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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IR 상 기반의 3D 월드모델링과 클러스터링의 

통합을 통한 주행 역 추출 성능 개선

Enhanced Extraction of Traversable Region by Combining Scene Clustering 

with 3D World Modeling based on CCD/IR Image

 김  *
Kim, Jun

ABSTRACT

  Accurate extraction of traversable region is a critical issue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unmanned 

ground vehicle(UGV). This paper introduces enhanced extraction of traversable region by combining 

scene clustering with 3D world modeling using CCD(Charge-Coupled Device)/IR(Infra Red) image. Scene 

clustering is developed with K-means algorithm based on CCD and IR image. 3D world modeling is 

developed by fusing CCD and IR stereo image. Enhanced extraction of traversable regions is obtained 

by combining feature of extraction with a clustering method and a geometric characteristic of terrain 

derived by 3D world modeling.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Traversable Region Extraction(주행 역 추출), CCD/IR Stereo Vision(CCD/IR 안 상), 

3D World Modeling(3차원 월드모델), UGV(Unmanned Ground Vehicle : 지상무인로 )

1. 머리말

  과학기술의 발 은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를 선도하

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많은 선진국에

서는 국방분야의 무인화에 한 많은 심과 함께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 무인화 분야의 핵심 기술은 

감시정찰, 타격, 지휘통제, 폭발물 탐지  제거 등 기

능을 분산하여 개별 체계로 운용하며, 각각의 개별체

계는 통신망으로 연동 되어 가시선/비가시선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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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시스템  단  기술은 인식계층, 단계층  작동

계층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계층은 운용 목   기

능에 따라 다양한 컴포 트로 구체화 된다. 그  인

식 계층은 장 환경을 감시  인식할 수 있는 감지 

센서  인식/처리 분야로써 다른 계층의 단  동

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상무

인로 (UGV : Unmanned Ground Vehicle)의 자율

주행을 해서는 이러한 인식 계층의 다양한 지형감

지 센서(IR/LLI Camera, 2D/3D LADAR, FMCW)

와 지형/환경 인식 기술, 월드모델링  표  신호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센서 분야에서는 3D 래쉬 

라이다 시스템
[1]

과 같은 새로운 센서의 개발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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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안 상 센서와 LADAR(Laser Detecting and 

Ranging) 등과 같은 센서들의 특징을 융합하여 원하

는 정보를 얻기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 상센서는 주간에 지형에 한 체 인 

윤곽  특성 정보를 효과 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

문에 지형과 장애물에 한 정보를 분석하여 로 이 

주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해 많이 활

용되고 있다. 더불어 지형인식  처리 분야에서는 자

율주행을 한 인식 맵 제작, 실시간 형상지도 구  

 실시간 매칭 등을 한 신호처리  인식 융합/분

류 기술 등 범 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처리기술  로 의 주변 상황 인식 

 최  경로 생성을 한 주행 가능 역 추출 시스

템에 해 다루고자 한다. 무인로 의 자율주행을 

한 주행 역을 추출하는 기술은 각종 센서와 인식 알

고리즘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스테 오 비젼과 같은 

상 센서를 활용한 주행 역 추출은 포장도로에 

한 연구가 먼  시작되었으며[2,3], 이러한 기술은 야지 

환경에서의 주행 역 추출 기술로 응용되어 2005년 

미국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주최하는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에 용되기도 하 다[4～6]. 하지만 연산량이 많고 야

지환경에서 이미지 센서의 특성상 그림자, 조도, 날씨 

 계 에 따른 불규칙 인 향에 의한 인식  처

리 결과의 정확도가 낮아 실제 주행에 있어서는 큰 

향을 미치지는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양이 무한하기에 센서의 조

합  인지/처리 기법의 조합으로 지형인지 성능을 높

이고자 하는 연구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야간 감시 

 ATR(Autonomous Target Recognition)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는 IR 센서를 자율주행을 한 

지형감지 센서로 활용하여 CCD 카메라로부터 얻지 

못하는 장 역의 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단  

상  월드모델 기반의 주행 역 추출에 활용하 으

며, 련 기법을 기술하 다. 2장에서는 반 인 알

고리즘 구조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CCD/IR 안 

상을 활용한 상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주행

역 추출 기법을 기술하며, 4장에서는 CCD/IR 안 매

칭 기반의 월드모델링 결과를 활용한 주행 역을 추

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5장에서는 야지 주

행 역 추출  자율주행 실험을 해 구축된 시스템 

구성에 해 간단히 소개하며,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발

 방향에 해 제시한다.

