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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F 를 이용한 이동로봇의  실시간 차선 인식 및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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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eal time 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LRF (Laser Range Finder)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There are many technologies for safety of the vehicles such as airbags, ABS, EPS etc. The real time lane detection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an automobile system that utilizes outside information of automobiles. Representative methods of lane 
recognition are vision-based and LRF-based systems. By the vision-based system, recognition of environment for three dimensional 
space becomes excellent only in good conditions for capturing images. However there are so many unexpected barriers such as bad 
illumination, occlusions, and vibrations that the vision cannot be used for satisfying the fundamental requiremen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three dimensional 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LRF, which is very robust against the illumination. For the three 
dimensional lane detections, the laser reflection difference between the asphalt and lane according to the color and distance has been 
utilized with the extraction of feature points. Also a stable tracking algorithm is introduced empirically in this research.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of lane detection and tracking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re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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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동차의 안전시스템은 크게 발전되어 
왔다. 60년대의 안전벨트를 시작으로 90년대에는 승객의 안
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에어백, ABS, EPS 등 전기적인 시스
템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자
동차의 상태에 따라 동작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안전성만을 
제공한다. 미래의 자동차 시스템은 자동차 밖의 정보를 고려
하고 전체적으로 더 안전성이 증가 될 수 있는 능동적인 자
동차 시스템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1]. 이러한 능동적인 시스
템은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써, 현재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
가 진행 되어 지고 있다. 능동형 안전 시스템에는 주로 초음
파 센서 및 RADAR, 비전 시스템, 레이저 센서들이 주로 사
용 된다. 이러한 센서들은 주로 특별한 자연 표식이 없는 실
외 환경에서 이용된다.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작성 
및 주행에 이용하여, 주행 시에 위치 추정 및 충돌 방지 경
로 추종, 차선 인식 등에 이용할 수 있다[2]. 그 중 차선을 인
지하기 위해서는 비전 시스템 및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데 
주로 비전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비전시스템의 경우 

충분한 조도가 주어진다면 차선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어떠
한 센서에 비해 매우 우수한다. 그러나 야간 상황에서는 카
메라 영상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상황이다[3]. 또한 비전 시스템의 
경우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영상에서 차선을 검
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운전시 
마주 오는 차량이나 뒤쪽에서 가까워지는 차량으로부터 조
사되는 강한 상향 등에 의해 발생되는 매 순간의 조도 변화
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4].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도 인지가 어려울 수 있
다.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짧을 경우 전방의 차선
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카메라 영상을 통한 차선인식이 어려운 상황에
서 레이저 센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레이저 센서는 비전 
시스템과는 달리 충분한 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빛의 조도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지 않는다. 또한 수
mm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차선인식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5-7].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비
전, 혹은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레이
져 스캐너 사용시 레이저 세기를 이용하여 1차원적인 크기 
비교를 통해 차선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였다. 레이저 
거리 센서의 데이터와 반사 레이저 세기 데이터를 2차원적
으로 이용한 판단기준을 작성할 경우 차선의 반사율에 의해 
형성되는 깊이와 비슷한 깊이의 도로의 맨홀이나 장애물 등
을 분간해 내고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야만 하게 되고 이 경우 정보를 
처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실시간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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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비전시스템과 레이저 센서를 합치거나 
2차원적인 지도를 만들어 도로의 정보를 파악하는 연구와 
달리 단일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도로의 환
경지도를 작성하였다. 단일 레이저 센서 만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3차원 적
으로 도로 환경지도를 작성할 경우 차선의 특징점 추출 시 
발생하는 잡음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의 
차선과 맨홀이나 장애물 등을 분간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레이저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도로를 
스캔하고, 스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시간 적으로 3차원 
도로 환경지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된 도로 환경지도에
서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차선의 특징점을 추출
하여 카나야마의 안정적인 추종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
간적인 차선추종을 보임으로서 단일 LRF를 이용한 실시간 
도로 환경지도 작성 및 자율주행의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II 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시스
템 모델링에 대해 설명한다. III 장에서 레이저 스캐너의 2차
원 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 도로 환경지도를 형성하
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고, 차선의 특징점을 추출하
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IV 장에서 3차원 도로 환경지도
에서 얻어진 차선의 특징점을 모바일 로봇이 추종하게 하
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 장에서 본 연
구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와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II. 시스템 구성 및 모바일 로봇 모델링 

