에 기반을 두어 작성되었다. 양 쪽 검은 선을 판단
하는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과 카메라 데이터를 받는 행동은 차량이 일정 거리를 움직일 때 마
다 순서 되로 실행되며. 일정 시간마다 실행되어야 하는 모터제어 알고리즘과 거리센서를 받아오
는 행동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 작업에는 선점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
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때에는 먼저 선점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거리를 기반으

로 제어 알고리즘이 작동 되도록 설계하면, 속도가 늦거나 빨라도 카메라 값을 받는 간격이 일정
하여 주행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유리하고, 설계 시 고려한 최대속도만 넘지 않는다면 무조건
라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MATLAB 을 이용하여 주행이 잘 되고 있는지 디버깅을 시각화하여 볼
때도 유용하다.
아래는 소프트웨어의 진행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Figure 6. Software Flow 개략도
1) Line scan camera: PIT 를 통해 SI 신호와 CLOCK 신호를 보내며 ADC 의 Injected conversion 기
능을 이용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ADC conversion 을 한다. ADC 완료후 DMA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을
하여 원하는 장소에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PSD Sensor: line scan camera 과 마찬가지로 analog 출력이므로 ADC 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출
한다. ADC0_EOC(end of conversion)는 line scan camera 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ADC 를 scan 모드
로 변경 후 eMIOS 의 SAIC 와 OPWM 를 이용해 원하는 시간간격으로 DMA 를 통해 데이터를 받는다.
3) Encoder : Modulus counter buffered up Count mode 를 이용하여 펄스를 받는다. Modulus
counter overflow 가 발생하면 위 timing sequence 에서 언급했듯이 중요 알고리즘이 시작된다.
4) H-bridge : locked anti-phase PWM 을 사용하기 위해, H-Bridge 의 enable 신호는 GIPO 로 보내
주고 A_IN1 B_IN1 은 eMIOS OPWM mode 를 이용하여 PWM 신호를 A_IN2, B_IN2 는 eMIOS OPWM mode
를 이용하여 A_IN1, B_IN1 의 역상을 PWM 으로 보내준다.

Figure 7. Task Priority 개략도
모형차를 계속 주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타이밍의 중요성이다. 각 알고리즘끼리 타이
밍이 맞지 않다면, 어떤 알고리즘은 아예 실행 되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작동을 하지 않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래서 각 Task 가 실행되는 인터럽트 마다 우선순위를 두어
Preemptive interrupt 방식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중에도 우선순위
가 높은 인터럽트가 대기하지 않고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2 Algorithm
1.2.1 Lane Detecting & Steering System
카메라로부터 128개 픽셀의 값을 받은 후 128개의 합과 128개의 최솟값을 사용하여 위 그림과
같이 적당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다. 카메라가 흰색을 보면 높은 값이 나오고 검은색을 보면
낮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 값이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크면 흰색, 작으면 검은색으로 판단
한다. 카메라가 트랙을 볼 때 모든 픽셀이 검은 선 안의 흰색 트랙을 보게 하고, 63번부터 0번으
로 가면서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낮은 픽셀이 있는지 확인한다. 검은 선이 판단되었다면 오른쪽으
로 조향을 하여 검은 선을 밀어내고 트랙 안으로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64번부터 127번 픽셀에서
검은 선이 판단되었다면 왼쪽으로 조향을 하여 검은 선을 밀어내고 트랙 안으로 들어온다. 조향
각도는 0번에서 63번으로, 127번에서 64번으로 갈수록 크게 하여 부드러운 조향을 하도록 한다.
아래는 MATLAB을 통한 MAPPING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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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apping 을 통한 Lane Detection
아래는 MATLAB을 통한 실제 카메라 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선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크리티컬 포인트(빨간선), 평균 크리티컬 포인트(초록선), 카메라 값(파란점)