2. 알고리즘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CCD/IR 

안 상 센서 기반의 월드모델링 생성  주행 역 

추출 기법의 체 인 구조이다.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 구조

  이미지 입력단에서는 항법신호를 기반으로 시간 동

기화된 내부 인 멀티미디어 타이머를 활용하여 동일

시 에 4채 의(CCD/IR의 좌우측 안 상 :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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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상데이터를 당 30 임의 속도로 입력 받

는다. 더불어 각각의 이미지 입력단 로세서는 획득

된 상 데이터는 계층  신호처리를 해 1msec 

단 의 타임 태그와 함께 리된다. 이후 입력된 

상은 처리 단계에서 캘리 이션(Calibration), 

상 교정(Image Rectification), 즈 왜곡 보정(Lens 

Distortion Compensation)  식 (1)과 같이 좌우 

상(IL, IR)간의 발랜싱(Image Balancing)이 수행된다.

( ) RLRR
R

L
R IjijiIjiI ∈∀+−= ),(,),(),(' μμ

σ
σ

( variance:σ   ,mean :μ 2
RR ) (1)

  더불어 CCD 상과 IR 상 간의 응  간의 매

칭을 통한 변환과정에서 CCD 상을 기 으로 IR 

상을 투 하여 동일한 스 일  역 안에서 상호 활

용하도록 하 다. 처리 과정을 거친 CCD/IR 센서의 

RGB 칼라 상과 IR 상은 상 기반 Clustering

을 통해 K개의 역으로 분류되며, 주행 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분류된 역으로부터 주행 역을 추출한

다. 이와 련된 내용은 3장에서는 구체 으로 언

한다. 더불어 처리를 거친 안 상의 좌/우 상 

간 매칭을 통해 각 센서 별 변  맵을 생성한다. 생

성된 변  맵은 삼각측량법 과정을 거쳐 3차원의 월

드모델로 형성되며, 기 식별된 주행 역과 재 된 3차

원 월드모델 간의 계를 통해 최종 인 주행 역을 

추출한다.

3. CCD/IR 상 기반의 주행 역 추출

  상 기반의 주행로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신경망(Neural Network)등의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

을 이용하는 방식[7,8]과 Clustering 기술을 활용한 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4,5]. 이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기법은 학습

에 필요한 시간이 으며 학습된 결과에 의존하지 않

으므로 잘못된 학습결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도출

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알고리즘 처

리를 하여 비학습 기반의 K-means 클러스터링 방

식을 사용하 으며, 입력 상으로는 CCD  IR 카

메라의 획득 상을 모두 활용하 다. 그림 2는 클러

스터링을 이용한 주행 역 추출의 알고리즘의 블록도

이다.

[그림 2]  주행 역 추출을 한 흐름도

  서로 다른 특성의 카메라 상을 활용하기 해 아

래와 같은 CCD 상과 IR 상 사이의 응  간의 

매칭을 통한 변환을 우선 으로 수행하 다. 일반 으

로 상 평면 상에서 Pi  포인트를 가리키는 두 의 

카메라 a(CCD)와 b(IR)에 해, b평면상의 bPi 포인

트를 a평면상의 aPi 포인트로 투 한 것은 아래 식 

(2)와 같다.

i
b

bbaai
a pKHKp ⋅⋅⋅= −1

 (2)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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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D 상의 IR(320×240) 상으로 투

d
ntRH
T

ba −=
 (3)

  여기서 R은 b와 a 사이의 회  변환 행렬이며, t는 

평면 a에서 b로의 변환벡터, n과 d는 평면의 법선 벡

터와 거리 값을 나타낸다. 한 Ka와 Kb는 카메라의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9].

