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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safe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accurate position estimation is required. Generally, position error must be 

less than 1m because of lane keeping. However, GPS positioning error is more than 1m. Therefore, we must correct this error and a 

map matching algorithm is generally used. Especially, road marking intensity map have been used in many studies. In previous work, 

3D LIDAR with many vertical layers was used to generate a local intensity map. Because it can be obtained sufficient longitudinal 

information for map matching. However, it is expensive and sufficient road marking information cannot be obtained in rush hour 

situ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ocalization algorithm using an accumulated intensity local map. An accumulated intensity 

local map can be generated with sufficient longitudinal information using 3D LIDAR with a few vertical layers. Using this algorithm, 

we can also obtain sufficient intensity information in rush hour situations. Thu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map 

matching and get accurate position estimation result. In the experimental result, the lateral RMS position error is about 0.12m and the 

longitudinal RMS error is about 0.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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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자율 주행 분야가 자동차 산업의 중요 분야로 대두되

고 있다. 미국의 IT기업 구글을 중심으로 BMW, 아우디 등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2020년까지 자율 주행 차량을 상용화 

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도심에서 시연하는 등 자율 

주행 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이다. 현재, 자율 주행 기

술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율 주행 차량의 위치

를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자율 주행 차량이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하기 위해서는 서브 미터급의 위치 추정이 필

요하다. 위치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센서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용 GPS로는 1m 이

상의 오차가 발생하여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오차 보정

이 사용되며, 지도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정합을 통

해 오차를 보정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일반적으

로 지도에는 차선[1], 신호등[2], 연석[3]과 같은 도로 환경을 

저장하여 위치 추정에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LIDAR의 반사

도를 이용하여 만든 노면 반사도 지도는 도로 상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노면 표시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노면 반사도 지도를 이용한 차량 위치 추정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Wolcott [4]의 경우 카메라를 통해 얻

은 영상과 노면 반사도 지도와의 정합을 통한 차량 위치 추

정 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과 카

메라 시점으로 변환한 노면 반사도 지도를 NMI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라는 기법을 통해 정합하여 위치를 보정하

였다. 반면 Levinson [5]은 3D LIDAR를 통해 얻은 반사도를 

이용하여 지역 지도를 만들고 이를 노면 반사도 지도와 정합

하여 위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기법을 통해 우도가 최대로 

나오는 곳을 찾아 차량 위치를 보정하였다.  

본 연구는 [5]에서 제안한 위치 추정 방식을 기초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5]에서는 서브 미터 급의 위치 추정 성능을 

내기 위해 수직 layer의 개수가 많은 3D LIDAR를 사용하였

다. 왜냐하면 수직 layer가 적은 3D LIDAR를 사용하면 횡 방

향으로는 위치 추정이 가능하지만 종 방향으로는 노면 표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위치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수평 180도, 수직 4 layer LIDAR를 사용한다 가정할 때 횡 

방향으로는 수평 180도의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양 

옆의 넓은 범위의 노면 표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

로 횡 방향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 방향으로는 수

직 4 layer만 있기 때문에 종 방향으로 얻을 수 있는 노면 표

시 정보가 적다. 따라서 종 방향 위치 추정을 위한 노면 표

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수직 layer를 가진 3D LIDAR가 필

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3D LIDAR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

에 사용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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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가 3D LIDAR 이용을 가정한 위

치 추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GPS센서 위치와 자세를 이용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LIDAR 데이터를 누적하여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전역 지도와 정합하여 위

치를 보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데이터를 누적하여 생성하기 때문

에 종 방향으로 부족한 정보를 데이터 누적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layer 개수가 적은 저가 3D LIDAR를 

이용하여도 위치 추정에 충분한 종 방향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데이터 누적을 통하여 노면 표시들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으며 도로 상에 차량이 많아 스캔 된 노면 표시가 

적은 경우에도 데이터 누적을 통해 정보량을 보완하여 위치 

추정에 충분한 노면 표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알고리즘과 전

역 지도와의 정합을 통한 차량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도심에서의 실험을 통해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를 이

용한 위치 추정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3D LIDAR는 

Velodyne사의 HDL-32E를 사용하였다. HDL-32E가 가진 총 수

직 layer 32개이며, 그 중 노면을 볼 수 있는 유효한 layer의 

개수는 20 layer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저가 3D LIDAR 

사용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저가 3D LIDAR

가 수직 4 layer를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4 layer 스캔 

데이터를 누적하여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를 생성하였다. 