1. 시스템 구성 

3차원적인 도로지도를 만들고 차선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센서부 및 데어터 처리부, 구동부로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왼쪽부분이 센서부를 나타내

고, 오른쪽부분이 구동부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쪽 데이터 
컨트롤 플랫폼 부분이 데이터 처리부를 나타낸다. 센서부는 
도로 표면을 스캔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 모바일 로봇의 
자세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엔코더, IMU에서 받은 데이터

를 합쳐 데이터 처리부로 보내는 센서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있다. 데이터 처리부는 센서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
여 지도를 작성하고, 특징 점을 추출한다. 그리고 차선을 추
종하기 위해 구동부로 제어 명령을 내린다. 구동부는 데이터 
처리부에서 보낸 명령을 해석하고 모터드라이브로 모터제어
명령을 내리는 모터컨트롤러, 모바일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드라이브 및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모바일 로봇의 전체 구조이다.  
좌측의 LRF는 Hokuyo사와 Sick사의 센서가 대표적으로 많
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Hokuyo사의 URG-04LX를 사용
하였다. 이 센서는 Sick사의 센서에 비해 좁은 측정거리 범위
를 갖지만 최소 측정거리가 매우 가깝고, 해상도가 높아 3차
원 지도 작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차선을 스캔 할 때 유리
하다. 상단부의 IMU센서는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컴퍼
스 센서를 하나의 모듈이다. 하단부의 MCU & Motor drive는 
센서 컨트롤러, 데이터 컨트롤러로, 모터 드라이브로 구성되
어 있으며 컨트롤러는 ARM계열의 LM3S8962 칩을 사용하
였다. 
2. 레이저 스캐너의 차선 스캔 원리 

레이저 스캐너는 시간차 측정방법 및 삼각 측정 방법, 위
상차 측정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본 논문에서 사
용한 레이저 스캐너는 위상 차를 이용한 측정방법을 사용한
다. 이 방법은 레이저의 위상과 세기를 반영하여 전기적 신
호를 발생시키는데, 센서는 초기의 발사 신호와 반사되어 돌
아온 신호의 위상과 세기를 비교하여 식(1)을 사용하여 거리
를 측정하게 된다. 

 1 2
2

fL
c

q pæ ö= ´ ¸ ´ç ÷
è ø

 (1) 

식 (1)에서 L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q 는 위상
차, f 는 레이저 주파수, c는 광속을 나타낸다. 
위상차 측정방식은 센서를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때 목표
와의 거리, 각도와 목표의 광학적 반사율 등 외부의 요인들
로 인해 목표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의 세기가 줄어
든다[8]. 세기가 줄어든 레이저 신호는 위상차 검출이 어려워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 모바일 로봇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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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호를 해석하기 전 신호를 증폭
시키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측정값의 오차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포장도로를 구성하는 아스팔트의 반사도
가 가장 낮고, 노면 표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백색과 밝은 노
랑의 차선은 반사도가 높다[9]. 따라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
하여 도로 정보를 측정 시 반사율에 따라 거리 측정값의 오
차가 발생함을 이용하여 도로의 차선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모바일 로봇 모델링 

모바일 로봇은 4개의 바퀴로 구동이 되지만 양쪽의 앞과 
뒤의 바퀴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2자유도에 해
당하며 양 바퀴의 회전각도( kq )에 의해 현재 로봇의 위치를 

계산하며 위치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T
k k k kP x y q=  (2) 

모바일 로봇의 엔코더 값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나타
내기 위해서는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3은 모발일 로봇의 기구학적 분석을 나타낸 것으로 
로봇의 양쪽바퀴의 각속도와 양쪽 바퀴 사이의 거리, 바퀴의 
반지름을 이용해 모바일 로봇의 위치를 식 (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식 (3)과 같이 모바일 로봇의 양쪽 
바퀴의 각속도를 병진속도로 만들 수 있다. 