  이 게 동일 평면으로 변환된 두 입력 상(RGB 

칼라 이미지와 흑백의 IR 이미지)을 사용하여 클러스

터링을 수행한다. 기본 가정으로, 기 무인차량이 주

행 역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이를 기 으로 입

력 상  주행 역의 샘  값으로 활용할 역을 

그림 3의 왼쪽 그림의 붉은색 사각형의 역(무인차

량 방 상 일부)과 같이 설정한다. 이때, 입력 

상의 해상도는 320×240 픽셀이며 기 주행 역으

로 선택한 역은 40×30 픽셀의 역이다. 주행 역 

기값으로 선택된 역에서 픽셀의 RGB  IR 이

미지 값을 평균하여 클러스터링을 한 기값으로 

설정하 다. 더불어 K(=3)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그림 4의 (b)와 같이 주행

역의 상에서 해당 역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으

로 야지환경에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얻어진 주행 역

은 하늘 역 부근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경우 주행 역에 한 추출을 하늘 부

분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늘 역을 제거하

는 방법은 상에 나타나는 원근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상에서 주행로의 폭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주행

로는 가까운 곳의 폭은 넓고 먼 곳의 폭은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의 구도가 된다. 따라서 주행로가 하늘과 

만나는 지 은 일반 으로 클러스터링 된 픽셀의 수

가 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행로 

역의 수직 히스토그램에서 그림 4의 (c)와 같이 히

스토그램에서 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을 기 으로 하

늘 역과 주행로 역을 구분한다. 간단한 Matlab 

유사 코드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                      (b)

          (c)                     (d)

[그림 4]  추출된 주행 역 이미지

    (a) 클러스터링 결과, (b) 식별된 주행 역,

    (c) 추출된 픽셀의 히스토그램,

    (d) 추출된 주행 역

road_iamge=segmented_image{road_cluster_num};

row_histogram_road = zeros(nrows, 1);

for   m = 1:nrows,

     for   n = 1:ncols,

         if   sum(segmented_images

               {road_cluster_num}(m,n, :)) !=0,

            row_histogram (m,1) =  

               row_histogram(m,1)+1; 

     end,

   end,

end,

[Value, Index]=min(row_histogram(1:nrows));

Road_image(1:Index, :, : ) = 0;

  하늘 역이 제거되고 주행로로 단된 부분은 작은 

부분에 하여 잡음이 존재한다. 이러한 잡음은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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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의 침식과 팽창 기법을 통하여 잡음을 제거한

다. 잡음이 제거된 상을 그림 4의 (d)와 같다. 그림 

5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주행가능 역 추출 실험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a) PM 6:00

(b) with shadow

(c) PM 1:00

[그림 5]  샘  이미지에 한 주행 역 추출 결과

  주행 역 추출 알고리즘을 약 4000여장의 주행로 

상에 하여 실험하 다. 그림 5는 주행로 상의 

샘 이다. 주행 역 추출 알고리즘이 용된 결과는 

그림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총 주행 역 추출 결과

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결과

총 실험 상 수 추출 성공 수 성공률

4787 3571 74.6%

4. 월드모델 기반의 주행 역 추출

  CCD 안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월드모델링 기

법은 실내․외의 지상무인 시스템에서는 주변 환경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하기 해서 많이 활용된다. CCD 

안 카메라를 이용한 월드모델링은 앞서 제시한 그

림 1과 같이 이루어진다.

  기본 으로 처리된 좌/우측 상에 해 변 를 

비교하여 변  맵을 생성한다. 이 때 변 를 구하기 

해서 SAD(Sum of Absolute Difference)나 NCC 

(Normalized Cross-Correlation)등의 매칭 알고리즘

이 사용된다. 정확도의 경우 NCC가 조  더 높으나 

계산량이 SAD보다 많아 실시간 구 에서는 식 (4)와 

같이 SAD를 용하 다.