 

II. 전역 지도 생성 

지도 정합을 위해서는 정합 시 기준이 되는 전역 지도 생

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확한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정확하

고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밀한 지도 생성을 위

해 LIDAR는 Velodyne사의 HDL-32E를 사용하였으며, 정밀한 

차량 궤적을 산출하기 위해 고가의 RTK (Real Time 

Kinematic)/INS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RTK를 이용해도 도심

지역에서는 다중 경로 오차로 인해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6]

을 이용해 지도를 생성하면 차량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지도

가 틀어진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Graph SLAM [7] 기

법을 적용하였다. 전역 지도의 각 격자에는 노면 반사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지도 정합 시 사

용된다. 또한 격자의 크기는 15cm x 15cm로 설정하였다. 

그림 1은 같은 곳을 3바퀴 돌았을 때의 전역 지도 생성 결

과이다. (a)의 경우 RTK/INS를 이용하여 기존 SLAM을 이용

하여 생성한 지도이고 (b)는 RTK/INS에 Graph SLAM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한 지도이다. (a)의 경우 지도의 노면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틀어진다. 반면 (b)는 노면 표시가 일치되어 

있다. 따라서 Graph SLAM을 이용하여 만든 전역 지도는 정

밀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데이터 누적을 이용한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반사도 지도를 이용한 위치 추정은 앞 절에서 생성한 전역 

지도와 LIDAR를 통해 얻은 지역 지도와의 정합을 통해 이

루어진다. [5]에서는 서브 미터 급의 위치 추정 성능을 내기 

위해 수직 layer가 많은 고가의 3D LIDAR를 사용하였다. 수

직 layer가 적을 경우 종 방향으로 노면 표시 정보가 적어 종 

방향 위치 추정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직 layer가 많

은 3D LIDAR를 사용하더라도 LIDAR 특성 상, LIDAR와 스

캔 포인트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밀함이 떨어지는 문제

가 있다.  

그림 2를 보면 스캔 포인트가 차량에서 멀어짐에 따라 

layer 간 거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캔 데이

터를 차량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잘라 보았을 때, 차량과 가

까운 곳의 경우는 종 방향으로 조밀한 반면 멀어짐에 따라 

점점 조밀함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 지도 생성시 차

량과 가까운 노면 표시들은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차량과 멀

어질수록 노면 표시를 알아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진행에 따라 LIDAR 데이터를 누적

[8]하여 지역 지도를 생성하고 이를 전역 지도와 정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생성한 지역 지도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누적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종 방

향 정보를 보충해준다.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알고리즘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우선 이전 시점의 지역 지도를 가져온다. 그 다음 

 

(a) RTK/INS. (b) Graph SLAM. 

그림 1. 지도 생성 결과 비교. 

Fig.  1. Comparison of Map Generation Result. 

 

그림 2. 수직 각도에 따른 layer간 거리. 

Fig.  2. layer Distance according to Vertical Angle. 

 

그림 3.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알고리즘. 

Fig.  3. Accumulated Intensity Local Map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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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Δ 만큼 지도 안의 반사도 정보를 밀어준다. posΔ 는 이

전 시점과 현재 시점의 차량 위치를 차분한 값이다. 마지막

으로 현재 시점의 LIDAR 데이터와 GPS/DR 데이터를 이용

하여 지역 지도를 갱신하면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이 

완료된다. 

