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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ler 카메라와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한 자율 주행
최고 수준 5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순간,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운전자가 없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벽한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엔지니어링 성과는 오늘날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GreenTeam Stuttgart의 학생들은 이러한 자율 주행을 사고
위험 없이 지정된 테스트 및 경기 트랙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볼리드(Bolide, “탄환”)이라고도 불리는 경주용 자동차의 경우, 참
가자들은 4가지의 역동적인 종목으로 구성된 경주에서 최상의 성적
을 거두가 위해 밤낮으로 작업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게와 속도, 모
터 효율, 공기 역학, 배터리 냉각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를 포함한 모
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
 GreenTeam Uni Stuttgart e.V.
 소재지: 독일 스튜트가르트
 업종: 자동차
 적용: 2018/2019
GreenTeam Uni Stuttgart E.V.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대부
분 6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며 최고의
엔지니어링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포뮬러 학생 제작 대회
의 7개 분야 모두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팀은 1.779
초라는 최단 시간 안에 0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유인 전기 자
동차로 한동안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GreenTeam Uni Stuttgart E.V.은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낮에는 경주 트
랙에서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밤늦게까지 차량을 유지관리합니다.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와 함께 차량에 장착된 LiDAR 센서

차량에 설치된 화상 처리 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도로의 가장자리, 시
작 및 끝 부분에 놓인 서로 다른 색상의 캡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식
하여 거리를 판단하고 색상을 지정하여 전체 경로를 2D 좌표가 포함
된 지도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모든 경주용 자동차는 동
일한 경로를 차례로 주행합니다. 먼저, 알려지지 않은 경로는 지도 제
작을 위해 직접 확인하여 주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다음 단
계에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위한 도로
코스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2018/2019 시즌 GreenTeam의 프로젝트 관리자 크리스
찬 위트(Christian Witte)의 설명입니다. 시스템을 선택할 때 결정
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이미지 획득에서 결과 출력에 이르기까지 복잡
하게 진행되는 실시간 작업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FPGA
기반 프레임 그래버가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해상도가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을 작았습니다.

경주용 자율 주행 전기 볼라이드

애플리케이션
2009년부터 매년 새로운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 온 GreenTeam
Stuttgart의 학생들은 국제적인 제작 대회인 포뮬러 학생 경주에서
그들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연소 엔진이 장착된 차
량을 제작했지만 지금은 경주용 전기 자동차, 즉 유/무인 자동차에 모
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GreenTeam은 수년 동안 커다란 성공을 거두
었으며 2010년 이후 빠짐 없이 경주용 전기 차량 부문에서 세계 10
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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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및 이점
경주용 차량의 화상 처리 시스템은 GPU에 연결된 LiDAR 센서와
GigE Vision 인터페이스를 통해 1.3 MP 해상도에서 초당 88프레임
을 microEnable IV VQ4-GPoE 프레임 그래버로 전송하는 두 개
의 Basler ace acA1300-75gc 컬러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가 포함
된 센서 어레이로 구성됩니다. 프레임 그래버에는 디지털 제어 신호
처리를 위해 옵토 트리거 5라는 특수 확장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상 처리 시스템은 개발 환경 VisualApplets를 통해 필요한 기능
을 수신하며, 경주 팀은 이를 통해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짧은 시
간 안에 FPGA를 그래픽 형태로 프로그래밍합니다.

LiDAR 센서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놓인 원뿔뿐만 아니라 시작 및 종
료 지점을 10m 이상의 거리에서 감지합니다. 이는 레이저 회전을 통
한 거리 측정을 기반으로 하며 색상 정보 없이 원뿔이 있는 점 데이터
군(point cloud)을 출력합니다. 서로 가까이에 위치한 점은 하나의
원뿔을 군집으로 나타냅니다. 동시에 작동하는 카메라 두 대는 프레
임 그래버로 색상을 결정하여 점 데이터군의 원뿔에 할당합니다. 차
량 내 PC에 설치된 프레임 그래버는 블롭(blob) 분석을 통해 원뿔
주위의 경계 상자를 나누고 HSV 색 공간에 색 정보를 분류합니다.

