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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 주행 차량을 위해서는 차량 자세 추정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나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은 GPS 음영이나 적분 오차로 인해 불안정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 자세 추정 방법론이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된 카메라 기반의 차량 자세 추정은 대다수의 특징점이 멈춰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삼각 측량(triangulation)을 이용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 환경은 움직이는 물체가 대부분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삼각 측량(triangulation)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을 갖는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항상 정지된 도로 상의 특징점 만을 이용하여 투영(back-projection)
을 통해 차량의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실제 도로에서 촬영된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으며 그보다 적은 오차로 차량 자세를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자율주행차량은 최근 많은 연구기관과 자동차 
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차량의 자세 추

정은 이 자율주행차량의 주행과 주행계획(path 
planning)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자율주행차

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세 추정 방법은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나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GPS 의 경우 터널

이나 복잡한 도시 내에 존재하는 GPS 음영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IMU 는 가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적분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여 큰 누적 오차를 발

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와 같은 

시각 센서를 이용한 차량 자세 추정 방법론들이 제

시되어 왔다.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1-point 
algorithm[1]과 4-point algorithm[2]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추출된 특징점의 절반 이상이 정지된 상

태라는 가정을 이용하고 있어, 움직이는 특징점이 
많아질 경우 그로 인한 편향(bias)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교통 환경의 경우 움직이는 물체가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기존의 연구

들은 2-D 특징점들의 삼각 측량(triangulation)을 통해 
3-D 위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차량의 자세를 
추정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자세를 추정할 경우, 
전진 움직임(forward motion)과 짧은 베이스 라인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로 
상의 특징점 만을 이용하여 투영(back-projection)을 
통한 3-D 위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차량 자세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도로 상의 특징점은 항상 정

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특징점으로 인한 
편향(bias)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삼각 측량

(triangulation)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해 실제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에서 촬영한 데

이터셋에 이를 적용을 하고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2. 도로 상의 특징점을 이용한 자세 추정 

도로 상의 특징점을 이용해 차량의 자세 추정값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영상에서 도로를 추출하고 추출된 도로 상에

서 특징점을 추출해야 한다. 그 후 추출된 도로 상
의 특징점들을 도로의 수평(ground plane) 가정을 이
용해 도로 상에 투영(back projection) 시켜 각각의 3-
D 위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두 이미지 프레임

의 2-D 특징점 관계와 각각의 3-D 위치에서 3-point 
algorithm[3]을 이용해 두 이미지 프레임 사이의 상
대적인 차량 자세를 계산한다. 

2.1 도로 상의 특징점 추출 

도로 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도로 영역을 추출해야 한다. 도로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 Grab-cut algorithm[4]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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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Grab-cut algorithm 은 배경(background)에 해당

되는 픽셀을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 그 외의 영역

에 대해 Gaussian 혼합 모델(mixture model)로 목표

(foreground)를 추출해낸다. 여기서는 모든 알고리즘

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경

(background)에 해당하는 영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

고 더 정확한 추출을 위해서 목표(foreground)에 대

한 후보 영역도 입력을 해주었다. 배경(background)

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미지 상에서 수평선 위에 위

치한 모든 픽셀이 되며, 목표(foreground)에는 차량

이 도로 상에 위치한다는 가정을 이용해 가장 아래

쪽의 좁은 영역을 후보로 입력하였다. 이렇게 할 경

우 배경(background)에 해당되는 장애물들이 잘 구

분되고, 도로 영역은 균일한 색을 갖기 때문에 목표

(foreground)인 도로를 잘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 후 추출된 도로 영역에서 SIFT[5] 특징점을 

이용해 도로 상의 특징점을 추출한다. 여기서 특징

점은 아스팔트의 텍스쳐, 도로 상의 깨짐 현상, 횡

단보도, 차선 등에서 많이 추출되며 연속한 두 프레

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징점 간에 매칭도 충분히 

가능하다. 