 L Lv rw= ´  (3.a) 

 R Rv rw= ´  (3.b) 

식 (3)에서 ,Lw Rw 는 매시간마다 계측되는 양 바퀴의 각

속도이며, r 은 바퀴의 반지름이다. 이 식을 통해 구해진 로
봇의 양쪽 바퀴의 속도는 식 (4)에 대입하여 로봇의 선 속도
와 진행 방향을 얻을 수 있다. 

 
2

R L
k

v vv +
=  (4.a) 

 1tan R Lv v
L

- -æ öW = ç ÷
è ø

 (4.b) 

식 (4.a)에서 kv 는 로봇의 선 속도를 나타내고, 식 (4.b)의 

W 는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로봇의 진행 방향은 X축을 기
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각도를 나타낸다. L 은 로봇 

양쪽바퀴의 거리를 나타낸다. 로봇의 기구 학에 따라서 k번
째 위치를 알 때, k+1 번째 위치를 식 (5)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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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k k k

k k k 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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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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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q

+

+

+

é ù é ù+ ´ + W
ê ú ê ú

= + ´ + Wê ú ê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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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3차원 지도작성 

1. 3차원 지도작성 

본 논문에서 모바일 로봇에 사용한 레이저 스캔 센서는 
거리와 각도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 부에 제공한다. 데이터 
처리부에서 각도 데이터와 거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X, Y 좌표를 형성하고 2차원 지도를 형성하게 된다
[11,12]. 

 cos( )LRF LRFx D q= ´  (6.a) 

 sin( )LRF LRFy D q= ´  (6.b) 

식 (6)에서 D는 LRF와 물체 사이의 거리고, LRFq 는 LRF

의 스캔하는 점의 각도를 나타낸다. LRF는 0~240도를 스캔 
할 수 있으며 0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0.36도씩 회전하며 
LRF 주위를 스캔한다. 
그림 4는 LRF가 물체를 순차적으로 스캔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A1, A2, A3는 LRF에서 레이저가 발사되
어 반사되어 되돌아 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LRFq

는 0도 에서부터 0.36도씩 누적되어 가는 스캔 각도를 표현
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2차원 스캔 좌표 데이터를 이용하
여 2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다.  

LRF의 좌표화된 데이터는 모바일 로봇과 좌표축이 매칭
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로봇의 기준좌표축에 
매칭되도록 좌표 변환이 필요하다. 그림 7은 LRF의 2차원 
스캔 데이터를 모바일 로봇의 좌표축과 맞도록 스캔 데이터
를 좌표변환 하는 것을 나타낸다. X0, Y0, Z0 는 맵을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고정 좌표축이다. X1, Y1, Z1는 LRF의 좌표
축이다. 모바일 로봇의 좌표와 자세의 변화는 LRF의 좌표축
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LRF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3차원 지도
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 좌표축과 매칭되도록 LRF데이터가 
좌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LRF 좌표축의 이동 및 회전이 

 
그림 3.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 
Fig.  3. Kinematics of mobile robot. 

 

 
그림 4. LRF의 스캔 방법. 
Fig.  4. Scanning method of LRF. 

A Real Time 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LRF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a Mobil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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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식 (7)의 회전 행렬을 이용한 LRF 좌표계의 좌표 
변환을 한다. 