Figure 9. 실제 카메라 값

1.2.2 School Zone
크리티컬 포인트의 현재 값부터 이전 128개의 값들을 저장하고 평균을 내어 카메라 값이 급격
히 변하여도 크리티컬 포인트는 유지되게 한다. School Zone에 진입하게 되면 카메라에 많은 양
의 검은 선이 들어오게 되고 카메라 값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이 때 크리티컬 포인트도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지만 평균 크리티컬 포인트는 일정 기간 값을 유지한다. 일정 개수의 픽셀 값이 평균
크리티컬 포인트보다 낮으면 스쿨존으로 인식한다.
아래는 MATLAB을 통한 MAPPING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10. Mapping 을 통한 School Zone
아래는 MATLAB을 통한 실제 카메라 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11. 실제 카메라 값

2. 주요 장치 이론 및 적용 방법
2.1 Theory
2.1.1 PID control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 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Simulink 에서
모델을 구상하여 PID gain 을 추측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PID 제어가 사용될 모델을 구상한
후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또한 직접 차량에 PID 제어를 적용하여 구동하며 세부적인 조정을 하였
다.

Figure 12. 프로그램을 이용한 PID gain 탐색

Figure 13. 통신을 이용한 차량의 속도 그래프
Figure 12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찾은 PID gain 이며 Figure 13 는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며 얻은
PID gain 을 이용하여 속도제어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2.1.2 Hill detection
언덕 인식용 거리센서로 초음파센서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반향각이 좋지 않아 적외선센서를 차
량 앞쪽 하단에 부착하였다. 약간 아래를 보도록 설치하였고 평소에는 2V 정도의 전압이 나오다
가 언덕 인식 시 4V 가량의 전압이 나오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언덕을 인식한다.

2.1.3 Obstacle Detecting
흔히 구할 수 있는 비접촉식 거리센서는 초음파센서 모듈과 PSD 적외선 거리센서 모듈이다. 두
센서간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초음파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인 반향각과 큰 단점인 예상치 못
한 타이밍에 먼 거리에서 반향되어, 오작동을 하는 것 때문에. PSD 적외선 거리센서를 사용하였
다.

Figure 14. PSD Sensor 흐름의 개략도
위 그림은 PSD Sensor 모듈이 값을 획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PSD Sensor 모듈의 analog 출력
타입이므로 ADC 컨버터를 통해 변환을 해주어야 한다. ADC 변환 완료 후 생성되는 DMA 신호는
linescan camera 가 선점하고 있으므로 ADC 설정을 Scan 모드로 설정한 후 계속 값을 측정하게 한
후 eMIOS 를 통해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DMA 를 통해 ADC 값을 획득한다.

Figure 15. 센서의 제동 판단 기준
PSD Sensor 는 비접촉 센서 특성상 측정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값을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서 1D median filter 를 적용하여 사용할 값을 획득한다. 획득한 값을 통해 차
량이 장애물을 인식, 감속을 할 것인지. 제동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Appendix – 부품 목록
제조사

부품명

수량

사용목적

Any Vendor

1N5819

1

회로보호용 다이오드

Any Vendor

1N5822

1

회로보호용 다이오드

Silicon Lab

AMS1117

1

3.3V Regulator

M.C.C

MC7805CT

1

5V Regulator

Autonics

E20S-2-360-6-L-5-S

1

Encoder

Reedy

Reedy WolfPack 3000

1

전원 Battery

1

Encoder 방향 판단용 D-Flip

Sport Battery Pack
(Ni-MH 7.2V)
Any Vendor

74HC74

Flop
Any Vendor

74HC08

1

Encoder 방향 판단용 And-gate

Any Vendor

1.5KE10CA

2

모터 고전압 방지용 TVS Diode

Sharp

GP2Y0A710K0F

1

장애물 감지용 PSD 센서

Sharp

GP2Y0A60SZLF

1

언덕 감지용 PSD 센서

Any Vendor

Capacitor

7

노이즈 제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