2.2 투영을 이용한 3-D 위치 계산 

기존 자세 추정 방법론들은 연속된 두 이미지 
프레임에서 매칭되는 특징점들을 삼각 측량

(triangulation)을 이용해 해당되는 3-D 위치를 찾고 
차량 자세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차량에 설치된 카
메라의 경우, 전진 움직임(forward motion)이 대다수

이고 보이는 물체들에 비해 베이스 라인(base line)이 
짧기 때문에 3-D 위치를 계산하는데 있어 불확실성

이 크다. 이로 인해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삼각 

측량(triangulation)이 아닌 투영(back-projection)을 이

용해 특징점의 3-D 위치를 계산한다. 우리는 모든 
특징점이 아닌 도로 상의 특징점 만을 이용하기 때
문에, 도로가 수평한 평면(ground plane)이라는 가정

을 통하면 카메라의 도로에 대한 외부 파라미터

(extrinsic parameter)를 이용해 도로 특징점의 3-D 위
치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카메라는 전방을 
향해 차량에 단단하게(rigidly) 고정되어 있으며, 카
메라의 3 축의 회전 축 중 카메라의 렌즈 방향에 해
당하는 Roll 은 무시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
정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각 특징점들의 3-D 
위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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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K 는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이고 x 와 y 는 이미지의 좌표값이다. 또, h

는 지표면 기준의 카메라 높이값이고, yv 는 v 의 y

좌표값을 의미한다. 
 

2.3 두 프레임 간의 차량 자세 계산 

마지막으로 매칭된 특징점들과 각각의 3-D 위치

를 이용하여 두 프레임 간의 상대적인 차량 자세를 
계산한다. 이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3-point 
algorithm[3]이다. 3-point algorithm 은 기존에 계산된 
3-D 포인트들과 그에 매칭되는 2-D 특징점들의 관
계를 이용해 상대적인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3-D 위치를 삼각 측량(triangulation)을 
이용해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3-D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다른 센서와의 융합 없이 단일 카메라

만을 이용한 차량 자세 추정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알고리즘인 5-point algorithm[6]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결과는 시간 

상 연속된 두 프레임 간의 상대적인 자세를 계산하

여 누적한 결과로 차량 움직임을 이용한 칼만 필터

(Kalman filter)와 같은 움직임 보정 후처리나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bundler)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림 1. 제안된 방법론의 정성적 비교 결과 

 

그림 1 은 dGPS 를 이용한 실측 자료와 5-point 
algorithm 결과, 제안된 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한 결

과이다. 단위는 미터이며 제안된 방법론이 5-point 
algorithm 보다 실측 자료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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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미지 프레임 별 제안된 방법론과 5-point 

algorithm 로 계산된 차량 자세의 위치 오차 

 

그림 2 는 각 이미지 프레임에서 계산된 차량의 

위치와 실측 자료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역시 제안된 방법론의 위치 오차가 전

반적으로 5-point algorithm 보다 작게 나타나고 그 분

산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1 에서 위 결과의 차량 거리 오차

와 회전각 오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내었다. 

 

표 1. 5-point algorithm 과 제안된 방법론의  

정량적 평가 결과 
 거리 오차(m)	 회전각 오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point 5.6767	 3.0555	 4.8705	 11.9617
Proposed 1.6638	 1.4272	 4.3383	 5.3164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비교 결과에 대해

서 제안된 방법론이 적은 오차를 가지고 있다. 여

기서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잘못된 결과가 나올 가

능성이 적으므로, 제안된 방법론이 기존 알고리즘

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출력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자율 주행 차량의 자세 추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GPS 나 IMU 의 경우 GPS 음영지역에서 제대로 작

동하지 않거나 두 번의 적분에 의한 누적 오차에 

의해 오차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의 자세 추정 방법론이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 방법론들은 움직이는 물체가 

많은 교통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삼각 측량

(triangulation)의 전진 움직임(forward motion)과 짧

은 베이스 라인(base line)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인

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본 논문에서는 항상 정지된 도로 상의 특징점 

만을 이용하였고 그 특징점들을 투영(back-
projection)을 통해 자세 추정을 하였기 때문에 삼각 

측량(triangulation)에 의한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있

었다. 실제 도로에서 그 결과를 보였으며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그 오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에 노이즈가 많이 추가돼 아스팔트의 

텍스쳐 정보가 삭제될 경우 도로 상의 특징점이 잘 

추출되지 않고, 카메라의 프레임율이 너무 낮을 경

우 이미지 간의 특징점 매칭이 잘 일어나지 않아 

정확한 자세 추정이 어렵다. 또한 도로 영역이 가

능한 넓게 추출되어야 정확한 자세 추정이 가능한

데, 바로 앞의 좁은 영역을 후보군으로 삼기 때문

에 멀리 위치한 도로는 추출되지 않아 에러가 발생

하게 된다. 이 후 본 연구에 새로운 형태의 도로 

추출 알고리즘을 추가하고 도로 텍스쳐를 더 잘 나

타내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더 정확

한 차량 자세 추정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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