 
1 0 0
0 cos sin 0
0 sin cos

map Robot LRF

map Robot

LRFRobotmap

x x x
y y

yzz
q q
q q

é ù é ù é ùé ù
ê ú ê ú ê úê ú= - +ê ú ê ú ê úê ú
ê ú ê ú ê úê úë û ë ûë ûê úë û

 (7) 

식 (7)에서 ,Robotx ,Roboty Robotz 는 모바일 로봇의 좌표이며, 

,LRFx LRFy 는 LRF가 스캔한 데이터의 좌표이다. 그리고 q

는 X0을기준으로 변화된 모바일 로봇의 이동좌표의 회전각
도를 의미한다. ,mapx ,mapy mapz 는 지도를 구성할 점들의 좌

표다. 식 (7)을 통해 변환된 LRF 데이터의 좌표점은 계속적
인 적층을 통해 3차원의 지도를 만들어 낸다.  
2. 차선의 특징점 추출 

차선과 아스팔트 사이 경계가 되는 차선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도로 표면을 기준으로 도로 보다 낮게 형성되는 차선의 
모서리 점들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 점들을 구하기 
위해 식 (8)을 이용한다[2]. 

 2
( ) ( 1)( )map i map iz z d+- ³  (8.a) 

 ( ) ( 1)1

( ) ( 1)

tan map i map i

map i map i

z z
x x

s+-

+

æ ö-
³ç ÷ç ÷-è ø

 (8.b) 

식 (8)에서 ( )map ix 는 도로의 횡방향 좌표고, ( )map iz 는 도로

의 높이 좌표를 나타낸다. (8.a)를 통해 두 점 사이의 높이 차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8.b)를 통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높이 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지형의 변
화가 있다는 것이고, 두 점의 기울기가 일정 범위를 벗어난
다는 것은 변화가 심한 부분 즉 모서리이기 때문에 특징점이 
될 수 있다. 이 식을 통해 차선과 아스팔트의 경계가 되는 
모서리 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식 (8.a)에서 d는 특징
점이 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최소 높이 차를 의미하며, 식 
(8.b)의 s 는 특징점이 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최소 각도를 
의미한다. 

 
IV. 안정적 추종 제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모바일 로봇의 현재의 위치와 자세, 목표점
의 위치와 자세의 차를 이용하여 궤적 상에 있거나 있지 않

는 로봇의 시작점 에서부터 로봇의 목표점까지 Cartesian 궤
적을 점차적으로 따라가도록 제어하기 위한 안정적 추종제
어 알고리즘이다. 로봇의 위치를 식 (2)와 같이 3자유도 형식
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식 (2)의 요소들은 모두 시간의 함수
들이다. 그러므로 ( ),x t ( ),y t ( )tq 로 표현이 가능하며, ( )tq

는 식 (8)에 의해 얻을 수 있다.  

 ( ) ( )
( )

1tan
y t

t
x t

q - æ ö
= ç ÷ç ÷

è ø

&
&

 (8) 

모바일 로봇의 움직임은 선속도와 각속도로 제어된다. 모
바일 로봇의 기구학은 자코비안 행렬 J에 의해서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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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 기구학 방정식은 무지향성이 아닌 모든 로봇에 공통된
다. 모바일 로봇의 제어를 위해 이 알고리즘은 목표위치와 
현재위치 두 가지 위치를 사용한다. 식 (10)을 통해 시스템은 
두 위치의 차 eP 를 얻게 된다[10]. 

( ) ( )
cos sin 0
sin cos 0

0 0 1

e c c

e e c c r c e r c

e

x
P y P P T P P

q q
q q

q

æ ö é ù
ç ÷ ê ú= = - - = -ç ÷ ê ú
ç ÷ ê úë ûè ø

 (10) 

식 (10)에서 cq 는 현재 로봇의 방향각을 의미한다. 최종적

으로 로봇이 목표위치까지의 요구되는 선속도와 각속도는 
식 (11)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cosd e c

d c

v vv
q

q
w w w

-æ öæ ö
= = ç ÷ç ÷ -è ø è ø

 (11.a) 

 2 2( ) ( )d r rv x t y t= ± +& &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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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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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c) 

식 (11)에서 ,dv dw 은 목표점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선속

도와 각속도고, 식 (11.a)에서 ,cv cw 는 현재의 선 속도와 각 

속도다. ,rx ry 는 목표점의 좌표를 나타낸다. 