그림 4는 노면을 스캔한 LIDAR 데이터가 차량의 진행에 

따라 누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전에 스캔된 데이터

는 차량이 이동한만큼 뒤로 밀려나고 현재 스캔된 데이터가 

누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layer와 layer 사이의 비어 있는 간격을 채워 주기 때문에 차

량과 스캔 포인트가 멀리 떨어진 경우 노면 표시의 조밀함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한다. 

그림 5는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처

음에 노면 표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누적이 

진행 됨에 따라 종 방향의 노면 표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

을 만큼 정보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수직 layer가 많은 고가 3D LIDAR를 사용하지 않아도 종 

방향 위치 추정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은 생성된 반사도 지역 지도를 비교한 것이다. (a)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져온 전역 지도이고 (b)와 (c)는 4 

layer, 20 layer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지역 지도이다. 마지

막으로 (d)는 4 layer의 데이터를 누적하여 생성한 지역 지도

이다. (d)의 지역 지도가 (b)와 (c)에 비해 조밀하고 많은 노면 

표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차량이 많을 때의 지역 지도 생성 결과이다. (a)는 

실제 영상이고 (b)와 (c)는 (a)와 같은 시점에 생성한 지역 지

도이다. (b)는 20 layer 데이터, (c)는 4 layer의 데이터를 누적하

여 생성하였다. (b)의 경우 노면 표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반

면, (c)는 노면 표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ayer 수가 많은 3D LIDAR를 이용하여도 차량이 많을 경우 

차량에 의해 노면 표시가 가려져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량이 

적어지지만 데이터를 누적할 경우 부족한 정보량을 누적을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적 반사도 지역 지

도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기존 고가 3D LIDAR를 사용

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량과 명확한 노면 표시를 제공하는 지

역 지도를 만들 수 있다. 

(a) Global map. (b) 4 layer. 

(c) 20 layer. (d) Accumulated data. 

그림 6. 지역 지도 비교. 

Fig.  6. Comparison of Local Map. 

 

 
(a) Camera Image. 

  
 (b) 20 layer.  (c) Accumulated data. 

그림 7. 차량이 많을 때의 지역 지도 생성 결과. 

Fig.  7. Local Map Generation Result when Many Vehicles on the 

Road. 

그림 4. 스캔 데이터 누적 과정. 

Fig.  4. Process of Scan Data Accumulate. 

 

그림 5.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과정. 

Fig.  5 Process of Accumulated Intensity Local Map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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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도 정합을 통한 차량 위치 추정 

생성된 지역 지도는 전역 지도와의 정합을 통해 차량의 위

치를 보정하게 된다. 지도 정합은 최대 우도 추정 기법을 이

용하였다. 최대 우도 추정 기법은 검색 영역을 설정하고 기

준 위치를 중심으로 가져 온 전역지도를 한 격자씩 밀어가면

서 각 격자마다 반사도를 비교하여 각 격자마다 우도를 구하

고 우도가 최대가 되는 곳을 찾아 위치를 보정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우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2

2

,

( )
( , , ) exp

2( )

i x j y i j

i x j y i j

r r

i j

m z
P z x y m

m z
σ σ

− −

− −

⎛ ⎞− −
⎜ ⎟=
⎜ ⎟+⎝ ⎠

∏  (1) 

r
z 과 z

σ
는 각각 LIDAR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지역 

지도의 각 격자마다의 반사도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다. 
r

m

과 m
σ
는 기준 위치를 중심으로 가져온 전역 지도의 각 격

자마다의 반사도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다. i와 j는 지도의 격

자 위치이다. 이를 이용해 (1)의 식처럼 구하면 검색 영역 x, 

y 위치의 우도 값이 된다. 여기서 구한 우도가 커질수록 지

역 지도와 전역 지도의 일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검

색 영역에 걸쳐 구한 우도의 최댓값이 나오는 x, y의 위치가 

현재 차량 위치에서 생성한 지역 지도와 전역 지도가 최대로 

일치되는 위치이다. 따라서 x, y를 기준 위치에서 더하면 지

도를 통해 보정된 차량 위치가 된다. 