VisualApplets를 이용한 이미지 사전 처리
경주용 차량 소프트웨어의 핵심 구성 요소는 그래픽 개발 환경인
VisualApplets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FPGA 프로
세서를 쉽고 빠르게 그래픽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통한 이미지 개선, 디레이어링을
통한 색 변환 및 RGB에서 HSV로의 색 공간 변환에 사용되는 이미
지 사전 처리가 포함됩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블롭 분석은 비슷한
색상의 픽셀을 경계 상자와 결합합니다. 사전 처리 및 이미지 처리 기
능은 프레임 그래버의 애플릿(FPGA에서의 실행을 위해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프로그래밍됩니다. GreenTeam은 하루 동
안의 훈련만으로 애플릿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GreenTeam이 Basler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카메라, 프레임 그래
버, VisualApplets,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종합 패키지 때문이었습
니다. “시스템에 정교하게 매칭된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의 손실이 없
는 강력한 이미지 획득, 종합 사전 처리 단계 및 이미지 데이터의 실시
간 처리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뿔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 모든 특징
은 고품질 이미지 처리 솔루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딥 러닝과 VisualApples의 역량까지 더해져, 우리를 지원해 준 전문
가들의 지식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위트가 강조합
니다.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팀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미지 처리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었고 이 시스템은 별도의 특수 조명 없이도 다양한 조
명 및 기후 상황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은 폭우 나 폭염
속에서도 정상 운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원격 제
어형 비상 정지 장치로 차량을 급정거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
습니다.

다양한 개방 각도를 지닌 센서 어레이

사용 기술

센서 어레이와 딥 러닝

 카메라: Basler acA1300-75gc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결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검증됩니다. 이
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심층 신경망(CNN)는 노란색, 파란색, 주황
색의 작은 원뿔과 주황색의 큰 원뿔을 구별합니다. 기본 Yolo-v3(극
소형)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이전에 구분해 둔 훈련 이미지를 바탕으
로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신경망에 필요한 높
은 컴퓨팅 성능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GPU는 프레임 그래버를 통
해 확장되었습니다. 신경망은 여전히 GPU에서 계산됩니다. 이 덕분
에 분류 작업이 실시간으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트가 지적
합니다.

 프레임 그래버: microEnable IV VQ4‐GPoE

두 카메라는 75도의 수평 조리개 각도로 이미지를 촬영하는데, 이는
LiDAR 센서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150/160도 조리개 각도를 형성합
니다. 프레임 그래버에 연결된 트리거 보드는 두 카메라의 트리거링을
제어하고 동기화합니다. ROS(로봇 운영 체제)의 타임스탬프는
LiDAR 센서와의 동기화를 보장합니다.
ROS에는 지도 레이아웃의 동시 계산 및 지도에서의 차량 위치 지정
을 위한 SLAM 알고리즘(동시 로컬리제이션 및 매핑)과 같은 단일 기
능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한계 구분용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신경망도 ROS에서 구현되는데, 이 부분에서 프레
임 그래버에서 제공되는 정보 처리와 CNN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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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옵토 트리거5(신호 처리)

Basler acA1300-75gc

자율주행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상세 정보

microEnable IV VQ4-GE

GreenTeam-stuttgart.de

GigE Vision 카메라 4대의 전체 대역폭을 연결해 주는 PCIe 이미
지 처리 디바이스

Basler ace
https://www.baslerweb.com/en/products/cameras/
area-scan-cameras/ace/#productline=aceclassic

 다중 디바이스 모드에서도 CPU 로드가 낮음
 산업용으로 적합하며 안정적인 다중 카메라 지원

Basler프레임 그래버
https://www.baslerweb.com/en/products/framegrabber-portfolio/frame-grabber/

 사용이 간편한 구성 소프트웨어
 전문 머신 비전 SDK 지원

Image material [Source: GreenTeam Uni Stuttgart e.V.]

 DMA900 / 최대 900MB/s PCIe 데이터 대역폭(PCIe x4)
 전문 GigE 비전 솔루션
 타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애플리케이션 및 산업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개별 실시간 기능에 맞춰 손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비전 프
로세서
 최대 100m의 케이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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