 
V. 실험  

1. 비젼시스템과 비교 실험 

첫번째 실험은 안개 속에서 주행할 경우 vision system은 안
개의 경향을 받지만 LRF는 안개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이
기 위해 비교 실험을 실시 하였다. 그림 6 위쪽 그림은 안개 
낀 도로의 실험 환경이다. 그림 6의 아래쪽 그림은 영상을 
vision기법으로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영상에서 도로의 차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터나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한다. 위의 그림을 영상 기법 중 
영상을 그레이 스케일로 바꾼 뒤 SOBEL을 이용하여 차선의 
정보를 추출하였다. 위 그림에서 보듯 차선이 앞부분은 흐리
게 일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차선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 6의 위쪽 이미지 보다 더 짙은 안개

 
그림 5. 지도 데이터의 좌표변환. 
Fig.  5. Coordinate transformation of Ma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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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비전을 통해 차선을 찾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LRF를 이용할 경우 안개에 영향을 받
지 않고 맑은 날과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그림 7은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차선의 중앙선을 중심으

로 도로를 스캔한 LRF 데이터를 이용하여 3차원적으로 작성
한 도로환경지도다. 로봇의 속도는 1m/s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2. 차선의 특징점 추출 

그림 8은 그림 7의 3차원 도로 지도에서 식 (8)의 특징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찾아낸 차선의 특징점을 노란색 점으
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특징 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좌표를 
계산하여 특징점 좌표로 선정한다.  
로봇은 차선의 우측 경계부분을 따라 이동시키며 차선의 
우측 경계부분의 기준으로 오차를 검사한 결과 최대 169 mm, 
평균 104.6 mm의 결과를 보였다. 차선의 폭이 150 mm인 것
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특징 점 좌표는 차선을 벗어나지 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오차 또한 차선에서 20 mm
이내로 차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특징점 추출. 
Fig.  8. Feature poi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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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선 추종 실험 결과. 
Fig.  9. Result of lane tracking test. 

 
3. 안정적 추종 알고리즘을 이용한 차선추종 

두 번째 실험은 3차원 지도에서 찾은 차선을 모바일 로봇
이 따라 가도록 하는 실험이다. 
그림 9에서 빨간색 점들은 차선의 특이점들 중에서 밀도
가 가장 높은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파란색 점선으
로 표시된 부분은 모바일 로봇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내며 양
쪽의 보라색 직선은 실제 차선을 나타낸다. 본 실험 결과 검
출된 차선을 안정적인 추종 알고리즘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차선의 특이점이 지그재
그로 나타나는 것은 양쪽 차선 모서리의 특이점 밀도를 계산
하기 때문에 검출된 특이점의 밀도에 따라 차선 내에서 불규
칙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0은 오차를 나타낸 그래프다. 파란색 실선은 실제 
차선의 특이점을 검출한 것으로 모바일 로봇이 1m/s로 주행 
하면서 이 선을 추종하여야 하지만 빨간색 점선과 같이 오차
가 발생하였다. 최대 추종 오차는 147.65 mm로 나타났다. 그
러나 그림(9)와 같이 전체적인 주행을 볼 때 로봇의 주행경
로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비전을 통한 안개 속 차선검출. 
Fig.  6. Lane detection using vision in foggy weather. 
 

 
그림 7. 도로의 3차원 지도작성. 
Fig.  7. 3D map building of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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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차데이터 분석. 
Fig.  10. Analysis of error data. 

 
VI. 결론 

본 논문은 레이저 스캐너의 반사율에 따른 오차를 이용하
여 아스팔트와 차선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3차
원적으로 실시간 도로의 환경지도를 생성하고 차선의 특징 
점을 추출하여 모바일 로봇이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루
었다. 기존의 후 처리를 통한 환경지도 작성에서 탈피해 실
시간 적으로 3차원 도로환경지도를 작성하고 도로환경지도
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선의 특징 점을 찾고 모바일 
로봇을 제어함으로써 실시간 차선 추종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 연구는 야간에 카메라가 차선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충분
한 조도를 얻을 수 없거나, 안개 등으로 차선을 인지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위한 방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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