[5]의 경우 GPS 위치가 실제 차량 위치와 크게 차이가 나

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기준 위치를 GPS 위치로 설정하였으

며, 검색 영역을 크게 잡지 않았다. 하지만 도심에서는 다중 

경로 오차로 인해 GPS/DR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그림 8을 보면 도심 지역에서 GPS/DR의 오차는 최대 19m 

가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 영역도 

그에 맞춰 크게 잡아야 한다. 하지만 검색 영역이 커지는 만

큼 도로 상에 비슷한 노면 표시들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 진

다. 이에 따라 지도 정합 시 모호성(ambiguity)이 증가하여 실

제 위치와 다른 위치를 찾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림 6(c)

의 경우 차량과 가까운 곳의 노면 표시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먼 곳의 노면 표시는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차

량과 가까운 곳에 특수한 노면 표시(횡단보도, 글자 등)가 존

재한다면 검색 영역이 넓어지더라도 실제 차량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누적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 지도를 작성한 것은 그림 6(d)처

럼 차량과의 거리에 상관 없이 노면 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

기 때문에 검색 영역이 넓어지더라도 실제 위치를 찾을 확률

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9는 GPS/DR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를 정합하고 차량

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이다. 4 layer의 경우 차량의 위치를 거

의 추정하지 못하며, 20 layer의 경우에도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누적 데이터의 경우 

20cm 이내의 정확도로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의 결과를 통해 저가 3D LIDAR는 물론 고가 3D LIDAR를 

사용하여도 넓은 검색 범위를 찾을 경우 지도 정합시 정보량

의 부족으로 실제 위치와 노면 표시가 비슷한 다른 위치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데이터를 누적하면 부족한 정보량

을 보완하여 이러한 경우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각각 4 layer, 20 layer, 누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

성한 지역 지도와 전역 지도와 정합시 우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최대 우도는 (a)가 0.01, (b)가 0.24, (c)가 0.97로, (a)에서 

 

 

그림 8. 도심에서의 GPS/DR 위치 오차. 

Fig.  8. GPS/DR Position Error in Urban Area. 

 

(a) Lateral error. 

(b) Longitudinal error. 

그림 9. GPS/DR 위치를 기준으로 한 위치 추정 결과. 

Fig.  9. Result of Localization based on GPS/D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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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로 갈수록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에 가까워 

질수록 전역 지도와 지역 지도의 일치 확률이 높다는 뜻으로 

지도 정합으로 보정된 위치의 신뢰도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적 데이터를 통해 작성한 지역 지도를 이용하면 검

색 범위가 넓어져도 실제 차량 위치를 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검색 영역을 넓게 설정하여 위치 추정을 하게 되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누적 반사도 지

역 지도를 이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을 확률을 높였지만 모호

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위치를 추정할 때만 

GPS/DR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 추정을 하고 이후에는 추

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검색 영역을 좁혀서 다음 위치를 찾도

록 하였다.  

 

V.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누적 반사도 지역 지도를 이용한 위

치 추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은 GPS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도심 지역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주변 차

량이 많아 노면 표시가 적게 보일 경우의 위치 추정 성능을 

보기 위해 퇴근 시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실험에 

쓰인 지역 지도는 4 layer, 20 layer, 4 layer 누적 데이터를 사용

하여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저가 3D LIDAR, 고가 3D 

LIDAR,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치 

추정 성능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차 분석에 사용한 기준 위

치는 2절에서 Graph SLAM을 통해 최적화한 차량 궤적을 이

용하였다. 

그림 12는 위치 추정 결과의 횡 방향과 종 방향 위치 오차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횡 

방향과 종 방향 모두 4 layer를 이용한 결과가 가장 오차가 

크게 나왔으며 누적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가 오차가 가장 적

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표 2는 50cm 이상 오차가 발생 개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개수가 적을수록 50cm 이내로 정밀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 방향과 종 방향 

모두 누적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가 오차 개수가 가장 적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횡 방향의 경우 100%, 종 방향은 97.4%만큼 50cm 이내로 

위치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횡 방향과 종 방향 모두 97% 이

그림 10. 최대 우도 비교. 