∑∑
−=−==

+++−++=
2

2

2

2

max

min

|),(),(|minarg
m

mi

LR

m

mi

d

dd

jydixIjyixIf

(4)

  변 (f)가 구해지면 캘리 이션된 카메라 내  변

수를 이용한 삼각 측량법을 통해 각 포인트에 한 3

차원 깊이를 구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각 들의 깊

이 정보가 3차원 공간상에 결정되고 그리드형태의 월

드모델링으로 변환된다. 마지막으로 들을 이어주는 

내삽과 잡음을 제거하여 단 센서에 의한 월드모델을 

생성한다. 각각의 상센서에 의한 단  월드 모델은 

시스템의 운용 역이나 운용 시간에 따라서 많은 차

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기후 는 날씨에 의한 

운용조건에 따라 CCD, IR 각 상에서 비교 가능한 

특징  는 칼라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CD 상에서 획득하지 못하는 3차원 정보를 

IR 상에서 획득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단  상센서 기반 월드모델을 아래 Matlab 

유사코드와 같은 간단한 룰에 의해 융합하여 최종

인 월드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운용 환경에 의한 상

센서의 제한성을 보완하 다.

World_model = zeors(100, 100);    % 25m × 25m

for m = 1:100,

forn =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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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CD_WM(m,n) != -32768,     % Calculated

     if IR_WM(m,n) != -32768,

       world_model(m,n) = w ․ CCD_WM(m,n)

                     +(1-w) ․ IR_WM(m,n);

     else

        world_model(m,n) = CCD_WM(m,n);

     end,

   elseif IR_WM(m,n) != -32768,   % Calculated

      world_model(m,n) = IR_WM(m,n);

   end,

end

end,

  Code에서 사용된 w는 월드 모델의 융합을 한 

가 치 요소로써 CCD/IR 각 상에 한 변  생성

률, 시스템 운용시간  날씨에 한 함수로 구성된

다. 이후 상 센서 기 에서 융합된 월드모델은 시공

간 통합을 거쳐 3차원 지형정보로 완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게 생성된 월드 모델은 무인 차

량이 주행 가능한 역을 분석하고 추출하는데 활용

하 다. 이미지를 활용한 주행 역 추출에서와 같이 

기 무인차량이 주행 역 에 존재한다고 가정하

며, 무인차량 방 일부 지역(그림 6의 란색 사각

형 역)을 주행가능 역 샘 로 설정하 다. 더불어 

분석을 한 라미터로써 설정된 역의 높이 정보

에 한 평균값(Elavg)과 무인차량 랫폼의 기본 인 

특성(휠 크기)  성능(장애물 극복 능력)을 기반으로 

한 Slopethreshold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행

가능 역을 식에 의해 분석하 다. 식 (5)에서 El은 

각 좌표의 고도 값을 의미하며, Δd는 월드 모델상의 

그리드 간격을 의미한다. 이로써 주행 가능한 역은 

인  셀 간 고도차이가 휠 반지름보다 작고, 고도 값

의 차이에 의한 경사도가 Slopethreshold 보다 작은 

역으로 정의한다.

threshold
avg Slope

d
ElEl

d
El

≤
Δ

−
=

Δ
Δ

radiuswheelisRwhereREl ≤Δ   (5)

  그림 7은 이 게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한 주

행가능 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이미지 센서를 기반의 월드모델에서 주행

역 샘  역 선정

[그림 7]  월드모델 기반의 주행 역 추출

5. 시험 결과

가. 시험 차량  센서 시스템

  CCD/IR 상의 획득  이를 활용한 주행 역 추

출/월드모델링 실험을 해 그림 8과 같은 실험 차량

에 센서를 장착하여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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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차량 형상