Fig.  10. Comparison of Maximum Likelihood. 

 

그림 11. 실험 구간. 

Fig.  11. Testing Area. 

그림 12. 위치 오차. 

Fig.  12. Position Error. 

 

표   1. RMS 위치 오차. 

Table 1. RMS Position Error. 

RMS Error Lateral [m] Longitudinal [m] 

4 layer 0.28 0.35 

20 layer 0.20 0.28 

Accumulated Data 0.12 0.19 

 

표   2. 50cm 이상 위치 오차 발생 개수. (전체 6134 Epoch) 

Table 2. Count of Position Error more than 50cm. (All Epoch : 6134)

Error > 0.5m Lateral Longitudinal 

4 layer 92 epoch (1.5%) 469 epoch (7.7%) 

20 layer 111 epoch (1.8%) 231 epoch (3.8%) 

Accumulated Data 0 epoch (0%) 162 epoch (2.6%) 

 

표   3. 최대 위치 오차. 

Table 3. Maximum Position Error. 

 Lateral Longitudinal 

4 layer 4.55m 3.85m 

20 layer 2.16m 2.77m 

Accumulated Data 0.41m 0.92m 

Kyu-Won Kim, Byung-Hyun Lee, Jun-Hyuck Im, and Gyu-In 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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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50cm이내로 정밀한 위치 추정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최대 위치 오차를 나타낸 것으로 4 layer와 20 

layer의 경우 최대 오차가 1m 이상인데 반해, 누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횡 방향과 종 방향 모두 1m를 벗어나지 않는

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누적 데이터를 사용한 결

과가 가장 정밀하고 위치 추정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차량이 많을 때의 위치 오차 결과이다. 표 4를 

보면 횡 방향의 경우 20 layer를 이용하였을 때 성능이 좋게 

나왔지만 다른 2개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차의 차이가 크

지 않다. 반면 종 방향은 누적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가 가장 

좋았고 4 layer와 20 layer에 비해 오차의 차이가 크게 나왔다. 

횡 방향 위치 추정의 경우 LIDAR 스캔 시 수평으로는 넓은 

범위를 스캔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횡 방

향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횡 방향 위치 추정 성능

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종 방향의 경우 횡 방

향보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차가 많을 경우 종 방향 위치 추

정을 위한 정보가 많이 부족해진다. 하지만 누적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부족한 정보량을 누적을 통해 보완하게 되므로 

4 layer와 20 layer에 비해 종 방향 위치 오차가 작게 나온다. 

따라서 차량이 많은 경우에도 데이터 누적을 통해 생성된 지

역 지도를 이용하면 강인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누적을 통한 반사도 지역 지도 생성

과 생성된 지역 지도와 전역 지도와 정합을 통한 차량 위치 

추정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데이터들을 누적 함으로서 부

족한 종 방향의 노면 표시 정보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조밀

하고 많은 정보량을 가진 지역 지도를 생성하였다. 또한 차

량과 같은 장애물이 많아 지도 정합에 필요한 정보량이 부족

해지는 경우에도 누적을 통해 부족한 정보량을 보완할 수 있

다. 따라서 고가 3D LIDAR를 이용하지 않아도 조밀하고 많

은 정보량을 가진 반사도 지역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서브 미터급의 정밀하고 강인한 위치 추정 성

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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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mera image. 

(b) Position error. 

그림 13. 차량이 많을 때의 위치 오차. 

Fig.  13. Position Error when Many Vehicles on the Road. 

 

표   4. 차량이 많을 때의 RMS 위치 오차. 

Table 4. RMS Position Error when Many Vehicles on the Road. 

RMS Error Lateral [m] Longitudinal [m] 

4 layer 0.19 0.35 

20 layer 0.14 0.32 

Accumulated Data 0.15 0.13 

Intensity Local Map Generation Using Data Accumulation and Precise Vehicle Localization Based on Intensit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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