  실험차량은 4×4 차량으로 야지 주행이 가능한 

랫폼을 기반으로 CCD 카메라(Bumble Bee), IR 카

메라(THERMAL-EYE 300D), FMCW, 2D LADAR 

(SICK LMS291)  IR 램  등의 지형감지 센서를 

장착하 다. 다양한 센서는 실험차량의 자율주행을 

한 지형모델링  주행성 지도 생성을 한 기본 데

이터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는 주행 역 추출  월드

모델링을 해 Bumble-Bee와 IR 카메라로 만든 IR 

안 상획득 장치만을 활용하 으나, 다양한 센서로

의 융합을 통해 확장해 나갈 정이다.

  특히 IR 카메라를 활용한 IR 안 상 시스템의 

제작은 CCD 카메라와 동일 상에 한 비교  활

용을 해 Bumblebee 카메라와 동일한 Baseline으로 

구성하 으며, 정교하게 가공된 임에 고정하 고, 

좌우 상 임 간 수직/수평성분 일치를 해 옵셋 

라미터를 제어함으로써 보다 정 한 보정을 수행하

다. 표 2, 3은 시스템에 장착된 CCD/IR 센서의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나. 시험 결과

  최종 으로 임의의 지 에서 상 기반의 주행 역 

추출 결과(TRimage)와 월드 모델 기반의 주행 역 추

출 결과(TRworld_model)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각각의 

주행 역을 비교함으로써 이미지 상에서 주행 역으

로 추출된 역  실제 랫폼이 주행 가능한 역

(TR)을 식별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도의 주행 역

을 추출할 수 있다.

[표 2]  안 카메라 특성[11]

Specification Bumble-Bee

Image Sensor

Sony 1/3"Progressive scan CCD

ICX084(648×488 max pixels)

7.4㎛square pixels

Baseline 12cm

Focal 

Length Lens
6mm with 50° HFOV

A/D Converter 10-bit A/D Converter

Frame Rates 30 FPS

Interface 6-pin IEEE-1394a

[표 3]  IR 카메라 특성
[12]

Features THERMAL-EYE 300D

Focal 

Plane 

Array

Material & Structure
Uncooled ferroelectric

(320×240 pixel array)

Spectral Response -14㎛(filter Bandwidth)

Thermal Sensitivity ≤100mK

Optics

Lens Options 18mm

Range to Detect

Human Activity
Up to 700ft(215m)

Minimum Focus

Distance
～10ft(3m)

Focus Method Fixed Focus with Iris

Field of View 45° × 35°

⎪
⎪
⎩

⎪
⎪
⎨

⎧

∪
∩
∩

∩

=

c
modelworld_image

c
modelworld_image

modelworld_
c

image

modelworld_image

yreliabilit

TR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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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R

TR

)(:0
)(:

)(:
:1

β
α

 (6)

  α, β는 상  월드모델 기반의 주행 역추출 결

과에 한 가 치 요소로써 0 ≤ β < 0.5 ≤ α < 1 

로 설정하 다. 그림 9와 10은 실험 상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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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행 역 추출 최종 결과

(a)

(b)

[그림 10]  신뢰성을 고려한 개선된 주행 역 추출

    (a) 추출된 주행 역에서의 신뢰성 분석

    (b) 개선된 주행 역 추출(only TRreliability > 0.5)

최종 인 주행 역을 추출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상 센서를 활용하여 2차원 상에

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주행 역 추출방법과 3차원 

월드모델 상에서 랫폼의 주행능력을 고려한 주행

역 추출 기법을 융합함으로써 보다 높은 신뢰도의 주

행 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재 다양한 야지 환경에

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실험을 추가 으로 수행

에 있으며, 더불어 상 외의 LADAR  RADAR 

센서를 활용한 월드모델링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월드모델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 역을 포함한 주행성 

지도(Mobility Map)를 생성하는 연구가 계획 이다. 

이 같은 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자

율주행 알고리즘과 더불어 다양한 무인 차량에서 자

율주행을 한 경로계획  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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